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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과 관련하여 관련 기술 선진국들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규제 기준 을 분석하고 관련 기술의 기술동향 및(safety criteria and requirement) ,
방사선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손상 과 열화 현상에 대해(radiation damage) (deterioration)
포괄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원자로 관련시설의 건설에 있어 콘크리트의 사용은.
두 가지 주요 목적으로 이용되며 하나는 구조적인 강도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방사선 차폐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사용후핵연료 콘크리트 캐스크의 설계는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허용기준을 개별적으로 정의하거나 또는 일괄적인 단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콘크리트 재료적인 특성에서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
온도의 경우 캐스크 벽체 내의 최대 온도제한은 이하이어야 하며 온도경사는95 ,℃

콘크리트 균열방지를 위해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한편 방사선량의 경우60 .℃

입사 에너지가 1010 이하일 경우에는 핵반응으로 인한 가열을 무시할 수MeV/ .sec㎠

있으며 콘크리트가, 1019 보다 더 큰 방사선량에 노출된다면 혹은neutron/ 10㎠ 10 를rad
초과하는 감마선량에 노출된다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콘크리트에 대한 방사화의 영향은 크게 두가지 메카니즘이 작용한다 하나는.

방사화로 인한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재료적 특성이 변하는 것이다 이같은 손상은.
재료의 결합을 끊을 수 있고 재료의 취성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두 번째 가능한.
원인으로는 방사화 에너지 흡수로 인한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
두가지 메카니즘을 서로 명확히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보다 더 큰 방사선량에.
대해서는 보고서 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며 아직 명확한 이론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조사시 발생하는 온도상승으로 인한 콘크리트 손상이

방사선 자체의 의한 재료적인 손상 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콘크리트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임계 방사선량 값이 온도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값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물리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마다 각기․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배합설계 및 재료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실험이 수행된 조건이 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온도 및 방사선량 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실험결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조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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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literature review works on the safety criteria/requirements and the state of
the technology related to the radiation damage and deterioration of concrete cask
were carried out with regard to spent fuel dry storage system.
Because the designs of spent fuel concrete cask have the possibility of various

structural forms, it is difficult to suggest the general and single standard criteria for
the structural safety of concerns. By taking consideration of the material properties,
while, it is generally recommended that the maximum temperature of concrete should
not be over 95 and the temperature gradient should be within the range of 60℃ ℃

for prevention of induced concrete crack. When it comes to the radiation damage,
under the condition of a incident energy, <1010 MeV/ .sec, the nuclear heating can㎠

be considered to be neglectabl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such as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etc., however, have incline to decrease
when exposed to the dose rate of >1019 neutron/ or 10㎠ 10 Gy gamma.
Radiation can affect concrete in two mechanisms. On is the change in the material

properties caused by the radiation interactions with the material. Such damage might
be the breaking of bonds in the material or embrittlement of the material. The
second possible cause might be the localized heating of the concrete caused by the
absorption of the radiation energy. In many cases, it has not been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mechanism when concrete degradation has been
identified. Generally it is considered that the radiation damage caused from the
elevated temperature in a concrete cask is more important than that from radiation
itself because the critical dose for concrete radiation damage is much higher than
the latter.
Many research data do not show all the consistent results and this has given rise

not only to wide differences but also to contradictions in the results obtained by
different investigators. Great care must therefore be taken in utilising the reported
results of tests on concrete at elevated temperature and high irradi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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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국내 원자력법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방사성폐기물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높은 주윈의 방사선과

열을 방출하고 임계사고의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중저준위폐기물에 비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습식저장용량은 현재 진행.
중인 조밀저장기술을 감안하더라도 년을 전후하여 한계에 이를 것으로 알려져2016
있다 향후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으로 기대되는.

공정과 소듐고속로 의 기술개발이 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Pyroprocess (SFR) 2025
예상되므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확고한 국가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 같은 기술적 정치적 공백을 건식저장기술이 가장 유력한 해결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총 개국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22 ,
국가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중요한 안전현안의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이 최우선적인 선택사항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음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에서 구조물을 재료적인 측면에서 분류하면 크게 금속

구조물 및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과거 금속재질의.
캐스크 타입에서 콘크리트 캐스크 방식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금속캐스크,
저장방식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건식저장 캐스크 기초 및 구조물 시설보호 등을

위해 콘크리트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건시저장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과 장기 운영에 따른 열화거동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확립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른 구조재료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데.
비해 내구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타설되는 순간부터.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인 환경조건과 콘크리트 본래의 내재적인 조건에 의해

계속적으로 성능저하를 일으키므로 설계수명기간 동안 구조물 본래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구조물의 내구성을 고려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 기술개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관련 기술,

선진국의 경우 저장용기 개발이 대부분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조하는 아이템인 만큼 자세한 연구결과물 등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서 입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건설관련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중심으로 열화거동에 대한 많은 설계자료 및 문헌연구가 구축된데 반해 원전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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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으로 인한 성능저하 및 열화현상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믄 상태이다 국내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저하 등 일부 개별적인 실험결과가

있을 뿐 체계적인 문헌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과 관련하여 관련 기술

선진국들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규제 기준 을(safety criteria and requirement)
분석하고 방사선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손상 및 열화, (radiation damage) (deterioration)
현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보고서는 콘크리트 캐스크의.
정량적인 구체적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콘크리트의 방사선적 손상에 대해 국문으로 된

포괄적 기술동향을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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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저장의 기술동향2 . SNF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은 미국 연구소의 연구로 원자로로부터Oak Ridge X-10
방사화된 핵연료가 처음 나온 이후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저장용.
풀 에 년간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한 후 재처리 공장으로 이동을 할(pool) 1 2～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장의 공간부족과 높은 재처리 비용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및 처분을 위한 정책은 각각 나라마다 다르고 다음과 같은 옵션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처리 방식 사용후 핵연료가 재처리되고 핵분열성 물질과 감손 우라늄이 새로운:•

연료 생산을 위해 재사용되며 여기서 이러한 물질들은 나, fast breeder thermal
에서 방사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대부분의 분열 생성물과 악티나이드와 같은reactor .

장기수명 알파선 방출 물질은 지층처분을 위해 따로 처리되게 된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방식 사용후 핵연료가 충분한 붕괴 기간을 거친 후: (decay)•

일정의 컨디셔닝을 통해 직접처분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중간저장 방식 더 나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기술이 개발되기 까지 습식이나:•

건식저장 시설에 연장된 기간 동안 저장을 수행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를 수조에 저장하는 습식저장 방식은 지금까지 각국에서 많은 운영경험을SNF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입증된 안전한 저장기술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상의, SNF . 90%
가 또는 방식으로 습식상태로SNF AR(At Reactor) AFR(Away From Reactor)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는 년 이상 유의할 만한 문제를, SNF 40
유발하지 않고 저장수조 내에 저장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집합체는 콘크리트. SNF
재질의 저장용 랙 에 적치되며 저장랙은 주로 스테인레스스틸 또는 에폭시(rack) ,
도장으로 라이닝되어 있다 모든 저장수조는 건물 내에 위치하며 저장수의 화학적. SNF ,
성분에 대한 수질관리와 저장수조의 누설여부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장수의 방사능 농도는 측면에서 관리되고 있다ALARA .

조밀저장2.1
원전의 저장용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최초로 시도된 방법은 조밀저장SNF

으로 이 기술은 지난 여년간 동일한 공간의 내에 더 많은 를(re-racking) , 30 SFP SNF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었다 조밀저장은 저장랙 사이의 간녁을. S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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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고 저장랙 바스켓 및 저장수에 중성자 흡수물질 예 붕소 을 추가하거나, ( : )
용해시킴으로써 핵연쇄반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의 저장밀도를SNF
증가시키는 개념이다.

사용핵연료의 건식저장2.2
건식저장방식은 물 대신 기체 또는 공기를 냉각재 저장중인 핵연료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헬륨과 같은 불활성 기체를 이용하며 반응도가 약한 질소를,
이용하기도 함 로 이용하고 방사선 차폐체로 물 대신 콘크리트나 금속을 이용한다는) ,
점에서 습식저장기술과 구분된다 건식저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냉각하기 위하여 는. SNF
일단 수년 동안 저장수조에 저장되어야 한다 가 건식저장시설에 저장된 후에는. SNF
요구되는 운영비용 및 위험도가 미미하므로 안전하고 비용 이득 측면에서 적합한/
저장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수량의 를 장기간 저장함으로써 규모의. SNF
경제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볼트 또는 사일로 방식이 적절하며 단위별 모듈화를,
통한 관리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건식저장 캐스크(DSC: Dry Storage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Cask) [2.1].
건식저장 볼트2.2.1 (Vault)

볼트 건식저장방식에서 는 대형 콘크리트 건물 내에 저장되며 외부 구조물은SNF ,
방사선 차폐체로 이용되고 건물 내부에는 저장 유닛에 적합한 저장공간 이SNF (cavity)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는 밀봉된 저장용 튜브 또는 실린더 내에 저장되며 튜브와. SNF ,
실런더는 하나 또는 다수의 핵연료 집합체를 수용하면서 내에 존재하는SNF
방사성물질에 대한 격납기능을 제공한다 강제대류 또는 지연공기대류 현상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열을 제거한다 일부 볼트 시스템에는 핵연료를 운반캐스크. (Transport

로부터 인출한 후 별도의 용기를 이용하지 않고 저장튜브로 이송한다 이에Cask) .
반하여 다른 볼트 시스템에서는 인수된 용기에 핵연료를 적치한 다음

이송캐스크 로 옮긴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저장실린더로 이송한다(Transfer Cask) .
따라서 전형적인 볼트 시스템에서는 크레인이나 핵연료 취급기계를 필요로 한다.
볼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볼트를 건설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지배적이며,

저장용량을 확장하기 위하여 더 큰 볼트를 건설하는 추가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매우 많은 양의 를 단일. , SNF
시설에서 저장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성은 다른 건식저장 방식에 비해 볼트 시스템이

다소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볼스 시스템은 헝가리 원전 영국. (Paks ), (Magn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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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저장시설 캐나다 원전 프랑스 미국 실험용 고온가스냉각로), (Gently 2 ), (CASCAD), (
등에서 적용된 바 있다Fort St. Vrain) .

건식저장 사일로2.2.2 (Silo)
사일로 시스템에서 핵연료를 수평 또는 수직형태의 콘크리트 실런더 내에 저장되며,

실린더에는 금속재 내부 라이너 또는 분리된 금속 캐니스터가 장착된다 콘크리트는.
방사선 차페기능 볼트 시스템에서 건물 외부에 상당 을 제공하며 밀봉된 내부 금속( ) ,
라이너 또는 캐니스터는 격납시능을 제공한다 종종 핵연료를 사일로 내에 적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송 캐스크가 이용된다 한편 발생되는 붕괴열의 제거는 공기의 대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현재 사일로 시스템은 국내 월성 임시저장시설을 비롯하여 미국. ,
캐나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건식저장 캐스크2.2.3
캐스크 시스템에서는 평평한 콘크리트 패드 가 건물 내부 또는 외부에 설치되며(Pad) ,

요구되는 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형 캐스크가 추가될 수 있다 이러한.
캐스크는 차폐기능과 격납기능을 동시에 제공한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초기비용은.
적고 일단 핵연료가 적재된 후의 운영비용 또한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저장, .
캐스크 구매비용이 상당히 크고 개별 캐스크의 비용은 유사하므로 저장용량 확장에,
따른 규모의 경제효과는 미미하다 지금까지 다양한 설계의 금속 또는 콘크리트 이. (
경우 대부분 금속재 내부 라이너가 장착됨 재질의 캐스크가 개발되었으며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캐스크 시스템의 경우 원전에 기 설치된 핵연료 취급설비를 이용하여 를AR , SNF
에서 캐스크로 이송한다 캐스크는 볼트 또는 사일로 시스템과 마찬가지로SFP .

기본적으로 를 저장하기 위한 목적 단일 목적 으로 설계되었다SNF (Single purpose: ) .
그러나 최근에는 저장 및 운반을 목적 중 목적 으로 허가된 캐스크(Dual purpose: 2 )
이외에 저장 운반 영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다목적 캐스크도(Multi-purpose)・ ・
개발되었다 캐스크 시스템은 운영상의 유연성 때문에 최근 많은 원전 운영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저장기술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또는 방식으로SNF . AR AFR
핵연료를 장기간 저장할 예정인 미국과 일본에서 건식 캐스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저장방식에는 의 재질에 따라 금속과 콘크리트 방식으로. Cask cask cask
구분되며 건식저장 방식 중에서 가장 단순한 시설구조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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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캐스크1)
는 사용용도에 따라 저정전용 저장 수송 겸용 및 정장 수송 처분Metal cask , / / /

겸용으로 구분된다 단순하게 구조는 몸체 핵연료 뚜껑 등으로. cask cask , basket, (lid)
구성되어 있다 몸체는 보통 감마차폐재와 중성자 차폐재로 구성되 있는데 감마. Cask
차폐재로는 혹은 납 등을 사용한 몸체의 외부표면은 냉각forged steel, cast rion . Cask
효율성을 위하여 여러개의 을 부착하기도 한다 시설구조는 매우 단순하여 단지fins .

위에 저장 를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설치하게 되는데 외부 저장concrete pad cask
건물은 독일의 시설처럼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도 있고 미국의 시설Ahaus Surry
처럼 저장건물 없이 저장 가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로 저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cask .
이 두 경우 모두 성물질의 겹납기능은 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A cask . cask
저장방식에서 저장 뱡봉기능의 폐기능 및 임계조절 기능 등은 방사선cask c , Ahau
방호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콘크리트 캐스크2)
개념은 기본적으로 와 유사한데 몸체는 내부가Concrete cask metal cask steel

이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는 점이 와 다르다lining metal cask . Concrte
는 에 비해 값이 싸다는 장점은 있으나 냉각성능이 떨어지므로cask metal cask

콘크리트 표면온도가 올라가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혹은 를 설치하기 한다 일반적으로 는 동일용량의rebar heat pipe . concrete cask

보다 부피가 크며 또한 표면의 오염제거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metal cask cask .

혼합 캐스크 콘크리트 및 금속 캐스크3) ( )
콘크리트와 금속 재질의 재료를 혼합하여 서로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을 살리는

취지도 도입된 방식이다 의 건식. Southern Nuclear Operating Company Hatch
저장시설과 의 건식 저장시설은 모두 일반면허Exeon Generation Company Dresden
하에서 콘크리트 캐스크 및 금속 캐스크를 혼용하여HI-STORM 100 HI-STAR 100
사용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각 타입별 장단점을 다음의 표 에 나타내었다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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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건식저장 방식별 장단점2.1 ․

건식저장시설의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안전성2.3
년 발간된 의1986 US NRC Reg. Guide 7.10(Establishing Quality Assurance

개정Programs for Packaging Used in the Transport of Radioacitve Material,
에서는 운반 포장물 내의 다양한 기기에 대한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1) SNF .

따르면 운반 포장물의 개별 기기는 우선 안전에 중요한 것과 안전에 중요하지 않은‘ ’ ‘
것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한편 안전에 중요한으로 분류된 기기는 안전에 미치는’ . ‘ ’
중요도에 따라 다시 등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여기서 안전등급 는A, B, C . A
안전운전에 결정적인 요소 는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 는 안전성에, B , C
미미한 영향을 주는 구성요소에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금속 차폐형 저장시스템과.
콘크리트 차폐형 저장시스템의 구조물 계통 및 구성요소에 대해서 살펴보았다[1].

구분 장 점 단 점

Vault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율이 낮음•

소내 저장용량 확장용으로 실용화 됨•

Passive Cooling•

운영중 폐기물이 거의 발생되지 않음•

핵연료 저장 경험이 없음PWR•

저장중 핵연료 검사 곤란•

저장밀도가 낮음•

대민 수용성 면에서 불리•

Concrete
Silo

소내저장용량 확장용으로 실용화 됨•

용량 확장성이 아주 좋은•

운영중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Passive Cooling•

저장중 핵연료 검사 곤란•

저장밀도가 낮음•

핵연료 피복관 온도가 높음•

콘크리트의 장기 건전성에 문제 있음•

대민 수용성 면에서 불리•

Metal
Cask

실증된 기술 경험 풍부( )•

용량 확장성이 아주 좋음•

운영중 페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Passive Cooling•

제작비가 고가임Cask•

대량 저장에 불리( )
저장중 핵연료 검사가 거의 불가능•

핵연료 피복관 온도가 높음•

Concrete
Cask

용량 확장성이 좋음•

가격이 저렴Cask•

운영중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

콘크리트 열전도도가 매우 낮음•

장기 저장시 콘크리트 건전성 문제가•

발생

콘크리트 내벽 온도제한이 관건임•



- 8 -

금속 차폐형 저장시스템2.3.1
금속 차폐형 저장시스템은 수직형 이외에 수평형으로 건설할 수도 있다 금속 차폐형.

저장시스템에 를 저장하는 한가지 방법은 차폐된 통합 저장캐스크를 이용하는SNF
것이다 이 경우 차폐된 캐스크는 시설에 장입된 후 밀봉된다 장입 및 밀봉된. .
캐스크는 저장지역으로 이송된다 한편 내부 캐스크를 시설에 장입한 다음.
이송캐스크에 적재하여 외부 저장 캐스크로 운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부 캐스크는 외부 저장캐스크 내에 적치된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다양한.
설계의 금속 차폐형 저장시스템이 시험되고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속차폐형 저장시스템의 또 다른 운영방법은 내부 캐스크를 포함하는 차폐된

외부캐스크를 이용하는 개념이다 는 시설 내에서 내부 캐스크에 장입된다 이. SNF .
캐스크는 차폐된 이송캐스크 내에서 차폐된 외부 캐스크로 이송된다 저장목적으로.
내부 캐스크는 차폐된 외부캐스크 내로 이송될 수 있다.

그림 전형적인 수직 금속 차폐형 저장시설의 개념도 및 구성2.1 [2.2]

등급 항목1) A
바스켓 집합체(a) (Basket Assembly)

바스켓 집합체는 저장시스템의 핵분열성 내용물에 대한 기계적인 지지기능을

제공한다 구조물은 집합체 간 간격을 유지하고 중성자 흡수체를 지지하고 핵임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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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수행되지 않은 배치상태로 내용물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구조물은 반드시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배수 포트 플러그(b) (Drain Port Plug)

대부분의 내부 캐스크와 겹납형 저장캐스크는 수중에서 핵연료가 장입된다 배수.
포트는 캐스크로부터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각 배수 포트를 폐쇄하기.
위하여 플러그가 제공된다 또한 플러그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격납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내부 캐스크 하부헤드(c) (Inner Cask Bottom Head)

내부 캐스크 하부헤드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하부 말단부에 대한

격납기능을 제공한다 하부헤드는 내부 캐스크 쉘에 용접된다 이러한 기기의. .
단일고정은 내부 캐스크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유발할 수 있다.
내부 캐스크 뚜껑(d) (Inner Cask Lid)

내부 캐스크 뚜껑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상부 말단부에 대한 격납기능을

제공한다 뚜껑은 폐쇄용 볼트홀과 밀봉 표면을 갖추게 된다 일반적으로 배기 포트. . ,
누설 점검포트 및 압력완화장치가 뚜껑에 장착된다 내부 캐스크를 취급하고.
캐스크로부터 뚜껑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속물 또는 나선형 볼트홀이 제공된다.
뚜껑의 단일고정은 내부 캐스크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유발할 수 있다.

내부 캐스크 뚜껑밀봉(e) (Inner Cask Lid Seals)
일반적으로 밀봉은 격납 뚜껑 위에 적용된다 밀봉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내부.
캐스크의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된다.
내부 캐스크 쉘(f) (Inner Cask Shell)

내부 캐스크 쉘은 사용후핵연료를 수납하는 제거 가능한 내부 캐스크의 원통형

벽체이다 일반적으로 쉘은 내부 캐스크 하부 말단부 헤드 및 내부 캐스크 쉘.
상부헤드에 용접된다 내부 캐스크 쉘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격납부의 일부이다. .
단일고정은 시스템 외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유발할 수 있다.

내부 캐스크 쉘 상부헤드(g) (Inner Cask Shell Upper Head)
내부 캐스크쉘의 상부헤드는 캐스크상부 원통형 마단부에 대한 격납을 제공한다.
상부헤드는 내부 캐스크 및 내부 캐스크 뚜껑의 폐쇄를 위한 나선형 볼트홈에 대한

밀봉면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상부헤드는 내부 캐스크 쉘에 용접된다. .
누설 점검포트 플러그(h) (Leak Check Prot Plug)

내부 캐스크 또는 격납형 외부 저장캐스크의 누설방지 특성은 제작 후와 장입공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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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시험된다 이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이 측정되고 두 개의 뚜껑 밀봉부.
사이에서 시료가 채취된다 유사한 시험이 내부 및 외부 밀봉사이에 대해서.
수행된다 모든 경우 밀봉간 탭 이 내부 밀봉 외부에 설치된다 내부 밀봉은. (tap) .
일차적인 수준의 격납을 제공한다 플러그와 부수적인 밀봉은 이차적인 수준의.
격납보호를 제공한다 일부 캐스크의 설계에서 플러그가 차폐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포트는 직경이 작은 심부홀 을 갖으며. , (Deep hole)
방사선의 종적분포 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columnation) .
뚜껑 폐쇄용 장치(i) (Lid Closure Hardware)

일부 뚜껑은 내부 캐스크 또는 격납형 외부캐스크에 다수의 볼트로 조립된다 볼트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내의 격납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일 볼트의.
고장이 통제구역 외부에 방사성물질을 방출할 것으노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등품 볼트가 설치될 경우 사고조건 동안 격납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볼트는, .
단일고정을 유발하기 쉬운 등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볼트는 또한 차폐형 외부.
캐스크의 폐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볼트는 이차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등급 기기로 고려될 수 있다B .
인양 러그 체결장치 결속장치(j) / / (Lifting lug/Trunnions/Grapples)

일부 건식 저장시스템에는 시설 내부에서 취급하기 위한 인양 러그가 제공될SNF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격납형 외부 저장캐스크는 체결장치를 통해 인양된다 적절하게. .
설계된 인양 러그 또는 체결장치의 고장은 외부 캐스크의 낙하 차폐돈 지역에서,
내부 캐스크의 낙하 또는 이송장치 내에서 내부 캐스크의 낙하를 유발할 수 있다, .
이러한 사고는 격납 또는 임계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직접 방사선의 영향은.
사고조건 하에서 용용되는 수준으로 제한된다 시설 또한 손상될 수 있다 시설 내. .

의 이동은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중요한 작업으로 이행되어야 한다SNF .
인양 러그 체결장치 볼트(k) / (Lifting lug/Trunnion Bolts)

때때로 볼트는 체결장치를 저장시스템에 결속하기 위해 이용된다 볼트는SNF .
체결장치와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중성자 흡수체(l) (Neutron Absorbers)

중성사 흡수체는 많은 건식저장시설에서 임계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이용된다SNF .
다른 시스템에서는 주조가 가능한 흡수체가 이용될 수 있다 흡수체 재질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임계도를 제어하기 위해 요구된다.

외부 캐스크 내부 쉘(m) (Outer Cask Inner Shell)
외부 캐스크 내부 쉘은 캐스크의 내부 벽체이며 일반적으로 캐스크 하부헤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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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크 쉘 항부헤드에 용접된다 일부 금속 차폐형 시스템에서 외부 캐스크는.
캐스크의 방사성 내용물에 대한 격납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 외부 캐스크.
내부 쉘은 정상 및 사고조건 하에서 격납물의 일부이다 단일고정은 캐스크 외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유발한다 격납을 위한 내부 캐스크 시스템에서 외부 캐스크는.
차폐기능만을 제공한다 외부 캐스크 내부 쉘은 차폐 지지기능을 제공하며 따라서. ,
이차적인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경우 외부 캐스크 내부 쉘은 등급 항목으로. B
고려될 수 있다.

외부 캐스크 뚜껑(n) (Outer Cask Lid)
캐스크가 격납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경우 캐스크 뚜껑은 방사성물질 방출에 대한

일차적인 장벽이다 뚜껑은 격납을 제공하며 종종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상부.
말단부에 대한 차폐를 제공한다 뚜껑은 폐쇄용 볼트홀과 밀봉면을 갖는다. .
일반적으로 배기포트 누설 점검포트 및 압력완화장치가 뚜껑 내부에 장착된다, .
캐스크로부터 뚜껑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양장비에 대해 부속물 또는

나선형 볼트홀이 제공된다 뚜껑의 단일고장은 포장물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방출 또는.
캐스크 외부의 직접적인 방사선장을 유발할 수 있다 격납을 위해 내부 캐스크를.
적용한 시스템에서 외부 캐스크는 차폐기능만을 제공한다 외부 캐스크 뚜껑은.
차폐를 위한 지지기능을 제공하며 따라서 이차적인 안전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외부 캐스크 뚜껑은 등급 항목으로 고려될 수 있다B .

외부 캐스크 뚜껑 밀봉(o) (Outer Cask Lid Seals)
일반적으로 밀봉은 격납 뚜껑 상부에 적용된다 밀봉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내부의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된다 설계특성에 따라 외부 밀봉은 낮응. ,
안전등급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외부 캐스크 쉘 하부헤드(p) (Outer Cask Shell Botton Head)
외부 캐스크가 격납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경우 외부 캐스크 쉘 하부헤드는,
방사성물질 방출에 대한 일차적인 장벽이다 헤드는 격납을 제공하며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종종 캐스크 하부말단부에 대한 차폐를 제공한다 하부헤드는 내부 쉘.
및 외부 쉘에 용접될 수 있다 차폐 재질은 일부 캐스크의 설계에서 하부헤드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일부 설계에서는 헤드 내부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 ,
헤드는 사고후 화재사건 하에서 특정한 차폐재질의 배수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러한.
기기의 단일고정은 캐스크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방출사건을 유발하거나 또는 차폐가,
손실될 경우 캐스크로 외부 지역의 직접 방사선장 형성을 유발할 수 있다.
격납을 위해 내부 캐스크를 사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외부 캐스크는 차폐기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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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다 외부 캐스크 하부헤드는 차폐를 위한 지지기능을 제공하며 따라서. ,
이차적인 안전기능을 담당한다 이 경우 캐스크 하부헤드는 등급 항목으로 고려될. , B
수 있다.

외부 캐스크 쉘 상부헤드(q) (Outer Cask Shell Upper Head)
캐스크가 격납을 제공하는 시스템의 경우 외부 캐스크 쉘 상부헤드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에 대한 일차적인 장벽이다 헤드는 캐스크 상부 원통형 말단부에 대한 격납 및.
차폐를 제공한다 헤드는 캐스크 뚜껑의 폐쇄를 위하여 캐스크 및 뚜껑 볼트홀.
나선부에 대해 밀봉면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헤드는 외부 캐스크 내부 쉘에 용접되며.
종종 외부 쉘에 용접되기도 한다 차폐 재질은 헤드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
경우 사고후 화재사건 시 헤드는 특정한 차폐재질의 배수를 방지한다 견방을 위해, .
내부 캐스크를 이용하는 시스템의 경우 외부 캐스크는 차폐기능만을 제공한다 외부, .
캐스크 쉘 상부헤드는 차폐를 지지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따라서 이차적인,
안전기능을 갖는다 이 경우 외부 캐스크 쉘 상부헤드는 등급 항목으로 고려될 수. B
있다.
압력 완화장치(r) (Pressure Relief Device)

압력 완화장치는 격납경계의 내부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된다 압력 완화장치는.
파열디스크 또는 압력 완화밸브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압력 완화장치는 정상 및.
사고조건 하에서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온도 제어장치(s) (Temperature Control Components)
온도 제어장치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해 요구된다 는 상당한 양의 붕괴열을. SNF
생성하며 이러한 붕괴열은 저장시스템으로부터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역으로.
저장시스템은 사고시 화재에 견대기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시스템은 이러한.
극한적인 조건에서 캐스크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열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 핀 복사열 차폐체 또는 기타 열 제어수단과 같은 항목이 정상 및 사고조건. ,
하에서 온도를 제어하기 위해 요구된다.
배기 및 배수포트 플러그와 압력 완화장치 밀봉(t) (Vent and Drain Port Plug and

Pressure Relief Device Seals)
일반적으로 밀봉은 개별 배기 및 배수포트 플러그와 압력 완화장치에 대해 요구된다.
이러한 밀봉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내의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배기포트 플러그(u) (Vent Port Plug)
많은 격납형 외부 저장캐스크 및 내부 캐스크에는 배기포트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포트는 물이 채워지는 동안 기체를 캐스크 내부 또는 외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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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된다 기체가 동반하는 오염 방사성 기체 또는 캐스크 내용물에 의해 발생되는. ,
기체를 제어하기 위해 이러한 포트를 통해 기체를 퍼지할 수 잇다 어떤 캐스크.
설계에서는 내부 기체를 제거하거나 뚜껑을 설치하기 위해 기체의 치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플러그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등급 항목2) B
감마선 차폐체(a) (Gamma Shielding)

감마선 차폐체는 저장시 외부 방사선량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해 필요하다 감마선에.
대한 차폐를 위하여 납 감손우라늄 및 다양한 금속을 사용할 수 있다 차폐체의, .
존재 및 유효성은 제작기간 중 의무적인 시험사항이다 일반적으로 차폐는 차폐.
이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차폐체의 존재는 주어진 기능을 만족하는데,
충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체상인 차폐체는 내부 또는 외부 쉘에 의해 봉해져.
있으며 정상조건에서 제거되지 않아야 한다 많은 사고조건에서 차폐체는 제 위치에, .
잔류하며 의도하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재질 예 납 은. ( : )
화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용융될 수 있다 관련 분석을 통하여 납의 팽창이 격납의.
파열을 유발하지 않음이 보장되는 경우 외부 쉘이 손상되지 않은 한 융융된 재질은,
제 위치에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따라서 요구되는 기능의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이중의 고장 외부 쉘의 손상 및 차폐체의 용융 이 발생되어야 한다( ) .

중성자 차폐체(b) (Neutron Shielding)
차폐체는 종종 조장시스템 외부의 중성자선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관련 설계는 중성자 차폐체가 감마선 차폐체와 외부 쉘의 외부에

위치하도록 요구한다 중성자 차폐페를 축조하기 위한 재질은 종종 수소 함량이 높은.
가벼운 탄화수소이다 이러한 종류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낮은 용융점을 갖으며.
사고로 인한 화재시 손상된다 정상조건에 대해 중성자 차폐가 요구되고.
사고조건에서 중성자 차폐가 요구되지 않는 것이 캐스크 설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다.
사고조건 하에서 방사선량은 정상적인 저장상태를 위해 요구되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될 수도 있다.
외부 캐스크 외부 쉘(c) (Outer Cask Outer Shell)

외부 캐스크 외부 셀은 차폐재질에 대한 구조적인 지지물을 제공하여야 하거나 또는

금속 차폐형 저장시스템의 감마선 차폐체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쉘은 캐스크.
하부헤드 및 캐스크 쉘 상부헤드에 용접될 수 있다 이러한 쉘은 종종 감마선.
차폐체의 외벽이고 때때로 중성자 차폐를 위한 내벽이다 핀과 같은 온도 제어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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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외부 쉘에 부착된다 외부 쉘은 사고조건에서 캐스크의 배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많은 저장시스템의 설계는 외부 쉘의 고장으로 인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특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격납형 외부 저장 캐스크의 경우 외부 쉘이 손상되기 위해서는. ,
격납이 손상되기 전에 캐스크 내부 쉘의 손상이 일어나야 한다 많은 캐스크는 화재.
시나리오 기간동안 용융되지 않는 감마선 차페체를 가지고 있다 만일 화재 기간동안.
감마선 차폐체가 용융되어 외부 쉘 손상부를 통해 누설될 수 있다면 설계요건은,
해당 쉘에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A .

이송 캐스크(d) (Transfer Cask)
이송 캐스크는 지원 시설과 저장판 콘크리트 지지피드 사이에서 장입되고 밀봉된( )
내부 캐스크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송캐새크는 감마선 차페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중성자 차폐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송캐스크는 장입용 말단부 덮개와 인양.
및 취급용 장치를 구비하게 되며 수평 또는 수직방식으로 운전될 수 있다 내부, .
캐스크는 격납을 제공하므로 이송캐스크는 밀봉될 필요가 없다, .

등급 기기3) C
캐스크 장치(a) (Cask Hardware)

종종 볼트와 너트가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핀 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Pin) ,
인양 부속장치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여유도 측면의

특성으로 지킴장치 가 사용된다 작은 볼트와 너트 쐐기형 핀 멈춤쇠 핀 및(keeper) . , ,
잠금줄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품의 설치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
볼트와 지킴장치를 캐스크에 부착하기 위해 종종 밧줄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킴장치와 밧줄은 직접적인 안전성 측면의 중요도는 없으며,
이들 장치가 부재할 경우 격납의 손상 임계도 제어의 실패 또는 차폐능력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크리트 지지판(b) (Concrete Support Pad)
콘크리트 지지판은 금속차폐 저장시스템의 안정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지지판은 캐스크를 적치하기 위한 지표면 고도와 상대적으로 균일한 표면을

유지해야 하며 정상 및 사고조건의 모든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보호덮개(c) (Protective Cover)

보호덮개와 일부 부속장치가 금속 차폐형 저장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다 덮개는.
캐스크 표면의 얼음과 먼지의 축적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공되지만 안전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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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지 않는다.
보안 잠금장치 및 밀봉(d) (Security Lockwire and Seals)

저장시스템의 보안 잠금장치 및 밀봉은 캐스크에 장입된 내용물이 침입되지 않았음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이러한 기능은 보안 측면의 현안이며 안전성 측면의.
현안은 아니다.

차폐 쉘(e) (Shielding Shell)
금속의 얇은 표면이 덮개 차폐체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표면은 수중 장입 후에.
캐스크를 제염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차폐체의 손상을 방지하고 미미한, ,
손상으로부터 차폐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핀 과 같은 온도 제어장치는. (Fin)
표면을 통해 돌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표면 구조물 기기에 비해 얇다는.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격납 차폐 또는 임계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 .

콘크리트 차폐형 저장시스템2.3.2
아래의 그림 는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수평 콘크리트 차폐형2.2

저장시설의 개념도와 일반적인 구성기기를 도시한 것이다 콘크리트 건식저장.
시스템에서 는 지원시설의 내부에서 차폐된 내부 캐스크에 장입된다 이후 내부SNF .
캐스크는 밀봉되며 차폐된 이송용 캐스크에 포장하여 저장위치로 이송된다 그 다음.
내부 캐스크는 저장을 위해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적치된다 이러한 저장시스템은.
수직형으로 건설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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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전형적인 수평 콘크리트 차폐형 저장시설의 개념도 및 구성2.2 [2.2]

등급 항목1) A
바스켓 집합체(a) (Basket Assembly)

바스켓 집합체는 저장시스템의 핵분열성 내용물에 대한 기계적인 지지기능을

제공한다 구조물은 집합체간 간격을 유지하고 중성자 흡수체를 지지하고 핵임계. , ,
해석이 수행되지 않은 배치상태로 내용물이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구조물은 반드시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배수 포트 플러그(b) (Drain Port Plug)

대부분의 내부 캐스크는 수중에서 핵연료가 장입된다 배수 포트는 내부.
캐스크로부터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각 배수 포트를 폐쇄하기 위하여.
플러그가 제공된다 또한 플러그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격납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내부 캐스크 하부헤드(c) (Inner Cask Bottom Head)

내부 캐스크 하부헤드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하부 말단부에 대한

격납기능을 제공한다 하부헤드는 내부 캐스크 쉘에 용접된다 이러한 기기의. .
단일고장은 내부 캐스크로부터 포장물 외부지역으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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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캐스크 뚜껑(d) (Inner Cask Lid)
내부 캐스크 뚜껑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상부 말단부에 대한 격납기능을

제공한다 뚜껑은 폐쇄용 볼트홀과 밀봉 표면을 갖추거나 또는 내부캐스크 뚜껑에.
용접을 통해 부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배기 포트 누설 점검포트 및 압력. ,
완화장치가 뚜껑에 장착된다 내부 캐스크를 취급하고 포장물로부터 뚜껑을 제거하기.
위하여 부속물 또는 나선형 볼트홀이 제공된다 또한 내부 캐스크를 콘리트 구조물에.
삽입하거나 구조물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 취급용 손장이가 포함될 수 있다 차폐.
플러그 또한 뚜껑에 부착될 수 있다 뚜껑의 단일고장은 내부 캐스크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유발할 수 있다.
내부 캐스크 뚜껑밀봉(e) (Inner Cask Lid Seals)

일반적으로 밀봉은 격납 뚜껑 위에 적용된다 밀봉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내부.
캐스크의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요구된다.
내부 캐스크 쉘(f) (Inner Cask Shell)

내부 캐스크 쉘은 사용후핵연료를 수납하는 제거 가능한 내부 캐스크의 원통형

벽체다 일반적으로 쉘은 내부 캐스크 하부 말단부 헤드 및 내부 캐스크 쉘 상부.
헤드에 용접된다 내부 캐스크 쉘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격납부의 일부이다. .
단일고장은 내부 캐스크 외부로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유발할 수 있다.
내부 캐스크 쉘 상부헤드(g) (Inner Cask Shell Upper Head)

내부 캐스크 쉘의 상부헤드는 포장물 상부 원통형 말단부에 대한 격납을 제공한다.
상부헤드는 내부 캐스크 및 내부 캐스크 뚜껑의 폐쇄를 위한 나선형 볼트홈에 대한

밀봉면을 갖거나 또는 용접을 통해 내부 캐스크에 부착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
상부헤드는 내부 캐스크 쉘에 용접된다.
누설 점검포트 플러그(h) (Leak Check Port Plug)

내부 캐스크의 누설방지 특성은 제작 후와 장입공정의 일부로 시험되낟 이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이 측정되고 두 개의 뚜껑 밀봉부 사이에서 시료가 채취된다 유사한.
시험이 내부 및 외부 밀봉 사이에 대해서 숭된다 모든 경우 밀봉간 탭 이 내부. (tap)
밀봉 외부에 설치된다 내부 밀봉은 일차적인 수준의 격납을 제공한다 누설. .
점검포트와 부수적인 밀보은 이차적인 수준의 격납보호를 제공한다 일부 캐스크의.
설꼐에서 플러그가 차폐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때때로 포트는. ,
직경이 작은 깊은 구멍 을 갖으며 방사선의 종적 분포 의(deep hole) (columnation)
원인이 되기도 한다.
뚜껑 폐쇄용 장치(i) (Lid Closure Hardw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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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뚜껑은 내부 캐스크의 몸체에 다수의 볼트로 조립된다 볼트는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캐스크 내의 격납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단일 볼트의 고장이.
통제구역 외부에 방사성물질을 방출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등품.
볼트가 설치될 경우 사고조건 동안 격납이 손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볼트는, .
단일고장을 유발하기 쉬운 등급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인양 러그 체결장치 결속장치(j) / / (Lifting Lugs/Trunnions/Grappies)

시설 내부에서 취급을 위하여 저장용 내부 캐스크에는 인양 러그 또는 이와SNF
동등한 부속물이 적용될 수 있다 인양 러그의 고장은 격납기능의 손상 또는 임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건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시설의 다른 부분 또한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 만일 내부 캐스크가 이송장치 내부에 위치한다면 직접 방사선에 의한.
영향은 사고조건에 허용되는 수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시설 내에서 핵연료의.
이송을 위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인양설비가 필요하다.
인양 러그 체결장치 볼트(k) / (Lifting Lug/Trunnion Bolts)

인양 러그 또는 기타 이와 동등한 부속물을 내부 캐스크에 부착하기 위하여 볼트가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볼트는 러그와 동등한 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중성자 흡수체(l) (Neutron Absorbers)

중성자 흡수체는 많은 건식저장시설에서 임계도를 제어하기 위하여 이용된다SNF .
다른 시스템에서는 주조가 가능한 흡수체가 이용될 수 있다 흡수체 재질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임계도를 제어하기 위해 요구된다.

압력 완화장치(m) (Pressure Relief Device)
압력 완화장치는 내부 캐스크 격납경계의 내부압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용된다 압력.
완화장치는 파열디스크 또는 압력 완화밸브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압력 환화장치는.
정상 및 사고조건 하에서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배기 및 배수포트 플러그와 압력 완화장치 밀봉(n) (Vent and Drain Port Plug and

Pressure Relief Device Seals)
일반적으로 밀봉은 개별 배기 및 배수포트 플러그와 압력 완화장치에 대해 요구된다.
이러한 밀봉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내부 캐스크 내의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배기포트 플러그(o) (Vent Port Plug)

많은 내부 캐스크에는 배기포트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포트는 물이 채워지는 동안.
기체를 내부 캐스크 내부 또는 외부로 이동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기체가 동반하는.
오염 방사성 기체 또는 내부 캐스크 내용물에 의해 발생되는 기체를 제어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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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포트를 통해 기체를 퍼지할 수 있다 어떤 내부 캐스크 설계에서는 내부.
기체를 제거하거나 뚜껑을 설치하기 위해 기체의 치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플러그는.
정상 및 사고조건 하에서 격납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등급 항목2) B
접근통제 출입구 인양러그(a) (Access Door Lifting Lugs)

접근통제용 출입구 인양러그는 뚜껑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이용된다 러그의.
고장은 시설 작업자에 심각한 방사선 피폭을 유발할 수 있다.
콘크리트 기초 및 지붕 슬라브(b) (Concrete Base Unit and Roof Slab)

콘크리트 기초 및 지붕 슬라브는 저장시스템의 물리적인 지지기능을 제공한다.
콘크리트 기초에는 벽 바닥 및 마감부가 포함되며 지붕 슬라브는 저장용, , SNF
캐스크를 수납하는 천장이 포함된다 차폐기능은 구조물의 종합적인 기능 또는 다른.
기기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구조물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시스템의 배치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접근볼트(c) (Concrete Structure Aceess Bolts)

볼트는 차폐된 콘크리트 구조물 접근통제 출입구를 폐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볼트는 이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감마서 차폐체(d) (Gamma Shielding)

감마선 차폐체는 저장시 외부 방사선량을 수준으로 저감하기 위해 필요하다.
콘크리트는 이러한 형태의 저장시스템에서 차폐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 리이다.ㅈ

차폐의 존재와 유효성은 제작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시험되어야 할 항목이다.
일반적으로 차폐체는 차폐 이외의 다른 기능은 수행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자체만으로 이러한 기능을 충족한다.
내부 캐스크 지지구조물(e) (Inner Cask Support Structure)

내부 캐스크 지지구조물은 정상 및 사고조건에서 내부 캐스크에 대한 지지기능을

제공한다 이러한 구조물의 손상은 격납기능 또는 임계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내부 캐스크 상부 차폐플러그(f) (Inner Cask Tip Shield Plug)

내부 캐스크 상부 차폐플러그는 내부 캐스크를 저장용 캐스크에 장입한 후 차폐된

접근통제 출입구를 적치하기 전에 운전원의 방사성 피폭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플러그는 저장시 추가적인 차폐기능을 제공한다. .
중성자 차폐체(g) (Neutron Sh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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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시스템 외부의 중성자선량을 저감하기 위해 차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충분히 두꺼운 콘크리트는 중성자차폐 목적의 달성을 위해 충분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차폐된 접근통제 출입구(h) (Shielded Access Door)

차폐된 접근통제 출입구는 콘크리트 저장시트메의 물리적인 폐쇄기능과 내부

캐스트의 차폐기능을 제공한다 접근 통제 출입구는 콘크리트 구조물 접근 볼트에.
의해 정해진 위치에 지지되며 부착된 인양 러그에 의해 취급된다 내부 캐스크가.
격납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접근통제 출입구는 밀봉될 필요가 없다 접근통제, .
출입구는 저장기간 동안 운전원에 대한 차폐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위치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이송용 캐스크(i) (Transfer Cask)

이송용 캐스크는 지원 시설과 저장판 콘크리트 지지패드 사이에서 장입되고 밀봉된( )
내부 캐스크를 이동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송캐스크는 감마선 차폐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중성자 차폐체를 포함할 수도 있다 이송캐스크는 장입용 말단부 덮개와 인양.
미 취급용 장치를 구비하게 되며 수평 또는 수직방식으로 운전될 수 있다 내부, .
캐스크는 격납을 제공하므로 이송용 캐스크는 밀봉될 필요가 없다, .

등급 항목3) C
캐스크 장치(a) (Cask Hardware)

종종 볼트와 너트가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핀 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Pin) ,
인양 부속장치가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여유도 측면의

특성으로 지킴장치 가 사용된다 작은 볼트와 너트 쐐기형 핀 멈춤쇠 핀 및(Keeper) . , ,
잠김줄이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부품의 설치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
볼트와 지킴장치를 캐스크에 부착하기 위해 종종 밧줄이 사용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지킴장치와 밧줄은 직접적인 안정성 측면의 중요도는 없으며,
이들 장치가 부재할 경우 격납의 손상 임계도 제어의 실패 또는 차폐능력의 감소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크리트 지지판(b) (Concrete Suport Pad)

콘크리트 지지판은 콘크리트 차폐 저장시스템의 안정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지지판은 캐스크를 적치하기 위한 지표면 고도와 상대적으로.
균일한 표면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정상 및 사고조건의 모든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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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슬라브 인양대(c) (Roof Slab Lifting Eyes)
콘크리트 구조물 지붕 슬라브 인양대는 구조물의 건설기간 동안 콘크리트 슬라브를

이동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액연료 저장기간 동안 이러한 인양대는 안전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
보안 잠금장치 및 밀봉(d) (Security Lockwire and Seals)

저장시스템의 보안 잠금장치 및 밀봉은 캐스크에 장입된 내용물이 침입되지

않았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이러한 기능은 보안 측면의 현안이며 안정성.
측면의 현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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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기준3 .

콘크리트 안전기준 개요3.1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방식에 대한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기

위한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기존의 혹은 새로운.
방식의 습식 및 건식저장 시스템의 수명을 연장 년 하고 이에 대한 성능(40-50 ) ,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수명연장은 안전요구치에 대한.
재 점검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기존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에 대한 문제를 아직 국제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저장된 의 양이 증가할 수록. SNF(Spent Nuclear Fuel)
저장 매체의 안전성 증대 및 장기저장 기술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분야의 일정한 지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는 관련 주제에 대한IAEA

일렬의 안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사용후 핵연료의 장기저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해 각 국가들에게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의 책이 가. IAEA
발간한 안전보고서 시리즈이다.
Safety Guide : Design of Spent Fuel Storage Facilites[2.3]•

Safety Gudie : Operation of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2.4]•

Safety Practice : Safety Assessment for Spent Fuel Storage Facilities[2.5]•

부가적으로 는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및 관리 그리고 저장구조물 운영경험 및IAEA
관련연구결과에 대해 다양한 기술보고서 를 발간하였다(TECDOC) .

의 저장은 핵연료 집합체를 회수 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에SNF
적절한 환경적 열적 화학적 그리고 물리적인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관하는 것을, ,
의미한다 안전한 중간저장의 목적은 저장 구조물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설계수명.
기간 동안 추가 열화현상 없이 연료를 회수가능한 방식으로 보관하는 것이다 그간.

의 안전보고서에서 사용후 핵연료 저장에 관한 기본적인 안전관련 주제는 다음과IAEA
같다.
임계 이하상태 의 유지(Subcriticality)•

잔류 열 의 제거(residual heat)•

방사선 안전 에 대한 보호조치(radiation protection)•

저장시설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격납기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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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 이하상태의 유지1)
이는 의 취급 이송 그리고 저장시스템이 임계안전율을 고려하여 모든SNF ,

가동조건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장기간 동안의.
임계이하의 유지는 저장랙 바스켓 혹은 캐니스트의 설계특성에 의해(storage rack),
확보될 수 있다.
잔류 열 의 제거2) (residual heat)
이는 저장 시스템을 으로부터의 열제거를 위해 충분한 여유분을 가지도록SNF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붕괴열 제거 시스템은 건식저장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연 대류 열방출 혹은 습식 건식( (natural convection), (thermal radiation)) /
저장시스템에 대해 능동적인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 강제 대류( (forced convection)).
시스템의 설계는 정상 및 비정상 그리고 사고 조건하에서 설계 열 제한치(thermal

내에서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루어진다limit) .
방사선 안전 에 대한 보호조치3) (radiation protection)
이는 의 취급 이송 그리고 저장시스템은 일반인을 포함한 운전원 및 환경에SNF

대한 방사선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 저장기간 동안 생물학적. SNF
차폐 는 저장 풀과 건식저장 시스템의 설계특징으로 확보될 수(biological shielding)
있다 취급 및 이송시스템의 설계특징은 취급 및 이송기간 동안 의 생물학적. SNF
차폐를 가능하게 해준다.
저장시설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격납기능 유지4)　
이는 사용후연료 시스템은 에 대한 일차적인 차폐기능을 가지도록 설계될 뿐만SNF

아니라 방사성물질의 잠재적인 환경노출에 대비하여 이차적인 차폐기능을 보유한다.
일차적인 차폐는 일반적으로 손상 및 열화방지를 위한 연료 피복재를 일컬으며 이는,
저장조 격납및 저장환경 연료취급장치 및 붕괴열 제거시스템에 의해 보호된다 이러한.
안전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영 및 운전절차가 개발되어야 한다 적절히.
잘 운영되고 관리된다면 의 중간저장 시스템은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SNF .

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스템의 설계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들의 구조적NRC
안전성에 대한 허용기준을 개별적으로 정의하거나 또는 일괄적인 단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특히 콘크리트의 경우 사용후핵연료를.
감싸고 있는 최외각 구조물로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온도나 방사선 규체치에 대해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만 개론적인 수준의 를 제시하고 있다general requir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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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콘크리트 캐스크의 온도제한에 관련해서는 각각 개발된 시스템의 보고서에SAR
일부 언급이 되었을 뿐 공개된 보고서에는 관련 자료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
이 장에서는 콘크리트 온도 및 방사선 관리기준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의 구체적인,
적용사례에 대해 기술하였다 아래에 건식저장 시설의 일반적인 방사선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을 나타내었다.

(1) 10CFR 72.104: Criteria for radioactive materials in effluents and direct
radiation from an ISFSI or MRS.
건식저장 시설의 정상가동 운전조건 하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통제구역 밖에,
위치하는 일반인들에게 허용되는 연간 피폭선량은 전신선량으로 0.25 mSv (25 mrem),
갑상선 선량 기타 장기선량0.75 mSv (75 mrem), (critical organ) 0.25 mSv (25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직업적 피폭은 가능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급적mrem) .
방사성물질로부터 피폭을 최소화하고 나 운영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폭을ISFSI MRS
방지하여야 한다.(ALARA)
라돈과 붕괴 자핵종을 제외한 방사성 물질의 계획된 환경배출(1) ,

또는 의 운영에 따른 직접 방사선(2) ISFSI MRS ,
해당 지역의 기타 우라늄 핵연료주기 운전에 따른 방사선에 의해 유발되는(3)
통제구역 외부에 위치한 실제 개인의 연간 선량당량(controlled Area)

(2) 10CFR 72.106: Controlled area of an ISFSI or MRS.
나 의의 경우 통제구역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며 설계기준 사고에 의해ISFSI MRS ,

가장 근접한 통제구역 경계 또는 외부에 위치한 모든 개인의 전신피폭 선량당량(total
및 모든 장기선량은 을 초과하지 않아야effective dose equivalent) 0.05 Sv (5 rem)

한다 또한 몸 속 깊은 장기나 기관의 경우 그리고 눈의 수정체의. 0.5 Sv (50 rem),
경우 피부와 같은 조직의 경우는 을 초과하지0.15 Sv (15 rem), 0.5 Sv (50 rem)
않아야 한다 한편 사용후핵연료취급 및 저장시설로부터 가장 근접한 통제구역.
경계까지의 최소 거리는 가 확보되어야 한다100m .
차폐의 설계는 가각의 개인 및 통제구역 인근에서의 방사선량 제한치를 규정한

와 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방사선차폐의 목적은 주요10CFR72.104 10CFR72.106 .
위치에서의 방사선량률을 가능하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ALARA; As Low As

통제구역에서의 선량율을 와Reasonably Achievable), 10CFR72.104 10CFR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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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수준으로 맞추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저장의 관점에서 볼 때 위치는 구역으로. , 3
나뉠 수 있으며 다음과 같다.
캐스크 바로 인근(1) (immediate vicinity of the cask)
제한구역(2) (restricted area boundary)
통제구역(3) (controlled area boundary)

습식저장 관련 안전기준3.2
사용후 핵연료의 습식저장에 따른 구조재료 및 구성요소의 거동 및 열화 메카니즘에

대해 기술하였다 또한 작업 운영요원 및 일반인과 환경에의 방사선적 노출위험에 대해.
설명하였다[3.1].

온도기준3.2.1
의 온도1) Fuel cladding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기간 동안 연료 피복관에 대한 주요 제한인자는 피복관 온도이

다 적정한 피복관 온도의 설정은 방사화된 재질의 피복관에 추가적인 크립이나. Zr
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한한다 단시 사고나 연료 이송 및 이동embrittlement . (transfer)

에 대한 제한치는 적정한 안전 여유도가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온도 한(transport) .
계는 연료 냉각기간이 증가할수록 혹은 이 증가할수록 으로 인( burnup ) creep cavitation
해 더 제한적이게 된다.

수조의 수온2) Pool
정상 및 비정상 그리고 사고시에 대한 풀 수온의 적합한 온도한계 연료 피복(pool)

관 온도가 안전율 한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풀에서의 냉각수에 대한 온도제한치.
는 평균 해수면에 대한 고도 및 기압 그리고 외부 환경과의 압력차 등을 고려하여 설

정하여야 한다 전력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일반냉각 시스템을 갖춘 시스템 조건에서.
풀의 최대 온도는 이하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적어도 운전기간의60 .℃

이상이 온도 제한치는 이하이어야 한다95% 43 [3.1-3].℃

저장시설은 수온제한치가 더 낮았고 정상가동 조건에서AFR(Away From Reactor) ,
를 넘지 말아야 한다 풀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또 다른 이유40 [3.2].℃

는 결함이 있는 핵연료로부터 방사성물질이 누출되는 현상을 저감하고 박테리아타 미

생물의 성장을 가능한 억제할 수 있으며 저장지역의 습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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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의 온도제한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냉각시스템은 열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SNF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한 예로 어떠한 조건에서도 핵연료의 상부로부터 물 수위.
가 최소 이상은 확보되어야 한다3m .

구조물 및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온도 제한치3)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및 시스템 그리고 구성요소에 대한 온도제한은 모든 가동조건

하에서 구조물의 거동이 적절하게 운전되어야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풀 콘크리.
트 벽체 등과 같은 다른 구조물들에 대한 적합한 온도설정은 각 재료들의 특성과 중요

도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구조물과 구성요소들에 대한 온도한계는 적절한 산업표준.
코드에서 정의되고 있다(Building Code Requirement for Reinforced Concrete
ANSI/ACI 318-1983, Specification for Structureal Concrete for Buildings ANSI/ACI

재료에 대한 제한온도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30-1984). .
재료의 구조적인 강도가 영향을 받는 온도 및 그러한 결과를 야기하는데 걸리는․
시간

차폐와 구조적인 건전성 그리고 임계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온도

정상 및 비정상 그리고 사고시 도달될 수 있는 온도․
제한온도 설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안전 여유도 부여정도․
온도와 환경의 잠재적인 혼합 와의 현저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borated water )․
저장된 핵연료 자체에 대한 적합한 온도는 구조재료의 열적거동에 대한 온도한계를

제공한다.
구조물 및 구조재료3.2.2

구조 및 배치1)
저장 풀과 격납건물은 심각한 물의 누수없이 정상 운전조건 및 사고 시에도 가동되

도록 설계된다 누수현상에 대한 탐지 및 누수된 물의 수집 및 배수와 관련된 시설이.
설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냉각수 보중시스템은 사이폰 효과 에 의해 물이. (siphon effect)
배수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방사선 보호를 위해 일정 수위 이상에 설치

되어야 한다 냉각수 보충시스템은 운전기간 동안 풀 수조의 최대 배수 속도 보다 더.
크게 물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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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풀 구성요소 및 재료2)
풀의 구성요소 및 재료의 선택은 저장되는 연료타입과 저장가격 그리고 최종 풀 해

체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모든 저장풀은 스테인리스 라이닝이 처리가. AR(At Reactor)
되었다 저장풀은 에폭시가 처리되었고 풀의 경우 에폭시와 페. CANDU AR , Magnox
인트가 사용되었다 의 경우 풀을 제외한 모든 풀. AFR(Away From Reactor) UK AFR
에서 스테인리스 스틸이 라이닝되어 있다[6].
에폭시 처리가 된 콘크리트 풀의 경우 에폭시의 열화를 고려하여 에폭시 누적 방사,

선량을 제한하고 있다 에폭시 열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 페인트가 개발되어.
영국에서 적용된 바 있다 연구용 원자로의 저장 풀은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시트로[7].
라이닝되어 있다 이는 알루미늄 연료피복관과 저장 풀 라이너와의 높은 화학적 적합.
성을 확보하고 탈이온화된 물 에서의 부식저항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deionised water) .
저장 랙 및 바스켓3)
저장 랙이나 바스켓의 재료는 주로 이나 중성자 흡수물질borated stainless steel

혹은 이 혼합된 이 사용된다 연구용 원자로(Boral, Boraflex Cadminox) stainless steel .
의 저장 랙은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으며 이는 연료 피복관과 저장 랙 사이의,

을 줄이기 위해서이다galvanic potential .

방사선 안전3.2.3
방사선 안전1) (Radiation protection)
사용후 핵연료 저장 풀의 근본적인 기능은 저장수에 의해 신뢰성 높은 방사선 차폐

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적절한 차폐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장수조의 수위에 대.
해 규정을 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부유에 의한 방사선량 제한을 위해 저장 수조는.
물 정화시스템 혹은 보충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 및 필

러링 시스템 그리고 감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장치는 공기중 방사.
성물질의 농도를 제한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작업자 및 일반인들에게 방사성노출의 위험

을 줄일 수 있다 규제 요구치를 충족하기 위해 방사선 안전 및 감시 그리고 주요 역.
할과 임무 측정항목 등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운전기,
간 동안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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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피폭2) (Occupational doses)
사용후 핵연료 저장풀의 기본적인 안전기능은 방사선 안전원칙을 지키면서 방사선,

에 대한 피폭선량은 국제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풀의 운여은 작업자에게 큰 피폭요인이 되지 않고 있따 한 예로 년에. , 1986
서부터 년까지 에서의 직업적 피폭양은 에서 의1996 CLAB 0.05 man.Sv/a 0.14 man.Sv/a
분포를 보였으며 작업양에 영향을 받았다 에서 처리된 평균 의 사용후핵, . CLAB 250 t/a
연료를 고려할 때 직업적 피폭량은 약 에서 이었다, 0.005 0.014 man.Sv/GWa [3.4].

건식저장 관련 안전기준3.3
저장구조물의 수명을 년 혹은 그 이상을 고려할 때 건식시설에서 자연냉각20-25 ,

방식의 도입은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아닐 수 없다 건식저장에 대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건식저장 시스템은 앞으로 점점 보편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
시장에는 허가된 상용 캐스크가 몇 종류가 있으며 관련 기술에 대한 시설설계 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은 시설에 대한 건설 재료 크기 사용후 핵연료 형태 및 저장. , ,
컨테이너의 저장방식 수평 수직 과 연료의 취급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저장 이송 및( , ) . ,
처분이 가능한 다목적 캐스크에 대한 몇몇 국가들에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또한[10].
캐스크의 저장위치 지상 혹은 지하 에 따라서도 저장시설의 규격이 다르게 된다( ) .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명확히 선호되는 건식저장 방식이 없지만 캐스크에 사용후,
랙연료의 건식저장은 차후의 필요에 따라 이송을 할 수 있으며 벤더로부터 캐스크를

임대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탄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의 연료피복재 는 를 이미 잘 알려진(spent fuel cladding) SNF

기하학적인 저장구조물에 보관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요한 구성요소이다.
건식저장 기간 동안에 연료의 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차후 핵연료의 회수 및

취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방사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기준은 내부 가스압 조건 하에서의 피복재 크립 과 응력 부식으로(creep)
인한 균열 혹은 피복재의 산화에(stress corrosion cracking) delayed hydride cracking,
의한 피복재의 부식 그리고 결함이 있는 연료의 경우 UO2의 산화로 인한 피복재

결함의 전파 등과 같은 다양한 현상에 기초하여 도출되었다.
건식저장 기간 동안 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 및 비정상 혹은,

사고조건 하에서 캐스크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인허가 시

고려되어야 한다 구조적인 안전성 열 및 재료적인 관점에서 차폐구성요소의 적절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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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이하 상태의 유지 격납 경계영역의 적절성, .
온도기준3.3.1

온도제한1) Fuel cladding
건식저장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및 다른 압력조건 그리고 그에 따른 연료

피복재에 대한 등으로 인해 연료피복재는 시간 경과에 따른 영구 크립변hoop stress
형을 하게 된다 이것이 핵연료 피복재가 일정량의 안전율 여유를 포함하여 임계온도.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단기간의 사고나 연료의 이송 하는 및 운반. (tr sfer)

을 위한 특정한 온도 제한치가 연료 피복재에 대해 추가적인 열적 응력(transportation)
을 피하기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르코늄 재질의 연료피복재에 대한 최대 온도는 이다(Zr) 350 410℃∼ ℃

온도 및 붕괴열 또한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크립에 대한 문제는 건식 저장 초기[7].
몇 년에 제한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연료에 대한 인하가 기준 온도는. LWR 330℃∼

이다 한편 연료의 경우는 인허가 기준온도가 까지 이다 고연소410 . CANDU 160 [7].℃ ℃

도 연료의 저장의 경우 고연소에 의한 더 높은 온도가 추가적인 피복재 열화요인으로

을 야기하지 않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gross cladding rupture .

캐스크 구조물에 대한 온도 제한2)
금속 및 콘크리트 캐스크 구조물에 대한 온도 제한치의 설정이유는 일정온도 이상에

재료의 강도가 변하게 되며 해로운 열응력 그리고 인장응력을 캐스크 벽체에 초래하여

추가적인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에 열화거동 크립 피로 균. ( , (fatique),
열성장 및 부식 또한 높은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낮은 온도 또한) .
많음 금속 재료에 취성파괴와 탄성계수의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캐스크의 표면 온도를 모든 가동 조건에서 최대 및 최소 온도 이내에 유.
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시설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도제한 설정과 관련하여.
문헌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일부 인허가 규제조건에서는 콘크리트 벽의 최대 온도가 를 넘어서는 안(a) 110℃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캐스크 벽체를 통한 최대 온도변화가 콘크리트,
균열방지를 위해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이상의 온도에서60 [3.5]. 500℃ ℃

금속의 인장강도가 크게 감소하지만 금속 캐스크의 경우 최대 표면온도를TN-40
로 규정하고 있다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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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온도조건에 장기간 노출된 콘크리트의 결과는 몸체 자체에 수분이 손실되며(b)
이는 곧 압축강도의 감소와 탄성계수 그리고 크리저항 전도도 및 확산계수 등의,
특성에 변화를 유발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열화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임계온도는 이며 온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열화현상을95 ,℃

더 증가시킨다 또한 갑작스런 온도상승이나 열적 싸이클 는. (thermal cycle)
콘크리트의 열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3.6].

온도의 상승은 콘크리트의 함수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환경적 또는 방사선(c) .
흡수에 따른 콘크리트 내부의 방사선 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 또한

콘크리트의 함수량을 감소시킨다 중성자 방사선 콘크리트 차단벽의 경우.
는 를 초과하는 온도에 노출되면 안되며 보통 또는 중량Jager[3.7, 3.8] 93℃

콘크리트 방사선 차단벽의 수분손실을 방지하량을 감서는 온도 방사선 흡수와,
열응력 등의 조건은 아래에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중성자 방사선 차단벽의 경우∙

최대 내부온도- 88℃
최대 대기온도- 71℃

감마 방사선 차단벽의 경우∙

최대 내부 온도- 177℃
최대 대기온도- 149℃

구조물 및 구조재료3.3.2
캐스크 싸일로 그리고 볼트 타입의 캐스크는 저장시스템을 임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도록 구조적인 안전성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캐스크나 사일로 저장지역의.
기초는 캐스크 자체 무게와 핵연료 취급 장비들의 총 무게를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있어야 한다 핵연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구조적인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스켓이나 캐니스터의 기계구조물은 열 역학적 응력 부식 수소침입/ , , (hydrogen attack)
그리고 운반 및 사고시의 추가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캐스크나 싸일로는 외부와 차단된 폐쇄 시스템 식으로 구성되고 추후(closure system)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볼트 타입 역시 저장 캐니스터와.
튜브의 안전을 위해 폐쇄 시스템이 선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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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기준3.3.3
방사선 안전1) (Radiation protection)
캐스크 및 싸일로 그리고 볼트 타입의 캐스크 설계는 핵연료가 적재되었을 때 외부

방사선 준위가 기준치 이내에 들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를 캐스크에 넣고 꺼낼 때.
방사선적 노출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용 장비와 방법이 이용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격납벽 이중구조의 뚜껑 및 밀봉 은 설계시 반( )

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캐스크와 일체화를 이루도록 유지해야 한다 볼트타입의 시설.
은 예기치 않은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누설을 대비하여 환기 및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

어야 한다 또한 핵연료의 격납 및 사고시를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계.
시 고려되어 안전한 저장시스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방사선량 제한2)
콘크리트에 대한 방사화의 영향은 크게 두가지 메카니즘이 작용한다 하나는 방사화.

로 인한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재료적 특성이 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메카니즘은.
재료의 결합을 끊을 수 있고 재료의 취성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두 번째 가능한 작용.
은 방사화 에너지 영향으로 인한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현상을 서로 명확히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인된 콘크리.
트 방사선량 제한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의 보고서에(a) ANSI(Americal National Standard Insitutue) ANSI/ANS-6.4-1985
따르면 입사 에너지 플럭스 가, (incident energy fluxes) 1010 이하일MeV/ .sec㎠

경우에는 핵반응으로 인한 가열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콘크리트가.
1019 보다 더 큰 방사선량에 노출된다면 혹은neutron/ 10㎠ 10 를 초과하는rad
감마선량에 노출된다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3.6].
등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하여 일부 콘크리트는 중성자 조사선량이(b) Hilsdort

5×1019ncm-2이하에 노출되더라도 강도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종류의

콘크리트에서는 5×1019ncm-2 보다 더 작은 강도의 중성자플루언스에 노출되더라도
강도저하가 발생하지만 평균적으로 중성자플루언스 1019ncm-2을 초과하면 콘크리트
강도 감소는 확연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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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사선과 고온에 가열되지 않은 시료와(c) Alexander[3.9] 1010 의 감마선에rad
노출시킨 시료와의 강도변화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강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011 을 초과하는 감마선에 시료를 노출시키면 시료의rad
압축강도감소비는 약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25 60% .～

는 감마선과 콘크리트 인장강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d) Gray[3.10]
2 4×10～ 10 의 감마선에 노출된 시료와 에 대한 인장강도실험을rad control sample
수행하였으며 결과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1019ncm-2
중성자플루언스를 초과하는 방사선하에 시료를 노출시키면 인장강도는 감소하며

이 감소율은 압축강도의 감소율보다 더욱 크다.
방사선 원자로의 방사선 차단용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한 영국시방서 를(e) [3.11]
검토해 보면 콘크리트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중성자 방사선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양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0.5×1018ncm-2 중성자 플루언스 이하는 특별히 방사선적 손상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에 대한 미국. Concrete reactor vessles and containments
코드 에서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에 대한 방사선 한계를[3.12] 10×1020 또는ntv(
ncm-2 는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는 방사선 허용치를 넘어서면 콘크리트에는 방사선 피해가(g) Hungerfor[3.13]
발생하며 그 기준으로 고속중성자는 1019ncm-2 감마선인 경우는, 1012 정도라고rad
하였다.
방사선 차단과 관련된 기술요약서에서는 방사선 열에 의한 콘크리트의(h) [3.14]
손상이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상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그

이유는 방사선 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위한 선속밀도는 직접적인 방사선 손상

원인을 발생하기 위한 선속밀도보다 다소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12ncm-2s-1의
선속밀도는 몇시간 내에 온도증가 발생의 원인이 발생한 온도증가는 콘크리트의

온도경사로 인하여 초과하는 열응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012ncm-2s-1의
선솔밀도에 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는 온도 상승이 일어나며 콘크리트의 경우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온도경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는 초과

열응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에 변하지 않는 선속밀도. 1012ncm-2s-1가
1021ncm-2 플루언스가 되기 위해서는 약 년정도가 필요하며 이것은 콘크리트의s 30
역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는. incident neutron flux density
5×1019ncm-2s-1로 제한되어야하며 에서는1MEV gamma ray 4×1010gamma photons
cm-2s-1로 제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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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캐스크 안전기준 적용사례3.4
콘크리트 캐스트의 안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기 위하여 HOLTEC

에 의해 개발된 시스템의 안전기준을 분석하였다International HI-STORM 100 .
는 다양한 종류의 사용후 핵연료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HI-STORM 100 ,

오버팩은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고 최외각은 콘크리트의 열화현상 및 균열 방지를

위해 금속으로 피복되어 있는 방식 이다(a hybrid type of concrete and steel) .
저장용 오버팩은 금속재 저장 및 수송용 오버팩 대신에 를HI-STORM 100 SNF

소내에 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저장 오버팩은. HI-STORM 100
구조적인 보호기능과 중성자 및 감마선 차폐기능 그리고 냉각기능(ventilation

을 제공한다 구조물을 구성하는 주요기기는 탄소강으로 제작되었으며passage) .
차폐기능은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확보하고 있다 저장 오버팩은. HOLTEC HI-STAR

의 피동적인 냉각이 가능하도록 대류에 의한 배기 기능을 확보하고 있다100 MPC .
오버팩은 원통형 금속재 두꺼운 금속재 받침판 및 볼트가 장착된 뚜껑outer shel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장 오버팩의 몸체를 인양할 수 있도록 개의 제거 가능한. 4
체결장치가 저장 오버팩 상부에 부착되어 있다 운반용 오버팩은 핵연료가 장입된.

를 에서 저장용 오버팩으로 이송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하지만MPC SFP . HI-STAR
이 의 운반 및 저장요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에 반하여100 SNF ,

은 핵연료의 저장목적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HI-STORM 100
점이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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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HI-STORM 100 Overpack with MPC partially in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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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단면도3.2 HI-STORM 100 Overpack

그림 3.3 HI-STORM 100 Overpack with MPC-32 cross sectional view as
modelled in MC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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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중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상에 적용된HI-STORM 100 OVERPACK SAR
인허가 기준에 대해 아래의 표 과 에 나타내었다3.1 3.2 .

표 보통 콘크리트의 성능요구치3.1 [3.16]
Item Applicable Limit or Reference

Density in overpack body(Minmimum) 146 lb/ft3

Density in lid and pedestal 146 lb/ft3v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3,300psi(min.)

Compressive and Bearing Stress Limit Per ACI318-95

Cement Type and Mill Test Report Type ; Section 3.2 (ASTMC 150)Ⅱ

Aggregate Type Section 3.3.1-3.3.3, ASTM C33

Nominal Maximum Aggregate Size 1-1/2(inch)

Water Quality Per Section 3.4

Material Testing Per Section 3.1.1 and 3.1.3

Admixtures Per Section 3.6.1, 3.6.2, 3.6.5

Maximum Water to Cement Ratio 0.5

Maximum Water Soluble Chloride Ion Cl

in Concrete
1.00 percent by weight of cement

Concrete Quality
Per Section 4.1, 4.2 and 4.6 of ACI

349

Mixing and Placing Per Chapter 5 of ACI 349

Consolidation
Per Section 5.1, 5.2, 7.1 of ACI

309-87

Qualtiy Assurance
Per Holtec Quality Assurance

Manual, 10CFR Part 72

Through-Thickness Section Average

Temperature Limit Under Long Term

Conditions

300°F(149 )℃

Through-Thickness Section Average

Temperature Limit Under Short Term

Conditions

350°F(177 )℃

Aggregate Maximum Value of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tangent in the

range of 70°F(21 ) to 100°F(38 )℃ ℃

6E-06 inch/inch/°F

(NUREG-1536, 3.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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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시스템의 설계 온도3.2 HI-STORM 100 [3.17]

HI-STORM 100

Component

Long Term, Normal

Condition Design

Temperature Limits

(Long-Term Events)( )℉

Off-Normal and Accident

Condition Temperature

Limits

(Short-Term Event)( )℉

MPC shell 500 (260 )℃ 775 (413 )℃

MPC 725 (385 )℃ 950 (510 )℃

MPC 800 (427 )℃ 950 (510 )℃

MPC 550 (288 )℃ 775 (413 )℃

MPC 400 (204 )℃ 775 (413 )℃

MPC 400 (204 )℃ 775 (413 )℃

MPC 725 (385 )℃ 950 (510 )℃

HI-TRACT 400 (204 )℃ 600 (316 )℃

HI-TRACT 350 (177 )℃ 700 (371 )℃

HI-TRACT 400 (204 )℃ 700 (371 )℃

HI-TRACT 400 (204 )℃ 700 (371 )℃

HI-TRACT 350 (177 )℃ N/A

HI-TRACT 350 (177 )℃ 700 (371 )℃

HI-TRACT 350 (177 )℃ 700 (371 )℃

HI-TRACT 300 (149 )℃ 350 (177 )℃

HI-TRACT 307 (153 )℃ N/A

HI-TRACT 350 (177 )℃ 600 (316 )℃

Remainder of HI-TRAC 350 (177 )℃ 700 (371 )℃

Fuel Cladding 752 (400 )℃

752(400 ) or 1058(57℃

0 )(Short term operation)℃

1058(570 )(Off-normal and℃

Accident Conditions)

Overpack outer shell 350 (177 )℃ 600 (316 )℃

Overpack concrete 300 (149 )℃ 350 (177 )℃

Overpack inner shell 350 (177 )℃ 400 (204 )℃

Overpack Lid Top and
Bottom plate 450 (232 )℃ 550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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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적 안전성3.4.1 (Thermal Evaluation)
원자력 안전관련 철근콘크리트 구조물(Nuclear safety-related reinforced concrete

의 정상 및 장기 운전조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온도 제한조건을 따른다structure) .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온도는 전체적으로 를 넘지 말아야 하며 일부 국부적인65 ,℃

영역에서 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한편 사고시나 단기간 동안의 고온 노출도93 .℃

를 넘어서지 않도록 유지를 해야 하며 배관파열로 인한 증기누설 등 일부 구간에177 ,℃

한해 까지 허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노출된 후 구조물을 재사용하기343 .℃

위해서는 구조물을 가동하기 전에 이의 건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온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될 경우에는 관련 온도에 대한 콘크리트 거동 실험자료가 확보된,
상태에 강도저감량을 확인함으로써 사용가능하다 그리고 실험자료들은 고온환경에.
노출된 콘크리트가 추가적인 열화거동을 보이지 않음을 평가할 수 있도록 증거물로

보관을 해두어야 한다[3.18].
하지만 이와 같은 온도 제한치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특정.

타입의 콘크리트에 대한 경험상 더 높은 온도조건에의 노출도 현저한 압축강도의

저감현상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관찰된 결과는 시멘트와 골재 그리고.
배합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되고 좀 더 높은 온도에 대한 적합한 콘크리트,
실험데이타가 부족함으로 코드해석 상에는 배제를 한다 콘크리트의 온도가 상승시.
인장강도와 탄성계수의 값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보다 일반적으로 저하되는 양이

크다 따라서 인장강도와 탄성계수를 이용한 구조해석의 경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여기서 제시된 온도제한은 공기 중 온도나 혹은 콘크리트.
내부 그리고 배관 등의 표면온도를 말하지 않으며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온도 제한값을,
나타낸다 일부 제한구역 등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온도측정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전달 해석 등 합당한 외삽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할 필요가(extrapolation)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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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Specification of confinement boundary designs[23]

방사선 차폐성능3.4.2 (Shielding Evaluation)
제안된 의 설계에는 및 의 요건을 만족하기에 충분한DCSS 10CFR72.104 10CFR72.106

방사선 차폐 및 격납특성이 제공되어야 한다 건식저장 시설의 정상가동 운전조건.
하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통제구역 밖에 위치하는 일반인들에게 허용되는 연간,
피폭선량은 전신선량으로 갑상선 선량0.25 mSv (25 mrem), 0.75 mSv (75 mrem),
기타 장기선량 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직업적(critical organ) 0.25 mSv (25 mrem) .
피폭은 가능하면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급적 방사성물질로부터 피폭을 최소화하고

나ISFSI(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MRS(Monitored Retrievable
운영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폭을 방지하여야 한다Storage) .(ALARA)

나ISFSI(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MRS(Monitored Retrievable
의의 경우 통제구역이 반드시 설정되어야 하며 설계기준 사고에 의해 가장Storage) ,

근접한 통제구역 경계 또는 외부에 위치한 모든 개인의 전신피폭 선량당량(total
및 모든 장기선량은 을 초과하지 않아야effective dose equivalent) 0.05 Sv (5 rem)

한다 또한 몸 속 깊은 장기나 기관의 경우 그리고 눈의 수정체의. 0.5 Sv (50 rem),
경우 피부와 같은 조직의 경우는 을 초과하지0.15 Sv (15 rem), 0.5 Sv (50 rem)
않아야 한다 한편 사용후핵연료취급 및 저장시설로부터 가장 근접한 통제구역.
경계까지의 최소 거리는 가 확보되어야 한다100m .

Design Condition Design Pressure(psig) Design Temp.( )℉

Normal 100

MPC Lid: 550

MPC Shell: 500

MPC Baseplate: 400

Off-Normal 110

MPC Lid: 775

MPC Shell: 775

MPC Baseplate: 775

Accident 200

MPC Lid: 775

MPC Shell: 775

MPC Baseplate: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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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방사선 경계부지 내의 선량제한치3.4 [23]
Boundary of Controlled Area(m) minimum 100

Normal and Off-Normal Conditions:

-Whole Body(mrem/yr) 25

-Thyroid(mrem/yr) 75

-Any Other Critical Organ(mrem/yr) 25

Design Basis Accident:

-TEDE(rem) 5

-DDE+CDE to any indivisual organ or

tissue(other than lens of the eye)(rem)
50

-Lens dose equivalent(rem) 15

-Shallow dose equivalent to skin or any

extremity(rem)
50

는 캐스크 시스템에 대하여 하나의 방사선적 안전규체치를 규정하고10 CFR 72
있지는 않다 다만 통제구역에서의 허용값과 직업적 피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한. .
예로 시스템의 경우 최대 허용방사선량을 표면에서 로HI-STORM 100 135 mrem/hr
제한하고 있으며 내부 차폐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유입부와 유출부 환기구, (inlet and

에 대해서는 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캐스크 의outlet vent) 135 mrem/hr . overpack
상부에서 평균적인 방사선량 제한치는 이하가 되게 유지하도록60 mrem/hr
설정하였다.

콘크리트 열화관련 방사선 및 온도영향 기술동향3.5
콘크리트의 열화 중 방사선 및 온도에 의한 영향에 대해 원전구조물의 관점에서 그

동안 수행된 연구결과에 대해 문헌을 분석하였다 이에는 에 의해. D.L. Fillmore(2004)
수행된 문헌분석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기술동향에 대해 기술하였다[3.19].
원전구조물의 건설에 있어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두 가지 주요목적은 콘크리트의

구조적인 강도와 방사선차폐 성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콘크리트는 수 백년간.
견딜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되고 있지만 한편 물리적 혹은 화학적 해로운 환경 하에

노출되었을 때 매우 빠르게 열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콘크리트 타입.
건식저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년간의 설계수명 동안 일정 환경 하에서 열화현상을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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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게 된다 이러한 조건에는 동결융해 열 균열 산화환경 염해 황산염해 탄산화. , , , , , , ,
그리고 방사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열화조건은 일반적으로calcium leaching .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콘크리트의 방사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에서 년에 활발하게(radiation) 1944 1956

진행되었고 관련 문헌이 발간되었다 관련 문헌의 데이터는 두가지 타입의, .
실험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하나는 콘크리트 샘플을 방사화시켜 특성을 파악하는,
실험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원자로 구조물 중 이미 상당기간 방사화된 콘크리트,
시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 이후에도 상당량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아직까지. ,
콘크리트의 방사화 특성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단일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더욱이 사용후핵연료 콘크리트 시설의 방사화 거동에 대해.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몇몇 연구기관에서 콘크리트의 장기거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으로 인식하고

콘크리트의 사용수명을 예측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왔다 이같은 기관에는. US
NRC(Nclear Regulartory Commission), IAEA(Internation Atomic Energy Association)
그리고 이 포함될 수 있다 전력중앙연구소ACI(Americal Concrete Institute) . ;

는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stitute) INEEL(Idaho
에 콘크리트의 온도 및 방사화Nationa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Loborator)

효과에 대해 기존의 문헌분석 및 관련자료를 조사한 바 있다 이에 은 관련. INEEL
문헌목록을 정리하고 중요 결과 및 한계점 등을 정리한 바 있다.

기존의 연구현황3.5.1
장기적인 습윤조건 하에 놓인 콘크리트의 장기 열화거동은 주로 물리화학적․

상호작용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성요소들의 해리 로 인한 미세구조의 파괴(dissolution)
및 미세균열의 확장으로 진전한다 콘크리트의 물리적 손상은 유해물질의 콘크리트.
내부로의 이송현상을 가속시킴으로써 화학적인 열화를 촉진시키게 된다 콘크리트의.
열화요인에는 상당히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며 보이는 콘크리트 손상에 대해 단일,
열화요인을 적용한다든지 혹은 각각의 열화영향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이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보고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콘크리트의 방사화로 인한 손상이. ,
방사화 자체에 의한 영향인지 혹은 방사화로 인한 온도상승으로 인한 결과인지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년 이후로 콘크리트 열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 문헌이 많이 발간되기2000 ,

시작하였다 이들 중 명몇은 실험적인 연구를 하였고 일부는 콘크리트의 사용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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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모델의 대부분은.
미세영역 에서의 거동특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들이며 이 중 어느(micro-scale process) ,
논문에서도 건식저장에 사용될 콘크리트의 방사화 영향에 대해 기술한 적은 없는

실정이다.
물리적인 과정3.5.2

고온1) (High temperature)
높은 온도조건에 장기간 노출된 콘크리트의 대한 실험결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상승된 온도고건과 이에 노출된 시간에 비례하여 일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다 이 같은 온도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에 영향을 미치며 콘크리트 표면 근처의 함수. ,
량은 압력유발 흐름 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pressure-induced flow) [3.20].
내화콘크리트의 가열은 수분의 제거로 인하여 다양한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변화를

유발한다 약 의 온도조건에 노출되면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감소한다 기존의 일. 540 .℃

반적인 콘크리트의 경우 장기간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콘크리트 압축강도 탄성계수, , ,
크립저항 전도도 확산계수 그리고 수축 팽(creep resistance), (conductivity), (diffusivity) /
창 특성에 변화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열화현상 발(shrinkage/expansion) .
생 임계온도는 로 알려져 있다95 [3.21].℃

일부 연구에서는 방사화가 콘크리트의 온도를 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250℃
였으며 이정도의 온도는 방사화 효과를 제외하고라도 콘크리트 자체에 상당량의 손상,
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은 인장강도에 더 큰 손상을 유[3.22].
발한다 콘크리트의 온도가 에서 로 증가할 경우 이는 콘크리트 인장강도를. 20 100℃ ℃

약 정도 감소시키는 경향을 나타낸다50% .
균열2) (Cracking)

원자로의 사용수명 연장과 관련하여 매우 곤혹스러운 일 중의 하나가 콘크리트 몸체

에 생긴 균일이다 균열은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게 되며 모든 보고된 열화. ,
효과 중 약 가 균열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몇몇 연구논문에서 균열 및 균열75% [3.23].
성장 온도효과 그리고 콘크리트의 응력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3.24-25].
또한 이들 논문의 대부분은 온도 및 응력의 함수로 모델 내에서 사용된 상수값을 제시

하고 있다 년에는 격자타입의 콘크리트 균열모델이 보고된 바 있다 이. 2002 3-D [3.26].
모델은 실제 물리적 실험에서 관찰된 결과보다 더 정확히 현상을 모사할 수 있었다.
콘크리트에서의 균열은 콘크리트 차폐성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균열의 원인[3.27].
을 떠나서 일단 균열이 콘크리트 내에 발생하면 수리전도도가 현저히 증가하게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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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해 외부물질이 콘크리트 내로 침투하는 현상을 촉진함으로써 열화현상이 가속

화되게 된다.
방사화3) (Radiation)

방사화에 의해 콘크리트는 두가지 형태로 손상을 입게 된다 하나는 콘크리트 재료.
가 방사화에 의해 재료적 특성이 변화는 것이다 이러한 손상은 재료 내에서의 결합의.
깨짐 이나 재료의 취성화 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breaking of bonding) (embrittlement) .
방사화 에너지의 흡수로 인한 콘크리트의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다 또한 방사화는 물의.
해리를 통해 콘크리트 내에서 탈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콘크리트 열화.
가 발생하였을 때 이 두 가지 메카니즘을 서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다, .
기존의 문헌에 따른 일반적으로 방사화에 의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감소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의 그림 참조( ).

그림 중성자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정규 압축강도 변화3.4 (Fcu/Fcuo)[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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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중성자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정규 인장강도 변화3.5 (Fcu/Fcuo)[3.15]

그림 감마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정규 압축 및 인장강도 변화3.6 (Fcu/Fcuo)[3.15]
방사선 출력 이(radiation flux) 2x1019 그리고 온도가 까지의 조건nvt(thermal) 120℃

하에서는 콘크리트에 방사화로 인한 손상이 콘크리트에서 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일부 콘크리트에서는 강도저감 현상이 크게 나타났다 비슷한 결과가 인장강도의, .
경우에도 나타난다 순수 감마선 조사 에 의한 비슷한 콘크리트 강도감소 경. (1,011 rad)
향을 위의 그림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사선량 한계를 정량적으로 선정하



- 45 -

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이 같은 정량화에 재료적 특성의 변화 혹은 실험재료의 상. ,
태 중성자 에너지 및 조사선량 등 매우 다양한 인자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
에 대한 영향에 대해 매우 다양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 같은 실험결과들은 잘,
못된 결론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다 기존의 문헌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3.28-29].
일부 콘크리트에 대해서 중성자 조사선량이 10∙ 19 이상일 때 콘크리트의neutron/ ,㎠

압축 및 인장강도는 감소하게 된다 콘크리트의 손상정도는 콘크리트 배합설계.
특성에 의존한다.
중상자 조사에 따른 인장강도의 감소는 압축강도의 감소 폭보다 크다.∙

중성자 조사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은 명백히 에터지 스펙트럼에 의존하게 된다.∙

중성자 조사에 대한 콘크리트 내구성은 배합비율 시멘트 종류 골재의 종류에, ,∙

의존하게 된다.
콘크리트의 역학적 성질에 감마선 조사의 영향은 좀 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방사화로 인한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으로 유발된 콘크리트의 열화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
방사화된 콘크리트의 열팽창 계수와 전도도는 동일 온도에 노출된 비방사화∙

콘크리트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중성자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중성자 조사선량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콘크리트의 크립은 낮은 방사선량에 의해서는 별 영향을 받지 않으며 높은 준위에,∙

대해서는 크립현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콘크리트에서 대해서 중성자 조사선량이 10∙ 19 이상일 때 콘크리트neutron/ ,㎠

자체의 부피가 현저히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방사화에 대한 저항성은 골재의 방사화에 대한 저항성에∙

비례하여 크게 된다.
방사화는 온도상승으로 인한 수분손실로 인해 콘크리트에 균열을 유발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고유 방사선 차폐특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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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용 원자로 부지 내의 핵연료 저장 수로에서의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실INEEL
험결과에서 순환수 내(circulating water) 211 의 감마선량에서 콘크리트는 약R/hr 50%
의 강도감소가 나타났으며 표면히 상당부분 열화가 진행되었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0].
반면에 의 흑연로 차폐재에 대한 콘크리Oak Ridge National Lab. (graphite reactor)

트 물성평가에선 약 년간의 실험 기간 동안 특별한 화학적 변화나 콘크리트 밀도 변8
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차폐재 일부 경계면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약.

로 감소되는 구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40% [3.31].
이를 바탕으로 평가할 때 방사화로 인한 손상은 상대적인 온도상승으로 인한 손상,

보다 작다는 느낌이 든다 의. ANSI(Americal National Standard Insitutue)
보고서에 따르면 입사 에너지 플럭스 가ANSI/ANS-6.4-1985 , (incident energy fluxes)

1010 이하일 경우에는 핵반응으로 인한 가열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MeV/ .sec㎠

다 또한 콘크리트가. 1019 보다 더 큰 방사선량에 노출된다면 혹은neutron/ 10㎠ 10 rad
를 초과하는 감마선량에 노출된다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든다탄성계수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3.32].
가장 많은 방사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평가되는 원자로 차폐용 압력용기의 콘크리

트는 상업용 사용수명을 년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콘크리트의 최대 흡수선량이 감마60 ,
선에 대해 109 이었으며 이는 임계선량 보다 낮은 값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형적인Gy .
가압용 원자로의 콘크리트에 대한 고속중성자 흡수선량은 거의 임계선량(fast neutron)
에 근접함을 알 수 있다 고속중성자의 운동에너지는 빠르게 소산되므로 임계값을 넘.
을 수 있는 콘크리트 영역은 포면으로부터 이내이다 이같이 얇은 층에서의 방사20 .㎝

화로 인한 열화는 전체 콘크리트 구조물의 두께를 고려할 때 콘크리트의 역학적 거동,
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표면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3.33].

화학적인 과정3.5.3
1) Chloride
염소이온의 콘크리트 침투는 그동안 대표적인 화학적인 열화요인으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은 콘크리트의 내구성.
을 결정하는 가장 단수순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해양 환경 하에서 철근콘크리트의 열.
화는 주로 염소이온 침투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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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rbonation
탄산화는 철근에 일정한 부식조건을 유발하고 이는 콘크리트 부재 내의 균열생성을

가속화함으로써 구조물의 수명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는 철근 표면의 부동태.
피막을 파괴함으로써 를 낮추어 철근이 부식이 발생하도록 유발하며 이는 결국 부pH ,
피팽창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 균열을 유발한다 탄산화는 일반적으로 건조한.
상태에서 빠르게 발생하는데 이는 습윤한 조건에서는 물이 콘크리트 내의 공극을 차,
단함으로써 이산화탄소의 투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의 탄산화는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흡수를 낮추고 염소이온의 콘크리트 내부확산을 감소하며 그리고 황산염, ,
침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5].
콘크리트의 위 같은 화학적 침식요인들에 대한 흡수경향이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

는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콘크리트의 탄산화로 기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이같은 현상. .
을 모사하기 위해 몇몇 수학적 모델들이 개발된 바 있다.
3) Calcium-Leaching
시멘트 내부에서 칼슘이온의 유출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기 화학적열화 시나리오에

서 심각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속에서 칼슘이온의 유출속도는 매우 낮다 하지만. .ㅁㄹ

와 같은 유해환경 하에서는 그 과정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콘크리트ammonium nitrate .
구조물로부터 공극수에 유출된 칼슘농도는 평형방정식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 이 유.
출과정은 비역과정으로써 콘크리트의 강성을 감소시키고 강도를 저감시켜 콘크리트의,
역학적 거동에 변화를 유발한다 또한 콘크리트 재료의 투수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사용수명 예측4)
콘크리트의 열화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구조물에 대한 사용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최

근 년 동안 몇몇 모델들이 개발되었다 모델에는 구조재료와 주변 환경과의10 [3.35-36].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에서의 탄산화에 대한 모델.
링은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체계적이고 강력한 유한요소법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이다 이때 균열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한가지 제안된 모델로. .

는 균열을 포함한 콘크리트의 기하학적인 모형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CONDUR
이다[3.37].

년에 조직된 은 원자로와 관련된 잠재적인 구1988 SAP(Structural Aging Program)
조물의 열화과정을 규명하고 평가하하며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는 원자로에 대한 열화현상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3.38]. NR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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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에 알려진 다양한 사고사례를 포함하여 GALL(Nuclear Power Plant Generic Aging
보고서를 발간하였다Lessons Learned)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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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사화에 의한 열의 발생4 .

방사선과 물질과의 반응으로 인해 흡수 및 감쇠 가 발생하며(absorption) (attenuation)
이는 물질 내에서의 열의 발생을 초래한다 열의 발생은 차폐체 내에서의 가파른 온도.
구배를 유발하여 높은 응력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높은.
온도는 차폐체의 물리적 역학적 기능저하를 초래하기도 한다 흡수 또는 감쇠된, .
방사선의 대부분은 차폐체 내에서 열로 변환된다 발생열의 산정은 광자 와. (photon)
중성자 의 감쇠 및 흡수량 계산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 본 장에서는 방사선과(neutron) . ‘
물질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방사선 노출이 콘크리트의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장은 의 연구결과를. M.F.Kaplan[4.1]
중심으로 콘크리트의 거동에 대해 기술하였다.

광자 에 의한 열발생4.1 (photon)
차폐체 내에서 광자의 감쇠로 인한 열 발생량 산정은 광자 감쇠량 산정방법과

비슷하다 둘 다 광자 에너지의 전이와 흡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광자나 혹은. .
감마선에 의한 열발생량 산정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광자,
방사 로 인한 공간 상의 점위치 에서의 열 발생률은 다음과 같은(radiation) (a point)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4.1)

여기서 는 공간상의 위치 에서의 열발생율을 의미하며H(r) r (W ㎝-3 는 광자), E
에너지 는 에너지 에서의(MeV), (E, r) E photon flux spectrum(Φ ㎝-2s-1MeV-1), μa(E,
는 혹은r) energy deposition coefficient macroscopic cross-section(㎝-1 는), c
변환계수(=1.6×10-13 W s MeV-1 를 의미한다) .
광자에 의한 열발생량은 주로 광자에 의한 전자로 전이된 운동에너지(kinetic

로 인해 발생한다 컴프턴 산란의 경우 광자는 전자에 의해 산란된다 산란된energy) . , .
광자는 일반적으로 입사 광자에 비해 훨씬 낮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광전효과에 의해 흡수되게 된다 전자쌍 생성 또한 광자의 흡수효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
반응들은 에너지 전이로 인한 열을 발생하시키며 열흡수계수, (energy absorption

는 차폐체 내에서 총 광자에너지가 열로 전환된 율을 측정하는 상수이다coefficient) .
차폐체 내에서 감마 포톤에 의한 계략적인 열 발생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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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 식은 위의 식 과 비슷하다, (4.1) .

≅×
 (4.2)

여기서 H0 는 위치에서의(x) x heating rate(W ㎝-3 이며) , μen은 에너지가 Er인 감마선
대한 선형 에너지 흡수 계수 는- (linear energy-abosorption coefficient), (E) gamma rayΦ

flux density(photon ㎝-2s-1 그리고), Er은 감마선의 에너지 이다 두꺼운 차폐체(MeV) .
내에 저장된 총 감마선 에너지 단순히 를 고려함으로써 계산될 수incident flux density
있다. 감마선에 대해서 단위면적당 개략적인 열발생량은  ×  으로
계산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incident flux density(photonΦ ㎝-3s-1 는 광자의 평균) E
에너지 이다(MeV) .

중성자 에 의한 열발생4.2 (neutron)
차폐체 내에서 중성자와 물질과의 주요 상호반응은 탄성산란 비탄성산란 그리고, ,

중성자 포획이다 비탄성산란과 중성자 포획은 감마선의 발생을 야기한다 중성자. .
포획의 경우 알파나 양성자 입자가 방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응을 일컬어,

반응 이라고 한다charged-particle- out(c-p-o) (n, ), (n, p) .α

이와같은 중성자 반응과정은 열의 발생을 초래하며 이는 와direct class indirect
로 나뉜다 에서는 열이 주요 반응위치에 열이 저장 되며class . Direct class , indirect
의 경우에는 주요 반응 위치로부터 일정 거리가 떨어진 위치에 열이 저장 된다class .

탄성산란과 반응은 에 포함되고 반면에 중성자 포획은c-p-o direct class indirect
에 포함된다 한 예로 이 반응으로 인해 생성되는 감마선 방출의 경우 열이 주요class .

반응위치로 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위치에 열이 저장되고 흡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중성자 포획과정에서 원자핵에 부여된 운동에너지 는 매우 작으며 열을(kinetic energy)
계산하는 과정에서 종종 무시된다.
중성자의 탄성산란 비탄성산란 시 원자핵의 되튐현상에 의한 직접적인 열발생,

그리고 하전입자 방출에 의한 열발생량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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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H0 는 위치에서의(x) x heating rate(W ㎝-3 이며) , Σc 는 에너지 의(E) E
중성자에 대한 macroscopic capture cross-section(㎝-1 는), (x) neutron fluxΦ

density(neutron ㎝-2s-1), EB는 포획반응을 위한 결합 에너지 대부분의 반응에서(MeV;
약 이다8MeV) .
중성자에 대해 단위 면적당 대략적인 열발생량 산정은

≅×
  으로 될 수 있으며 여기서 는, incident neutronΦ

flux density(neutron ㎝-2s-1 는 중성자와 관련된 평균운동 에너지와 중성자), E(MeV)
포획과 관련된 평균 결합에너지의 합이다 약 의 평균 값은 콘크리트에 대한. 10MeV E
입사 중성자에 해당되는 에너지이다 중성자의 탄성산란과 비탄성산란에 의한 열발생은.
중성자 포획 과정에서 발생되는 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폐물질에 있어서 중성자에 의한 열발생량이 감마선에 의한 열발생량 보다 적다.

차폐체 내의 온도분포4.3
조준된 감마 포톤에 노출되었을 때 차폐 슬래브 내에서의 온도분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4.4)

여기서 는 콘크리트의 열전도도k (W ㎝-1℃-1 온도분포 는 거리 는 광자의), T ( ), x ( ), E℃ ㎝

에너지(MeV), I0는 flux density(photons ㎝-2s-1 는 감쇠거리), (relaxation length)( ), qλ ㎝ 0는
열 혹은 에너지 flux density(MeV ㎝-2s-1 이다 온도분포는 식 를 적분함으로써 계산할) . 4.4
수 있다.
차폐체 내에서 일정거리 떨어진 지점에서의 온도상승에 대한 계략적인 식은 다음과(x)
같다.

∆




 (4.5)

는 거리 에서의 온도상승이고T x( ) , HΔ ㎝ 0는 heating rate(W ㎝-3 는), λ

감쇠거리 감마선의 경우 중성자의 경우( )( =1/ , =1/㎝ μ ΣR 는 감마선의 선형흡수), μ
계수(㎝-1), ΣR는 고속중성자의 제거단면 는 차폐체의(removal cross-section), k
열전도도(W ㎝-1℃-1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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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온도상승은 H0λ2 즉 가 에 비해서 매우 클 때이고/k x , eλ -x/λ가 이 된다 거리0 .
에서의 온도경사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될 수 있다x .









 (4.6)

온도경사는 일 때 즉 차폐체 표면에서 최대가 된다x=0 , .

방사선 가열에 의한 차폐체 내 열응력4.4
슬래브 차폐체는 상대적으로 크고 서로 평행한 판으로 이루어진 차폐벽을 의미한다.

차폐체 거리 에서의 열응력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x (x) .σ

 

 (4.7)

σ0는 방사열에 의한 차폐 슬라브에서의 평균 응력이고 는 열팽창 선형계수 는, , Eα

차폐체의 탄성계수 는 식 에 의한 지점에서의 온도상승 는 차폐체의, T(x) 4.5 x ,Δ γ

포아송 비이다 방사열에 의한 차폐 슬래브에서의 평균응력. (σ0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8)

P0는 가열전 차폐 슬래브에서의 평균응력 는 차폐표면에서의, H0 initial heating rate,
는 차폐체의 감쇠거리 는 차폐체의 열전도도( ), k (Wλ ㎝ ㎝-1℃-1 은 차폐슬래브의), L
두께이며 압축 및 인장응력은 양과 음의 기호로 각각 구분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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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사선 차폐재로서의 콘크리트 재료5 .

방사선 차폐의 주목적은 표면의 방사선 에너지를 원하는 에너지 레벨로 낮추기

위함에 있다 그래서 원자력 감쇠와 관련되어 있는 성질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방사선 차폐물질을 선택함에 있어 방사선 감쇠와 관련되어 있는. ,
성질들 외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역학적인 다른 요소들에 대한 검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재료들이 일정 두께 이상이 되면 방사선에너지를 원하는 레벨로 낮출 수

있으나 경제적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과도한 두께의 사용을 요구하는 그런 재료들의, ․
사용은 부적절하다 반면에 어떠한 재료들의 경우 얇은 두께에도 방사선에너지를.
원하는 레벨로 낮출 수 있지만 다른 이유가 문제가 돼서 그 사용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같은 영구 차폐 건축물의 경우 그.
자체로 구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나 납은 그 기능을 실행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높은,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물은 중성자 차폐에기능이 매우 뛰어난.
반면 물 컨테이너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 ,
유지비용이 매우 높게 드는 편이다 그 외에도 차폐 물질을 선정하는데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열적 물성 방사화 효과에 대한 저항성 건설의 용이성 등이, ,
있다.
콘크리트는 매우 훌륭한 차폐 물질로서 원자력 발전소 분자 가속기 연구용 원자로, , ,

실험실의 소형 방사성 물질 처리용 차폐실 그리고 여러 의료 기관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콘크리트는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있고 취급하기 용이하며 복잡한. , ,
모양으로 성형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여러 가볍고 무거운 요소들이 결합되어진.
상태라서 광자와 중성자의 감쇠를 위해 적합한 물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 요소들의.
배합이나 밀도 등에 변화를 주면 그 차폐 특성들이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콘크리트는 또한 훌륭한 구조적 물성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 같은 대형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에 있어 적합하고 유지비용 또한 낮다고 할 수 있다 콘크리트는, .
열전도율이 낮아 높은 온도와 열응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차폐 물질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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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재 시멘트의 종류5.1
포틀랜드 시멘트 고 알루미나 시멘트 등 다양한 타입의, (high alumina cement)

시멘트가 방사성 차폐 물질로써 사용되고 있다.
포틀랜드 시멘트5.1.1

방사선 차폐 물질로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주로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하여

제작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주로 칼슘질의 물질들로 구성되는데 이 물질들로는. ,
석회석 초크 그리고 점토나 셰일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 실리카와 알루미나 등을 언급,
할 수 있다 이 물질들은 잘 배합된 후 약 의 온도에서 클링커 형태로 연소시킨. 1400°C
후 석고를 추가하여 응고시간을 조절하면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 진다 포틀랜드, .
시멘트의 주 합성물로는 Tricalcium silicate (3CaO.SiO2), Dicalcium silicate
(2CaO.SiO2), Tricalcium aluminate (3CaO.Al2O3 그리고) Tetracalcium aluminoferrite
(4CaO.Al2O3.Fe2O3 등이 있다 물이 존재할 경우 포틀랜드 시멘트는) (Lea, 1970).
수화물을 합성한다 시멘트 페이스트의 배합이 끝나면 수화 반응이 지속되면서.
페이스트는 서서히 응고된다 수화 반응은 아래와 같은 반응으로 표현할 수 있다. .

   →   

   →   

   → 

여기서 는 는, C CaO, S SiO2 는, A AlO2O3 그리고 는H H2 의 약어이다O .
응고된 페이스트는 여러 복합물의 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시멘트 겔이라고,

부른다 겔은 겔 입자와 라고 불리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간극으로 이루어져. gel pore
있다 여러 복합물들과 합성되지 않았고 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잉여수는. gel pore

에 포함되어 있다 의 넓이는 주로 에서 단위capillary pore . Gel pore 15 20 ångström
사이에 분포하고 는 그보다 훨씬 크다 응고되거나 수화된 페이스트 내에, capillary pore .
있는 물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수화물과 결합된 상태①

에 포함된 상태gel pore②

에 포함된 상태capillary pore③

각각 상태마다 물의 결합력은 차이를 보인다 에 포함되어져 있는 물의. capillary 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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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자유수라 할 수 있는 반면에 수화물에 있는 물은 수화물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에 있는 물은 그 중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Gel pore .
상태의 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어서,
편의상 수화된 시멘트에 있는 물은 증발성의 물과 비증발성의 물로 구분된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밀도는 보통 사이로 분포하며 수화된 페이스트는 약3.0 3.2 g/∼ ㎤

정도의 밀도를 지닌다 응고된 페이스트의 함수량은 온도와 종속관계에 있고2.0 g/ . ,㎤

보통 상온에서 수화된 시멘트의 정도의 질량비로 분포된다 이는 약13 16% . 0.3 g/∼ ㎤

정도 된다 응고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함수량은 수소가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로 인해 열이 발생한다 앞서. .
말했듯이 콘크리트는 낮은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사성 차폐와 같이 많은, ,
콘크리트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큰 온도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온도구배 및 열응력은 콘크리트 차폐체를 건설하는데 있어 철저히 고려되어야

한다 포틀랜드 시멘트는 여러 타입으로 존재하며 그들의 화학적 조성에 따라 그 역학적.
물성들 또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에 따른 명칭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ASTM Type I : ,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조강 포틀랜드시멘트 저열Type II : , Type III : , Type IV :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시멘트로 나뉜다 각각 분류에 따른 시멘트의Type V : .
특성들과 물성들은 여러 다른 연구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고 알루미나 시멘트5.1.2 (high alumina)
고 알루미나 시멘트는 수화된 알루미나를 포함하고 있는 보크사이트 석회석 그리고,

초크 등으로 구성 된다 이 시멘트는 전체 질량의 정도가(Neville, 1975). 3 8%∼

알루미나로 이루어져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와는 달리 전체 질량의 정도가37 41%∼

알루미나로 더 높게 이루어져 있다 반면 산화칼슘의 비율은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고 알루미나 시멘트의 경우 로 더 낮다60 67%, 36 40% .∼ ∼

고 알루미나 시멘트의 경우 수화에 필요한 물의 양은 포틀랜드 시멘트의 그것보다

배로 높다 수화된 고 알루미나 시멘트의 경우 밀도가 정도이고 수화되지 않은. 2.2 g/ ,㎤

고 알루미나 시멘트의 경우 밀도는 정도이다 온도가 이하일 때 수화가3.3 g/ . 30°C㎤

일어날 경우 수화된 시멘트의 함수량은 로 비교적 높게 나온다 이로 인해 이0.7 g/ .㎤

시멘트로 만든 콘크리트는 중성자 차폐 기능면에서 훌륭해진다 높은 온도에서.
수화반응은 함수량의 감소 약 로 이어진다 고 알루미나 시멘트는 강도 발현이( 0.5 g/ ) .㎤

높게 일어나나 수화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높은 열이 발생한다 이는 큰 문제를 야기, .
시킬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차폐체와 같은 구조물을 건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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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루미나 시멘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높은 온도 하에서 가 다른calcium aluminate
형태로 변환되어 강도의 감소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일련의 실험을 통해 가 인. W/C 0.3
고 알루미나 시멘트의 경우 에서 일 때의 강도의 정도 밖에 구현되지50°C 18°C 34%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고 알루미나 시멘트는 임시 작업이나 수리작업[5.1].
같은 곳에만 사용된다.

특수 시멘트5.1.3
특수시멘트를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재료로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의 양을 높여서 중성자 차폐에 필수적인 수소를 공급 받기

위해서다.
수화된 시멘트는 콘크리트 차폐체에 필수적인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의 양은 최종

콘크리트 혼합물에서 정도를 차지해야 한다 수화된0.5% [5.2]. OPC (Ordinary Portland
에서 결합된 물의 양은 이보다 적고 완전 건조된 의 경우 정도Cement) , OPC 0.2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합된 물외에도 다른 곳으로 부터의 수소 공급이[5.3].
필요하다 그러나 시멘트는 보통 콘크리트에서 정도의 질량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15% .
그래서 특수 시멘트의 경우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수소량은 일반,
시멘트와 별로 차이 나지 않는다.

석고 알루미나 시멘트5.1.4 - (Gypsum-Alumina)
구 소비에트 연방에서 사용되었던 이 시멘트는 정도가 알루미나 슬래그 나머지70% ,
는 자연적인 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멘트는 화학적으로30 % dihydrate gypsum .

결합된 물의 비율이 한 달 가량의 수화 기간을 지난 후 전체 질량에 비해 약 28 %,
또한 일년 가량의 수화 기간을 거치면 전체 질량의 약 정도가 된다 의 경우32% . OPC

고 알루미나 시멘트의 경우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15 20 %, 25 30% [5.4].∼ ∼

시멘트의 밀도는 약 이고 함수량은 약 밀 이다 이 시멘트는1.9 2.0 g/ , 0. 0.7 g/ .∼ ㎤ ㎤

매우 빨리 응고 되며 첫 번째 수화가 일어나면서 응고 될 때 부피가 증가한다 하지만, .
그 이후에 수화가 일어나면 부피는 감소한다 이 시멘트를 사용할 시 강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 온도에서는 붕괴 위험성까지 있는 것으로, 160 200°C∼

조사되었다.
마그네슘 산염화물 시멘트5.1.5 (Magnesium Oxychloride)

마그네슘 산염화물은 산화마그네슘과 염화마그네슘의 용액 사이의 반응의 결과물로

발생한다 수화를 거치면 의 밀도를 가지게 되고 높은 수소 함유량 덕분에. 1.9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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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차폐 콘크리트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상온에서는 함수량이. 0.8 0.9 g/∼ ㎤

정도이고 이는 보다 약 두 세배 더 큰 수치이다 그러나 에서는 그 수치가, OPC . 100°C
반으로 줄어든다 이 시멘트는 철근을 빨리 부식시키고 그로 인해 원자로 같은 곳에는. ,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기에 의한 풍화작용을 유발한다. .

기타 특수 시멘트5.1.6
마그네시아 시멘트 인산염 시멘트 산소산 시멘트 등 수화 반응 후의 수소량이 큰, ,

다른 특수 시멘트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이런 특수.
시멘트의 경우 균열이 발생하는 등 다른 이런 시멘트 중 견고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경우 포틀랜드 시멘트가 그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
콘크리트 차폐체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나타났다 다른 특수 시멘트의 경우.
경제적인 면이나 구조적인 면 모두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차폐재 골재5.2
골재는 콘크리트 배합시 전체 부피의 최소 정도를 차지하는 재료로써 그75 %

물성에 따라 배합된 콘크리트의 특성 또한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보통 방사선 차폐에.
쓰이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보통 크기 무게이지만 몇몇 경우에서는 그 감쇠/ ,
특성이나 콘크리트의 두께를 줄이기 위해 다른 크기나 무게의 골재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반 골재5.2.1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로는 모래 자갈 아니면 근처에서 구할 수 있는,

가루 지어진 형태의 입자들을 사용하곤 한다 그것들은 주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석회질. ,
규토질 광물로써 비중이 약 사이에 분포한다 이러한 골재들과 로, 2.5 2.7 . OPC∼

만들어진 콘크리트의 밀도는 주로 에서 에 분포한다 암석 종류에 따른2.2 2.4 g/ .㎤

자연 골재들은 과 같이 분류되어 있고BS (British standards) 812: Part 1 , ASTM
규격으로는 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C 294 .

특수 골재5.2.2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자연적인 것이거나 합성된 것이다.

자연적인 골재는 나 와 같이 비중이 에서barytes, magnetite, ilmenite haematite 4.0
까지 육박하는 중광석으로 주로 광자를 감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된다4.8 , .

중성자의 감쇠를 위해서는 와 와 같은 수화한bauxite, serpentine, goethite lim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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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들과 칼슘 붕산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붕소 첨가제를 사용한다 합성 골재는.
콘크리트의 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된다 혹은 금속. Ferrophosphorus, ferrosilicaon
물질들은 비중이 사이에 분포하는 물질들로써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에6 8∼
적합하다 이러한 특수 골재는 다른 일반 골재보다 부드럽고 부서지기 쉬운 물질들로.
알려져 있어서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체를 사용하거나 해서 제작된다.

골재 규격5.2.3
일반 골재1)
일반 골재는 에 따르면British Standard 812: Part 1 basalt, flint, granite, gritstone,

와 등과 같은 암석 종류들로 구분될 수 있다hornfels, limestone, porphyry quartzite .
평균적으로 이러한 일반 골재의 비중은 약 에서 사이에 놓여 있다 콘크리트에2.5 2.8 .
사용되는 일반 골재의 모양 표면 조직 강도 입도 밀도 그리고 유독한 물질의 유무, , , ,
등과 같은 물리적 역학적 그리고 화학적인 물성들은 여러 다른 연구들을 통해 이미,
규명되었다 일반 골재를 사용하여 방사선 차폐에 사용될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다.
음과 같은 국제 규격과 시험 방법을 사용하여 골재를 분류해야 한다.

BS 882, 1201: Part2 - Aggregates from Natural Sources for Concreteㆍ

BS 812 - Method for Sampling and Testing of Mineral Aggregates, Sands andㆍ

Fillers
ASTM C33 - Specification for Concrete Aggregates.ㆍ

콘크리트 골재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의 일부분과BS 812 , ASTM
그리고 등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한다C40, C88, C127, C128, C131, C227, C289 C535 .

방사선 차폐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방사선에 노출되어도 영향을 적게 받는 것

이어야 한다 그리고 등과 같은 미량원소를. Vanadium, chromium, manganese cobalt
포함한 골재의 경우 방사선에 노출되어 오염되기 쉽다 이런 골재는 그런 미량원소를.
줄여서 사용하거나 사용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포틀랜드 시멘트 내에 있는 알칼.
리성 물질과 반응하기 쉬운 물질들을 포함한 골재의 사용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 골재2)
일반 골재 분류를 위한 규격을 보통 특수 골재에도 사용할 수 있다 콘크리ASTM .

트와 콘크리트 골재 위원회인 는 이라는 소위원회를 둠으로써ASTM C-9 C09. 02. 08
기존의 방사선 차폐 콘크리트 골재에 관한 규격을 재조명하고 기존의 규격들A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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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 골재 외에도 무거운 골재에도 적용됨을 알아냈다 또한 두 개의 새로운 규격.
을 개발하였다 이는. ASTM C637: Standard Specification for Aggregates for

와Radiation-Shielding Concrete ASTM C638: Descriptive Nomenclature of
이다Constituents of Aggregates for Radiation-Shielding Concre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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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사선차폐 콘크리트의 배합 및 물리 역학적 특성6 . ㆍ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방사선 차폐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감마선과 선을. X
차단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밀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중량골재를.
사용함으로써 밀도를 높일 수 있고 밀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 차폐체의 두께는 더욱

감소시킬 수 있다 중성자 조사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콘크리트 차폐체의 배합비는 좀.
더 복잡하다 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수소와 같은 낮은 원자량을 가진 재료들은.
중성자를 감소시킨다 과 같은 재료들은 이차 감마선의 생성 없이 열중성자를. Boron
효율적으로 흡착 포획 할 수 있다 원자량이 높은 재료들 또한 중성자 포획으로부터, .
기인하는 이차 감마선을 감쇠시키는데 중요하다.
방사선 차폐체는 광자중성자 모두에 대해 차단효율이 높아야 한다 그러므로.․

무겁고 가벼운 재료들이 차폐체 내애 모두 필요하게 되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
배합비의 설계는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체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열 이외에도 내부에서 감마 중성자 방사로 인해 발생하는 열과 콘크리트의․
시멘트가 수화되면서 발생되는 열까지 모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차폐체의.
온도분포는 열전도율 비열 열확산율과 같은 콘크리트의 열적 물성에 영향을 받는다, , .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체는 또한 구조적인 기능 또한 수행한다 그러므로 압축강도. ,

탄성계수와 같은 역학적인 물성 또한 겸비하여야 한다 지속적이고 만족스러운 밀도와.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나 또한 일정한 수준consistency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장에서는 방사선 차폐에서 사용되는 일반 특수 콘크리트의. ,
물리적 역학적인 물성과 그 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

일반 콘크리트6.1
일반 콘크리트의 배합이나 물리적역학적 물성에 대한 자료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본 장에서는 방사선 차폐와 관련된 물성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한다.
배합6.1.1

일반 콘크리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로 일반 골재 그리고 물로 구성되어 있다 시멘트, .
배합비는 구성 재료들의 물성과 콘크리트로서 갖추어야 할 물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콘크리트 재료들의 배합비나 화학적 조성은 매우 다양하다 방사선 차폐용. .
콘크리트에서 이러한 배합비나 화학적 조성은 방사선 차폐기능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배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수소 함량은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물로 정량화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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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수소 함량은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밀도6.1.2
콘크리트의 차폐 효율성은 밀도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보통의 경우 일반.

콘크리트의 밀도는 정도의 밀도를 가진다2.2 2.4 g/ .∼ ㎤

열적 물성6.1.3 (thermal properties)
콘크리트의 열적 물성은 방사선 차폐 도중 유발될 수 있는 열응력을 고려하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상승된 온도는 콘크리트의 물리적역학적 물성 그리고 콘크리트의. ․
핵적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열전도도6.1.4
열전도도는 재료가 열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한 값이다 이는 열 유동률과.

온도 변화도 사이의 비율로 측정되고 일반적으로 나 의 단위로J/ms °C W/m °C․ ․ ․
나타낸다 이에 대응하는 영국식 단위는 이다 상온에서의 콘크리트의. Btu/ft h °F .․ ․
열전도도는 배합비 골재의 광물 배합 그리고 습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일반 콘크리트가 방사선 차폐에 사용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단점은 낮은

열전도도이다 그로 인해 방사선 차폐체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그로 인해 중요한 설계 문제들을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방사선 차폐용. .
콘크리트의 열전도도는 높은 것이 좋고 정확한 값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값을 파악하고 있기 위해서는 시멘트 타입과 시멘트량 비 등과 같은 물성들에 대한, w/c
측정 역시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

비열6.1.5
물질의 열적 혹은 열용량은 비열로 대변된다 이는 물질의 단위질량의 온도를, . 1°C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 혹은 에너지를 뜻한다 비열의 단위는 혹은, . SI J/kgK․
이다 영국에서 쓰는 단위는 이다 이를 단위로 변환하려면J/kg °C . Btu/lb °F . SI․ ․
을 곱하면 된다4187 .

콘크리트의 비열은 콘크리트의 습도와 깊은 관계를 가진다 이는 물이 비교적 높은.
비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골재량이나 그 광물적인 조성은 비열에 영향을.
미치고 있긴 하나 대부분의 암석의 비열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일반 골재의 비열과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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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비열은 열 확산율의 계산에 있어 큰 비중을 가진다. .
열 확산율6.1.6 (thermal diffusivity)

열확산율은 재료 내의 열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물성이다 이 물성은.
재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온도변화율을 정의하고 일시적인 조건 하에서의 온도

분포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열확산율은 바로 측정될 수 있고 또한 열전도도 비열. ,
그리고 밀도를 측정함으로써 계산될 수 있다 이 물성의 단위는 주로 로 측정된다. /s .㎡

열팽창6.1.7 (thermal expansion)
콘크리트의 열팽창은 열 변화로 인한 응력에 영향을 주므로 매우 중요한 인자이다.

콘크리트의 선형 열팽창 계수는 광물적인 조성과 골재량 그리고 가열 중의 습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 골재의 열팽창 계수는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다양한. .
광물의 종류에 따른 열팽창 계수는 표 에 정리되어 있다6.1 .

표 다양한 광물의 종류에 따른 열팽창계수6.1

건조 수축6.1.8
콘크리트 내에서 습도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피 변화도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부피 변화는 건조 수축으로 인해 발생한다 방사선 차폐를 위해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수축은 부피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해 등이 발생할 수crack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규모가 큰 이 발생할 경우 방사선 차폐. crack
효율성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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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수축은 여러 인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는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수축 성질 골재의 종류와 부피 비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크기와 모양이다, , w/c , .
문헌에 따르면 그리고 의 순서대로quartz, limestone, granite, basalt, gravel sandstone

을 골재로 사용한 콘크리트가 가장 많은 건조수축을 일으키는 것으로sandstone
나타났다 실제 콘크리트 내에서 발생하는 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조 수축을. crack
최소화해야 한다.

압축인장 강도6.1.9 ․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체는 구조적 차폐적 기능 또한 가지고 있다 차폐체는 다른.․

보강 콘크리트 요소들에 비해 비교적 두껍고 그로 인해 외부에 가해진 하중에 의해

받는 압축 응력은 비교적 작다 그래서 방사선 차폐체에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일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매우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에는 비 배합비 골재의 종류와 크기 그리고, w/c , ,
양생 조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실험시료의 모양도 압축강도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cracking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인장 강도가 높으면 이 감소한다. cracking .

탄성계수6.1.10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압축 인장강도 혹은 열응력을 구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처짐을 등을 산정하는데 이용된다 탄성계수는, .
정적 그리고 동적 방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나. British Standard 1881: Part 5

와 같은 규준들에 의해 정탄성계수를 구하기 위한 표준 시험 방법들이ASTM C469
정의되고 있고 같은 방법들은 동탄성계수를 구하기 위한 표준 시험, ASTM C215
방법이다.

와6.1.11 Workability consistency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재료 내에서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작업자의

일의 수월도 및 콘크리트 경화의 용이성으로 정의할 수 있고 는 콘크리트, consistency
믹스의 습하고 건조함을 표현하는 용어이다 워커빌리티는 경화에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콘크리트의 밀도와 강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균질성에 영향을 미게 된다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구하는 데에 있어.
슬럼프 테스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는 과 와 같이, ASTM C143 BS 1881: Part 2
나타나있다 워커빌리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배합의 함수량이다 또한. .
배합비 골재의 최대 크기 모양 시멘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온도 등에 따라 영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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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

특수 콘크리트6.2
공간 중량에 제한이 없을 경우에 방사선 차폐용으로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고 경제적인 선택이다 하지만 특수 콘크리트는 특수 목적에 적합하게 제작될 수.
있다 중성자 차폐를 위해서는 수소함유 골재 를 사용하는 것이. (hydrous aggregate)
유리하고 감마선 차폐를 위해서는 두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 보다,
밀도가 큰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목적으로 특수한 중량골재들이.
사용된다.

콘크리트6.2.1 Serpentine
은 수소함유 골재로써 높은 온도 하에서 결정수를 유지하고 있다 높은Serpentine .

함수량 때문에 중성자 차폐를 위한 콘크리트에 많이 사용되고 이 높은 함수량은 거의,
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표 은 과 콘크리트의 화학적500°C . 6.2 serpentine rock serpentine

조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표 은 이의 물리적 역학적 물성에 대해서 정리되어, 6.3 ․
있다.

표 과 콘크리트의 화학적 조성6.2 Serpentine rock serpe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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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과 콘크리트의 물리적 역학적 물성6.3 Serpentine rock serpent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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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6.2.2 Limonite
콘크리트는 골재로 가 사용된 중량 콘크리트이다Limonite limonite . Limonite

콘크리트는 중성자와 감마선 차폐에 그 강점이 있다 콘크리트에 대한. Limonate
실험들이 수행되었다 일련의 실험으로 인해 측정된 물리적 물성들은 표 에 정리되어. 6.4
있다 표 와 은 여러 가지 종류의 콘크리트의 배합비와 그 배합비로. 6.5 6.6 Limonite
인한 물리적역학적 물성들을 구한 결과이다.․

표 콘크리트의 물리적 물성6.4 Lim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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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그리고 보통 콘크리트의 배합비6.5 Limonite, magne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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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그리고 보통 콘크리트의 물리적 역학적 물성6.6 Limonite, magnetite ,

콘크리트6.2.3 Magnetite
콘크리트의 강도와 탄성계수는 콘크리트보다 약간 더 크다 그Magnetite limonite .

이유는 배합될 시에 콘크리트의 경우 더 작은 비로 배합되기 때문이다magnetite w/c .
광석 중에는 등이 있다Magnetite Itabira, Brazilian Itabira, Dielet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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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6.2.4 Haematite
광석은 광석보다 더 부서지기 쉽고 각져 있으며 벗겨지기Haematite magnetite ,

쉽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골재로 사용될 때는 광물들로 이루어진 콘크리트의. magnetite
물성과 거의 비슷한 값을 보인다 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차폐체를 위해 많은. USSR
부분 이러한 를 사용하였다 광물들 그리고 다른 일반haematite concrete . Haematite
골재를 혼합하여 배합된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표 과 같이 나타나고 그 물리적6.7 , ,
역학적 물성들은 표 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6.8 .

표 골재를 혼합하여 배합된 콘크리트의 배합비6.7 Haem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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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콘크리트의 배합비 및 물리적 역학적 물성6.8 Haemat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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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6.2.5 Ferrophosphorus
미국에서 골재는 주로부터 주로ferrophosphorus Tennessee, Alabama, Montana

생산되고 콘크리트 차폐체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 ferrosphosphorus
골재들로 배합된 콘크리트의 물리적 역학적 물성들은 표 와 같이 정리 된다, 6.9 .

표 골재들로 배합된 콘크리트의 물리적 역학적 물성6.9 Ferrosphophor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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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6.2.6 Barytes(Barite)
년 경 미국의 은 에1950 Atomic Energy Commission US Bureau of Reclamation
골재들이 사용된 콘크리트를 차폐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조사를baryte reactor

의뢰했다 이 프로젝트의 주목적은 콘크리트가 적당한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밀도가. ,
높고 강도 물리적 화학적 열적 그리고 구조적 물성들이 뒷받침 되는 것을 만드는, , ,
것이었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배합비와 물리적 역학적 물성들은 표 과. barytes , 6.10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 은 콘크리트와 콘크리트의. 6.11 Barytes Baryte-limonite
배합비와 물성을 비교한 것이다.

표 콘크리트의 배합비와 물리적 역학적 물성6.10 Bary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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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콘크리트와 콘크리트의 배합비와 물성 비교6.11 Barytes Baryte-lim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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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한 콘크리트6.2.7 Boron
과 의 혼합물은 중성자 차단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는 열적Boron boron .

중성자를 포획함으로써 발생하는 감마선이 동위원소가 존재할 시에 다소boron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광석들은 주로 광석과 혼합하여 같이. Boron barytes
골재로 사용되고 이 배합비와 물리적 역학적 물성들은 표 와 같이 정리된다, , 6.12 .

표 콘크리트의 배합비와 물리적 역학적 물성6.12 Boron-barytes ,

콘크리트6.2.8 Magnesium-oxychloride-cement
방사선 차폐에 사용되는 특수 시멘트에 대한 물성들은 장에 정리되어 있다 이러한5 .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콘크리트의 함수비를 최대한 높이 유지 하는 것이다.
함수비가 높아지면 수소와 산소량이 높아지고 이는 방사선 차폐기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많은 특수 시멘트 가운데 를. magnesium-oxychloride-cement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는 과거에 많이 연구된 바 있고 이러한 콘크리트의 배합비와,
물리적 역학적 물성은 표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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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콘크리트의 배합비와 물리적 역학적 물성6.13 Magnesium-oxychloride-c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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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콘크리트 함수량의 영향7 .

콘크리트의 방사선 차폐에 있어서는 특히 콘크리트 내의 수소 함유량이 중성자의

차폐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물은 상당량의 수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방사선 차폐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물 함유량은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수분 함유량은 중성자의 감쇠 콘크리트의 열전도율 등에 영향을 미쳐 결국 차폐체,
내에서의 온도 경사 및 열응력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 수축 밀도. ,
그리고 열팽창 등이 물의 함유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콘크리트 내의 수분함유량이 콘크리트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콘크리트의 함수량7.1
경화 콘크리트의 수분함유량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는 시멘트의 타입 골재의,

종류 배합비 양생조건 및 양생 일수 그리고 콘크리트 부재의 크기 및 온 습도와 같은, , , /
주변 환경조건 등을 들 수 있다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 내의 물은 시멘트 수화에.
의한 화학적 결합수 겔 공극수(chemically bound water), (water in the gel pores)
그리고 모세관 공극수 로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water in the capillary pores) ,
다른 정도의 결합력을 보이고 있다 즉 수화된 시멘트에서의 물은 화학적으로.
결합 되어 있으며 모세관 공극수는 자유수 의 상태(chemically bound) , (free water) ,
반면에 겔 공극수는 흡착이나 물리적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물은 결합방식.
및 결합력에 의해 서로 구분이 되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주어진 온도와 압력,
하에서 증발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비증발수 즉. (non-evaporable water)
고정수 는 약 로 건조된 시멘트 페이트스 내에 함유된 물(fixed water) 105℃
읨미한다 비증발수는 시멘트 수화 생성물 내에서 대부분 화학적 결합수 상태로.
존재한다 이하의 온도에서는 화학적 결합수가 시멘트 수화물의 무게 대비 약. 40℃

차지하게 된다 콘크리트 내에서 수화과정을 거치게 되는 시멘트의 양을24% 4 .
성숙도 라 하며 이는 콘크리트의 재령일 양생조건 시멘트 타입 및(maturity factor) , , ,
콘크리트 구조물 크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
시멘트 페이스트의 평형 함수량 은 경화된 시멘트(equlibrium water content We)

페이스트 내외로 더 이상의 수분이동이 없을 때를 말한다 즉 시멘트 속의 물과.
주변과의 수분이 평형을 이룰 때를 말한다 는 이하의 시멘트 페이스트. Hilsdorf 40℃
온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평형 함수량 산정공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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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여기서 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평형 함수량 을 말하며 는 경화전의 초기We ( / ) , Wo㎏ ㎥

함수량 는 콘크리트의 총 시멘트 함량 은 시멘트의 총 무게에 대한 주어진( / ), c , m㎏ ㎥

시간에서의 수화시멘트 무게 비이다 즉 이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성숙도를 나타내며. ,
와 는 주변 환경의 상대습도에 의존하는 계수값이다X Y .
표 식 과 에 사용된 계수 와 의 상수값7.1 (7.1) (7.2) X Y [7.1]

식 에서 첫번째 항은 비 증발성 물을 나타내며 두번째 항은 겔 수 그리고(7.1) , ,
세번째항은 모세관 수를 의미한다 와 의 값은 상대습도에 따른 표를 이용하여 값을. X Y
얻을 수 있으며 상대습도가 약 일 경우 와 는 각각 과 의 값을 가진다, 40% X Y 0.53 0 .
성숙도 인자 은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 값은 시멘트가 물과 섞일m
때의 에서 부터 모든 시멘트가 수화되었을 경우의 최적값 에 이르기까지의 분포를0 1.0
나타낸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최적값 은 일정기간 동안의 수중양생 후 건조를 거치기. 1.0
때문에 도달되기 어렵다 한편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조는 콘크리트 부재의 노출.
단면적에 대한 콘크리트의 부피 비의 함수이다 또한 구조물의 특성 깊이. (characteristic
thickness;  는 대략 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는 부피 는 건조 단면적과) 2V/S , V , S
같다 따라서 양단면에서 건조되고 있는 두께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2.5㎝  를=2.5㎝
가지며 반면에 두께의 슬래브는, 20㎝  룰 가진다 만약 콘크리트가 양단면에서=20 .㎝

건조된다면 특성 깊이는 두배가 된다 그림 에 각기 다른 특성깊이 및 다른. 7.1
양생조건에서 평균 성숙도 인자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의 특성 깊이를 가지고(m)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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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의 포틀랜드 시멘트는 처음 일간 수중양생 후 나머지 일ASTM Type 1 7 28
동안은 상대습도 로 양생되었 때 성숙도가 이며 년 후에는 성숙도가 가70 % , 0.7 , 1 0.9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성깊이. 이 더 작을수록 그리고 상대습도가 낮을수록

성숙도 인자는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

그림 시멘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양생조건 및 다른 크기의 보통콘크리트에서7.1 Type 1
평균적인 성숙도 인자(m)[7.2]

만약 콘크리트의 혼합비율이 무게 대비 시멘트 골재 물 일 때 초기(1.0): (4.5): (0.5) ,
함수량은 콘크리트 무게 대비 이다 성숙도가 라고 가정할 경우 이하에서8.3% . 0.9 40℃
비 증발성 혹은 고정수 는 식 에 의해 즉 시멘트(fixed water) [11.1] 0.24mc 0.22c (c=
함량 이 되며 이는 콘크리트에 초기 혼합된 물 무게의 약 에 해당된다 상대습도) , 44% .

에서 와 의 값은 각각 과 이므로 주어진 성숙도 에서 겔 수가70% X Y 0.7 0.1 m=0.9
즉 그리고 모세관 수가 즉 에 해당된다 초기0.18mcX 0.11c cY(W0/c-0.36m) 0.02c .

물 시멘트 비가 그리고 특성깊이가 일 경우 의 상대습도 하에서 년간의/ 0.5 20 70% 1㎝

양생 후에 콘크리트의 총 평형 함수량은 시멘트 무게의 이다 의 값은 의 비0.35 . 0.35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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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성 물 그리고 의 겔수 그리고 의 모세관 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0.11 0.02 ,
배합에 사용된 총 물 무게의 에 해당된다 그것은 콘크리트 무게의 약 이며70% . 6%
수소 함량으로는 콘크리트 무게비 대비 약 에 해당된다0.66% .
콘크리트 내에서 수분의 확산 과 이동 은 느리며 복잡한 과정을(diffusion) (migration)

거치게 되므로 일반 건조조건에서 평형 함수비에 도달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경화 콘크리트의 평형 함수비는 경화 전의 초기 함수비 보다 작게 된다. .
그러나 건조되는 과정에서 평형 함수비 도달 전에는 콘크리트 부재의 함수비가 평형

함수비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된다 이는 특히 방사선 차폐체와 같이 큰 특성.
깊이(characteristic thickness;  를 가지는 경우에 더욱 해당된다 예를 들어) .

는 두께의 얇은 콘크리트 슬래브가 양단 건조조건에서 약 년 후에 평형Hilsdorf 2.5 1㎝

함수비에 도달한다고 평가하였으며 반면에 두께의 콘크리트는 약 년 후에도, 25 10㎝

평형 함수비에 도달하지 않고 평형 함수비 도달 시까지 소비되는 함수량의 약 에70%
해당된다고 평가하였다 두꺼운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체의 경우 일반 온도 조건하에서.
초기 함수량의 약 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을 밝혔다50% 20 .
또한 는 이하에서 차폐체 내의 비 증발성 물만을 고려하는 것이 방사선Hilsdorf 40℃
감쇠특성을 결정할 때 불필요하게 보수적이라고 제시하였다.

온도상승의 영향7.1.1
콘크리트 차폐체 내에서 방사선의 흡수 및 감쇠는 열의 발생을 초래하게 된다.

원자로의 운전 온도는 높으며 핵분열에 따른 높은 열은 콘크리트 차폐체로 전달되게,
된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함수량에 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 증가된. .
온도는 콘크리트 내의 물의 확산을 가속화 시키며 사이의 온도 조건, 40 105℃～ ℃

하에서 콘크리트의 평형 함수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될 수 있다.

  




   (7.2)

여기서 는 온도 를 의미한다 위의 식 는 이하의 온도조건에T ( ) . (7.2) 105℃ ℃

적용가능하며 비 증발수 는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0.24mc) .
또한 에서 사이의 온도분포에서는 겔 수와 모세관 공극수가40 105℃ ℃ 





의

비율로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이하에서 보통 콘크리트 내에 포함된 수분 함량에 대한 실험적인 결과는 그림105℃

에 나타내었다 이상에서는 수화시멘트 내에서의 비 증발수의 양이 감소하게11.2 . 105℃



- 80 -

되며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7.3)
이상의 온도 조건 하에서 식 은 평형 조건 하에서 겔 공극 및 모세관105 (7.3)℃

공극 내에는 어떠한 물도 남아있지 않으며 비증발수는 계수 에 의하여 감소하며

사이의 비증발계수 값은 과 에 의한 실험결과를 통해 유도할105 600 Wilson Martin∼ ℃

수 있다 다양한 실험결과를 통해 시멘트페이스트가 온도 상승의 영향을 받기 전.
양생기간이 길수록 경화된 시멘트페이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함수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물 시멘트 비가 상승함에 따라 평형함수비와 비증발수 함량이. /
증가한다.

그림 보통콘크리트의 수분함유량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7.2 [7.3]
7.1.2 Hydrous Aggregates
화학적 결합수를 함유하는 사문암 과 갈청광 과 같은 수소함유(serpentine) (limonite)

골재 는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체에 사용되고 있다 사문암 골재의(hydrous aggregates) .
경우 수화되는 함수량은 골재 중량의 정도이며 까지 결합수를10 12% 500 550∼ ∼ ℃

보유할 수 있으나 갈청광의 경우 결합수는 골재 중량의 까지이며 를 초과하는12% 200℃
온도에서 결합수는 사라지기도 한다 외 는 실험을 통하여 사문암. Hungerford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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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잔류 함수비는 온도 하에서는 콘크리트의 건조중량의 약150 15%℃

정도이며 와 온도 하에서는 그리고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400 500 10%, 150℃ ℃ ℃

온도에서 잔류 함수비가 이며 와 하에서는 약 정도라고 하였다14% , 400 500 2% .℃ ℃

는 가열에 의한 사문암과 갈청광 콘크리트의 수분 손실에 대한Komarovskii[7.5]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표 와 같다 표 를 검토해 보면 초기 함수량이 각각7.2 . 7.2

와 인 콘크리트의 함수량은 온도하에 노출될 경우 함수량은 콘크리트19.2% 18.0% 100℃
중량의 와 가 되며 온도하에서는 사문암 콘크리트의 경우 이며10.9% 10.4% 300 10.5% ,℃

갈청광 콘크리트의 경우 이며 온도하에서는 사문암 콘크리트의 경우5.6% 600℃
함수량은 약 정도라고 하였다 의 실험결과를 검토해 보면9.2% . Komarovskii[7.5] 200℃
온도를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사문암 콘크리트가 갈청광 콘크리트보다 수분을 내포하는

성질이 우수하며 미국토목학회 에서는 사문암 또는 침철광 골재는[7.6] 175 200∼ ℃

온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체에 수소를 공급하여 방사선을

감소시키는 역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열이 사문암과 갈철광 콘크리트 함수량에 미치는 영향7.2

콘크리트7.1.3 Magnesium-Oxycholride-Cement
는 높은 수소함량 때문에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체의Magnesium-Oxycholride-Cement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온도조건에서 수화될 때. ,
의 수분 함량은Magnesium-Oxycholride-Cement 0.8 0.9g.cm∼ -3이며 이것은 수화된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분 양 보다 약 배 이상 많은 양이다 반면에 의 온도에서3 . 100℃
수화된 의 수분 함량은Magnesium-Oxycholride-Cement 0.4 0.5g.cm∼ -3이며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0.28g.cm-3에서 0.12g.cm-3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관련된.
실험결과를 아래의 그림 에 나타내었다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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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와 포틀랜드 시멘트의 함수량에 미치는7.3 Magnesium oxychloride cement
열의 영향

수분함량의 최대화 및 이의 유지7.1.4
콘크리트의 함수량은 콘크리트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요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수량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매우 어려우며 아래에 나타낸 인자들은 콘크리트의

함수량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들이다.
물 시멘트비1) /

물 시멘트비가 증가할수록 경화된 콘크리트 내부의 함수량 또한 증가한다/ .
일반적으로 높은 물 시멘트비는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능 저하 등의 요인이 될/
수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콘크리트 배합시 합리적인 물 시멘트비 결정은 필수이다/ .

와 같은 특수 시멘트의 사용에서 또한 함수량의Magnesium-Oxycholride-cement
증가는 콘크리트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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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조건2)
일반적으로 시멘트의 수화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의 함수량과 강도 및 내구성 등은

향상된다 또한 이하의 온도에서 에폭시 또는 수지 등으로 콘크리트. 60 PVC℃

표면을 코팅하면 수분 증발은 감소하며 시멘트 수화도는 향상된다.
의 사용3) Hydrous Aggregate

사문암과 갈청광과 같은 암석이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의 함수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 사문암의 경우 갈청광의 경우 의 온도에. 500 , 200℃ ℃

노출되더라도 골재 내부의 함수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도7.1.5
온도의 상승은 콘크리트의 함수량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환경적 또는 방사선.

흡수에 따른 콘크리트 내부의 방사선 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온도 상승 또한 콘크리트의

함수량을 감소시킨다 중성자 콘크리트 차폐체의 경우 는 를. Jager[7.7, 7.8] 93℃
초과하는 온도에 노출되면 안된다고 하였으며 보통 또는 중량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체의 수분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온도 방사선 흡수와 열응력 등의 조건은,
아래에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중성자 차폐체의 경우1)
최대 내부온도 88∙ ℃

최대 대기온도 71∙ ℃

감마 방사선 차폐체의 경우2)
최대 내부 온도 177∙ ℃

최대 대기온도 149∙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겔공극과 모세관 공극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은 온도를105℃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차폐성능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하의 온도에서는 콘크리트의 방사선 차단특성을 고려할 때 겔 공극수과 모세관105℃
수 그리고 결합수의 함량을 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는 온도. Hilsdorf[7.9] 40℃
이하에서는 방사선 차폐체에 의한 방사선 감쇠 특성을 고려할 때 콘크리트 내부의,
비증발수 또는 화학적 결합수에 의한 차폐특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시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차이는 있으나 이하의 온도에서 메스 콘크리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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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수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내부에 년 정도는 존재하는10 20∼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적 특성에 따른 함수량의 영향7.2
중성자가 수소원자와 충돌하면 에너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고속중성자의,

에너지가 감소되어 낮은 에너지로 변환되게 한다 그러므로 수소원자는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체의 주요 구성인자이며 차폐체를 구성하고 있는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은

많은 양의 수소를 함유하고 있다.
중성자선의 감쇠7.2.1

온도증가 및 이에 따른 함수량 감소 등이 증성자 차폐체 보통 콘크리트 를 통과한( )
중성자 선속 증가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아래 표 그림 와7.3, 7.4
그림 그림 에 각각 나타내었다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수량이7.5, 7.6 . 0.135g.cm-3 약(

인 두께의 보통 콘크리트 차폐체의 경우 측정된 열중성자 선속밀도가5.8%) 122cm
2ncm-2s-1MW-1이었던 것에 비해 온도로 가열되면서 함수량이, 300 0.036g.cm℃ -3 약(

으로 감소하였고 측정선량이 배 증가하여1.62%) 50 100n.cm-2s-1MW-1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고속중성자의 경우 가열되지 않은 상태의 두께 의 콘크리트 차폐체의100cm
측정선량이 1n.cm-2s-1MW-1에서 도의 온도증가로 인해 고속중성자 측정선량이 약300℃
배 증가되어5 1n.cm-2s-1MW-1이 되었다 그림 와 같이 고속중성자 선속밀도를. 7.5
4×103에서 1n.cm-2s-1MW-1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두께의 콘크리트가100cm
필요하며 로 가열되면 두께의 콘크리트가 필요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300 120cm .℃

콘크리트 함수량의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에 중성자 조사가 미치는 영향7.3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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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보통 콘크리트에서 열중성자의 분포에 대한 온도의 영향7.4

그림 보통 콘크리트에서 고고속중성자의 분포에 대한 온도의 영향.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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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두께의 콘크리트에서 함수량에 따른 중성자 선속밀도 변화7.6 122cm
한편 콘크리트 수분손실에 따른 중성자 선속의 증가는 콘크리트 두께 변화에 따라

다음 식 을 이용하여 외삽을 통해 계산될 수 있다(7.4) (Hungerford[7.11]).
  

 (7.4)

여기서, 는 중성자 선속의 증가(neutrons/ .s)㎠

는 수분손실 후의 선속(neutrons/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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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분손실 전의 선속(neutrons/ .s)㎠

는 콘크리트의 두께( )㎝
또한 수분손실 전후의 콘크리트 밀도를 알고 함수량을 모르는 조건에서 보통,

콘크리트 차폐체를 통한 중성자 선속의 증가는 아래의 식 를 유추할 수 있다고(7.5)
하였다 식 에 사용된 상수 는 보통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상수이며. (7.5) 0.0195 ,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상수 자철광 콘크리트 갈청광ferrophosphorus 0.0284, 0.024,
콘크리트 중정석 콘크리트의 경우는 상수 를 사용하기를 제안되었다0.0208, 0.0227 .

   exp (7.5)

여기서, 는 콘크리트 차폐체의 수분손실전의 밀도(lb/ft3)

는 콘크리트 차폐체의 수분손실후의 밀도(lb/ft3)
는 차폐체 콘크리트의 두께(ft)
은 표 의 결과를 토대로 온도가 증가하고 함수량 감소하면Davis[7.12] 7.4 Relaxation

length(는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그 예로 온도에서 의300 320 Relaxation length∼ ℃

증가는 라고 하였다15%, 18%, 27% .
표 다양한 콘크리트의 고속중성자 제거단면적 및 밀도 수소함량에 미치는 온도상의 영7.4 ,

향[7.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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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를 검토해보면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콘크리트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열중성자 고속중성자 선속밀도는 감소하며 높은 온도에,
콘크리트가 노출될수록 열중성자 및 고속중성자 선속밀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중성자 선속밀도와 콘크리트 함수량의 경우 선속밀도가 증가 온도 증가 할수록( )
콘크리트 함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수소함량은.
감소하고, relaxation length(는 증가하며 방사선량은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감마선량의 감쇠7.2.2
은 온도 및 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콘크리트의 감마선Peterson[7.15] ferrophosphorus

선량 변화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은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두께가7.7 .
이고 온도조건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감마선 선량이 동일 조건에서122cm 320℃

가열되지 않은 콘크리트에 비해 약 배 크게 측정되었다 콘크리트의50 . Limonite-steel
경우 에서 로 온도가 증가하면서 측정감마선량이 가열하지 않는 조건에 비해100 320℃ ℃

약 배와 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반면에 밀도가1.7 20 (Bunch[7.13]), 3.5g.cm-3인
콘크리트 가열의 경우 의 온도상승으로 약 배 정도 증가에iron-serpentine 320 1.3℃

그쳤다(Peterson[7.17]).
의 결과에 의하면 콘크리트는 가열 전 밀도가Bunch[7.18] ferrophosphorus

4.82g.cm-3이며 이를 로 가열함으로써 밀도는320 467gcm℃ -3로 약 정도 감소하였다3% .
하지만 두께의 동일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로 가열하면 측정되는122cm 320℃
감마선량은 약 배 정도 증가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단순히 약 의 밀도50 . 3%
감소가 배의 방사선량 증가를 야기하였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50 ,
방사선량의 증가가 절대적으로 밀도감소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89 -

그림 콘크리트의 감마선량 분포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7.7 Ferrophosphorus [7.15]

최소 함수량 요구치7.2.3
중성자 차폐를 위하여 보통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수소함량은 적어도 콘크리트

중량의 약 즉 함수비 는 되어야 하며 를 초과하는 온도조건에 노출될0.5%( 4.5% ) 100℃
경우 최소함수량은 설계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파라메타 중의 하나이다(Price
외 한편 는 중성자 차폐체를 만들기[7.19], Jungerford[7.20], Goldstein[7.21]). Jaeger[7.7]
위하여 보통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함수량은 중량콘크리트의 경우 함수비는5%,
(는 콘크리트 밀도 를 초과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는:g/ ) , Billig[7.22]㎤

중성자 차폐체를 위하여 최소한 정도의 함수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5% .
외 는 방사선 차폐체의 최소 수소함량은 이상이 되어야Blizard [7.23] 0.5 0.7%∼

한다고 제시하였으며 는 방사선 차폐체의 함수량이 이하이면 방사선, Davis[7.24] 4%
차폐체는 심한 결함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는 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분과 수소함량이 부족한Bunch[7.18] Hanf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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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원자로 주변의 방사선 차폐체 또한 방사선 차폐체로의 성능에

부족함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적절한 평가 기술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직까지 최적함수량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이 정립이 되지는 않았지만 밀도와

함수량이 높은 콘크리트일수록 방사선 차단을 위한 두께는 감소한다고 점을 감안하여

실제 건설하고자 하는 개별 시스템에 적합한 실험결과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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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온도상승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물성변화8 .

일반적으로 방사선 차폐체는 높은 온도조건에 노출 되며 이 같은 예로 원자로,
격납벽과 캐스크를 들 수 있다 감마선와 중성자의 흡수 나SNF . (absorption)
감쇠 는 차폐재 내에서 열의 발생을 초래한다 차폐재 내의 온도분포는(attenuation) .
열응력 의 상승을 초래하여 콘크리트의 열전도도(thermal stress) (thermal conductivity)
및 열팽창율 에 변화를 유발한다(thermal expansion) .
콘크리트 방사선 차폐재는 구조적인 강성과 차폐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높은,

온도조건 하에서도 적합한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등의 역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핵적 특성 은 고온의 온도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게. (nuclear properties)
되므로 콘크리트의 열적특성에 대한 이해는 콘크리트 방사선차폐체의 설계에서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물리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마다 각기․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동일 실험조건에서 다른 연구자가 수행한 결과가.
서로 모순되는 결과를 나타낸 연구도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배합설계 및 재료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실험이 수행된 조건이 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온도조건.
하에서의 콘크리트 실험결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조심이

필요하다 은 고온 조건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특성을 연구할 때 반드시. Pihlajavaara[8.1]
고려되어야 하는 개의 주요 항목에 대해 기술한 바 있다18 .

일반 콘크리트8.1
보통 포틀랜드시멘트와 골재를 이용한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가 높은 온도조건에

노출되었을 때 다양한 반응 및 구조적인 변화가 콘크리트 내에 발생하게 된다 이에는.
과 그리고 이산화탄소의crystal transformation recrystallisation process

유리 로 인한 열화 및 탈수 가 포함될 수 있다(liberation) (degradation) (dehydration) .
은 주로 골재에서 발생하며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열화는Crystal transformation ,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에 주로 발생하게 된다[8.2].
온도가 상승하면서 약 에서는 콘리트 내의 증발가능한 수분이 과180 dehyradtion℃

의 파괴로 인해 제거된다 또한 에서는 로 불리는cement gel . 500 portlandite Ca(OH)℃ 2가
분해되기 시작하여 약 에서 경화시멘트 내의 이700 CSH(Calcium Silicate Hydrate)℃

파괴된다 에 이르러서는 콘크리트 내의 일부 물질이 녹기를 시작하여.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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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콘크리트가 액체상태로 존재하게 된다1300 1400 .℃∼ ℃

밀도8.2 ( )ρ
사이의 온도에서는 일반 콘크리트의 밀도가 가 되며20 150 2.2 2.4 t/ ,℃∼ ℃ ∼ ㎥

밀도는 특히 골재의 종류와 함수량에 의존하게 된다 이 온도범위에서는 수분손실로.
인해 약 의 밀도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밀도는 또한 콘크리트의 열팽창에0.1t/ .㎥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사이의 영역에서 석회암 골재의. 150 600 (limestone)℃∼ ℃

콘크리트에서는 거의 밀도 변화가 없다 이 온도영역에서 규산질 골재콘크리트. (siliceous
가 석회질 골재콘크리트 보다aggregate concrete) (calcareous aggregate concrete)

밀도가 더 빠르게 감소하며 이는 석영질 암 의 열팽창이 훨씬 더 크기, (quartzite)
때문이다 현무암 골재 는 열팽창률이 낮으므로 이들 골재로 이루어진. (basalt aggregate)
콘크리는 상대적으로 밀도의 감소분이 적은 경향을 타나낸다[8.2].
석회암 의 은 에서 시작을 하며 이로 인해(limestone) decarobation 600 900 ,℃∼ ℃

공극률 이 증가하여 석회암 콘크리트 의 밀도가(porosity) (calcareous concrete)
까지 내려갈 수 있다1.4t/ .㎥

열전도도8.3 (k)
콘크리트의 열전도도는 초기 함수량과 온도상승으로 인한 함수량 변화에 의존을

하게 된다 열을 가하기 전 콘크리트 이미 건조된 상태라면 온도가 증가할수록. ,
열전도도는 선형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규산질 골재 로 이루어진 기. (siliceous aggregate)
건조된 콘크리트의 열전도도는 온도가 에서 로 증가됨으로써 약 가20 500 60%℃ ℃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반면에 초기에 물로 포화된 콘크리트 가열의 경우[8.3, 8.4].
일반적으로 약 의 온도 상승은 열전도도에 있어 약 의 증가를 유발함을 알 수60 10%℃

있다 이 같이 콘크리트 열전도도의 증가는 물이 까지 열전도도가 증가하다가 그. 130℃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띄기 때문에 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8.4].

이상의 온도에서 일반콘크리트의 열전도도는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100 .℃

에서의 평균적인 열전도도 값은 의 약 에 해당되며 그 감소는300 20 65% ,℃ ℃

콘크리트가 건조되면서 내부의 함수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는 사암질. Zoldners[8.5]
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온도가 에서 로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도가95 406 33%℃ ℃

감소하였으며 자갈질 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에서 로 증가하면서 약 가, 100 402 16%℃ ℃



- 93 -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석회암 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온도가 에서. 164℃
로 증가하면서 열전도도가 약 증가하였다394 16% .℃

비열8.4 (Specific heat, c)
콘크리트의 비열은 함수량과 관련된 인자이다 콘크리트의 초기 함수량은 증가된.

온도에서의 비열에 영향을 미친다 콘크리트가 초기에 건조된 상태일 때 온도가.
증가하면서 비열은 대략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 예로 기건조 상태에서.

로의 가열은 콘크리트의 비열이 가열 전에 비해 약 가 증가되었으며550 75% ,℃

콘크리트가 초기에 습윤 상태일 때에는 약 의 온도증가로 인해 비열이 초기값의 약90℃
배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2 3 [8.6, 8.7]..∼

이 같은 증가는 일시적이며 콘크리트 내의 자유수나 증발수의 증발로 인한 결과로

생각된다 약 에서 비열은 초기 건조된 콘크리트의 비열과 비슷하다 만약. 150 .℃

콘크리트가 영구적으로 물로 포화되어 있다면 에서의 비열증가 현상은, 90 100∼ ℃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열 확산8.5 (thermal diffusivity, D)
규산질 골재콘크리트 와 석회질 골재콘크리트(siliceous aggregate concrete) (calcareous

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건조된 콘크리트의 열확산성aggregate concrete) (thermal
은 온도 증가와 함께 대략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약diffusivity) ,

에서 그 평균 감소량은 에 해당한다500 50% [8.8].℃

또한 자갈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에서의 콘크리트의 열확산성이100 0.83×10℃ -6

에서 로 증가함에 따라/s 402 0.69×10㎡ ℃ -6 로 감소하여 약 감소현상이/s 17%㎡

발행하였다 샌드스톤 콘크리트의 경우도. 95 1.28×10℃ -6 에서/s 406 0.86×10-6㎡ ℃

으로 가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석회암 골재/s 33% . (limestone)㎡

콘크리트에서는 164 0.53×10℃ -6 에서/s 394 0.61×10㎡ ℃ -6 로 가량 증가되는/s 15%㎡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8.5].

열 팽창8.6 (thermal expansion, )α
온도가 증가하면 콘크리트의 수분함량은 감소하고 이로 인한 건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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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가 건주수축을 하게 된다 이러한 수축은 주로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에서.
발생하게 된다 콘크리트 내의 골재는 가열과 함께 팽창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
수분 손실로 인한 수축효과가 사라지기 전까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열 변위(thermal

는 열팽창 과 건조수축 의 조합으로 된strain) (thermal expansion) (drying shrinkage)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건조를 동반한 온도 상승은 초기 수분함량에 영향을 받으며. ,
열팽창 효과가 건조 수축량을 초과하면 결과적으로 콘크리트는 팽창을 하게 된다 이.
두 효과를 서로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는. Schneider
수분함량과 건조수축량의 이 같은 관계가 일반적으로 온도 이하에서 적용된다고200℃
설명하였다 까지는 온도증가와 함께 열팽창이 대략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8.2]. 200 ,℃

이 이상의 온도에서는 골재에서의 변형과 그리고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 사이의

결합력이 깨지면서 열팽창율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8.4, 8.9].
열팽창율의 증가는 열팽창 계수로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thermal strain/ ).℃

와 는 석회암 골재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가 온도Harmathy Allen[12.12] (limestone)
와 에서 각각200 600 10×10℃ ℃ -6 에서/ 18×10℃ -6 으로 약 가 증가되었음을/ 80%℃

보고하였다 석회질 골재 가 주요 골재성분이고 물 시멘트 비가. (calcareous aggregate) /
그리고 일 양생조건의 콘크리트에 대해 는 이하의 온도에서0.6 90 Philleo[8.10] 260℃

선형 열팽창계수가 8.5×10-6 이었고 이상에서는/ , 427 22.5×10℃ ℃ -6 으로 가/ 165%℃

증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의 에 의한 결과 에 의하면 화강암 골재가 사용된 포틀랜드USSR Arshinov [8.11] ,

시멘트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가 그리고 의 분포구간에서300 , 300 600 600 800℃ ～ ℃ ～ ℃

각각 0.71×10-6/ , 10.4×10℃ -6/ , 15.9×10℃ -6 에 해당하였다 콘크리트의 함수량이 선형/ .℃

열팽창 계수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높은,
온도에서 건조수축량이 열팽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대부분의 콘크리트는 온도가 이상까지 증가하면 열팽창이 증가하지는600 800～ ℃

않는다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온도조건에서 콘크리트가 수축을 하며 이 같은. ,
현상의 원인은 골재와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에서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압축강도8.7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대한 온도상승의 영향을 확인하기위하여 다양한

실험방법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에는 정상상태 실험과,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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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상태 실험이 포함될 수 있다 정상상태 실험의 경우 사용 시료를(transient state) . ,
특정온도까지 가열한 후 일정량의 응력 이나 변위 를 고정시키면서 하중을(stress) (strain)
파괴 시까지 가하게 된다 시료는 하중이 가해지지 전에 높은 온도를 유지시키거나.
혹은 자연 냉각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온도에 대해 각각 실험을.
반복하게 된다 한편 과도상태 실험의 경우에는 하중을 일정하게 유지시킨 후 시료를. ,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일정하게 온도를 증가시킨다 파괴시의 온도가 기록되고 실험은.
다른 하중에 대해 반복되게 된다 과도방법의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가열 전에 시료에.
미리 하중을 가하고 난 후 시료가 특정온도가 되도록 가열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난후, .
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추가 하중을 가하는 방법이며 이 때 시료는 높은 온도에서나

혹은 냉각된 상태 모두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의 함수량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분의 외부방출이

되지 않도록 밀봉된 시료를 이용해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또한 다른 실험변수로.
시료의 크기 및 모양 그리고 가열 냉각 속도 하중재하 속도 등을 설정하여 다양한/ ,
실험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압축강도에 대한 연구들은 일정한 하중재하를 통한.
정상상태 실험방법을 이용하였다 몇몇 실험에서는 하중재하 전 냉각이 되었으며 일부. ,
실험들은 시료가 가열된 상태에서 재하가 이루어진 것도 있었다.

은 실린더 타입 의 규산질 골재Lankard et al.[8.12] (10 ×20 ) (siliceous aggregates)㎝ ㎝

콘크리트의 밀봉 및 비밀봉 상태에서 가열 및 냉각을 시킨 상태에서(sealed) (unsealed)
시료의 압축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여기서 밀봉의 목적은 콘크리트 내부의( 8.1).
수분이 외부로 이동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비밀봉 콘크리트의 강도는 약.

까지 가열되는 동안 약 가량 증가하였다 비밀봉 시료의 경우 가열된120 20% .℃

상태에서 강도를 측정한 것과 상온으로 냉각시킨 후의 강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았다.
하지만 에서 사이의 온도 분포에서는 가열 상태에서 측정한 강도가120 260℃ ℃

냉각시킨 후의 측정강도 보다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밀봉시료의 경우.
전체적인 온도 분포구간에서 냉각시켜 측정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가열상태의 측정값

보다 크게 나타나는 반대의 실험결과를 얻었다 에서의 압축강도는 약 의. 260 40 50%℃ ～

감소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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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규산질 골재로 이루어진 밀봉 및 비밀봉 보통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미치는8.1
온도의 영향[8.12].

잔류강도 비 는 가열전 시료의 강도에 대한 가열 후 시료의 강도 비를(residual ratio)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잔류율은 시료를 가열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켰을 때의. (
강도 가열 전의 시료의 강도 로 나타낼 수 있다 과 에 의한)/( ) . Roux[8.13] Kaplan[8.14]
실험결과에 의하면 규산질 골재로 이루어진 비밀봉 콘크리트의 경우 이하의, 150℃
온도에서 가열후 냉각시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가열상태에서의 압축강도 보다 크게

측정되었다 한편 이상에서는 냉각된 시료의 압축강도가 오히려 가열된 시료의. 150℃
강도 보다 작게 측정되었다 는 온도 에서 일괄되게 가열후. Malhotra[8.15] 100 600～ ℃

냉각시의 강도가 가열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강도 보다 작게 측정되었다.
그리고 와 에서의 압축강도의 차이는 각각 약 와 의 편차를 보였다100 600 10%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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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골재로 이루어진 일반적인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 실험결과를 아래의 그림

에 나타내었다 시료는 외부로 물이 증발될 수 있도록 비밀봉 상태이다 실험결과12.2 . .
가열 후 잔류강도 값의 변화폭이 큰 편이었으나 약 까지는 압축강도가 점차로90℃
감소하는 경향을 타나내었다 약 사이에선 강도감소가 의 변화를. 80 90 10 35%～ ℃ ～

보였다 이때 강도감소는 가열시 골재와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 사이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8.16].
예를 들어 석회암 골재의 열팽창 계수가 3.5 6.5×10～ -6℃-1의 분포를 보이며 규산질

골재는 10 12.5×10～ -6℃-1 분포를 보인다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는. 12 20×10～ -6℃-1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이 같이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 사이의 열팽창계수의 차이로.
인해 미세 균열 이 발생하고 시멘트와 골재 사이의 결합 이(micro-cracking) (bonding)
파괴되어 결과적으로 강도가 저감되는 것이다.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석회암 골재 콘크리트가 에서 까지Blundell[8.17] 20 85 95℃ ～ ℃

가열되었을 때 압축강도는 약 감소하였다 석영질 골재가 함유된 콘크리트의 경우, 30% .
그 감소폭은 약 이었다 그리고 그는 콘크리트 강도의 감소가 골재의15% .
탄성계수 열팽창계수 비에 함수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증가비가 크면 클수록( / ) .
강도감소는 더 커지게 된다.

그림 밀봉 및 비밀봉 콘크리트 시료조건 하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미치는8.2
온도의 영향[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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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가 이상으로 증가하였을 때 압축강도는 에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90 , 90℃ ℃

보다 크게 증가한다 온도가 에서 사이의 분포에서 잔류강도 비의 상한값이. 90 200℃ ℃

에서 로 증가하였고 하한값은 에서 로 증가하였다 즉 에서의90% 100% , 65% 85% . 200℃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초기강도 값의 에서 의 변화를 보였다 그 증가는 주로-15% +10% .
빠른 건조과정 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에(rapid drying) . Pihlajavaara[8.1]
의하면 완전히 건조된 콘크리트의 강도는 물로 포화된 콘크리트의 강도보다 약 가, 50%
크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변화폭은 매우 크다 콘크리트에 내에 수분이 존재한다면. . ,
증가된 온도는 시멘트의 수화작용을 촉진시킬 것이며 이는 결국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대시키다 한 예로 는 로의 가열이 콘크리트의 성숙도를 약. Pihlajavaara 200 20%℃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는 까지 가열시켰을 때 포틀랜트. Arshinov[12.17] 300 ,℃

시멘트 콘크리트의 강도는 현저히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빠른 건조과정. (rapid
으로 인한 강도증가 효과와 수화작용 의 증가로 인한 강도증가 효과는drying) (hydration)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 사이의 열 변위 부적합 으로 인해- (thermal-strain compatibility)
발생하는 미세균열 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서로 상쇄작용을 한다(micro-cracking) .

이상의 고온에서는 콘크리트가 완전히 건조되었을 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200 ,℃

압축강도가 감소한다 이 요인은 콘크리트의 열화과정에 영향을 미쳐 경화시멘트.
내에서 화학적 그리고 광물학적인 변화 를 야기한다 그림 와(mineralogical change) . 12.2
같이 다양한 골재 및 콘크리트 배합으로 이루어진 실험결과에서 에서의, 500℃
강도감소는 최소 에서 최대 까지 변화하였다 즉 잔류강도 비가 각각 와15% 60% . 85%

이었다 그리고 에서 까지 온도가 증가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대략40% . 200 500℃ ℃

선형적인 감소를 보였다 그림 로부터 일반 콘크리트의 잔류 압축강도 비의 대략적인. 8.2
상 하한 값을 아래의 표 에 나타내었다 주어진 온도에서 잔류강보 비가 상당히8.1 .∙

큰 변동폭을 보이는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나 골재의 종류와 골재 시멘트 비, /
등이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된다.

는 수중 속의 케이슨 벽과 같이 물 포화된 콘크리트의 경우Blundell et al.[8.4]
좀처럼 건조되지 않으므로 평균적인 잔류 압축강도 비는 그리고100 , 200 , 300 ,℃ ℃ ℃

에 대해 각각 그리고 로 가정된다 의400 75, 60, 50, 35% . USSR Scientific Research℃

는 큐브몰드의 콘크리트 시료에 대해Institute for Concrete and Reinforced Concrete
에서 그리고 에서 강도가 강소한다고 하였다 반면 프리즘 타입의150 15% 200 25% .℃ ℃

시료에 대해서는 에서 그리고 에서 강도가 강소한다고150 25% 200 40%℃ ℃

하였다[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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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는 에 의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Komarovskii[8.11] Arshninov
강도감소 비율은 과도하다고 평가를 하였다 실험결과를 검토해 보면 큐브몰드에 대한.
평균적인 비가 그리고 의 경우 그리고100 , 150 , 200 350 95%, 90%, 85%℃ ℃ ℃ ℃

이라고 주장하였다75% .
표 증가된 온도조건 하에서 보통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의8.1 , , residual

ratios[8.4].

(a) Residual ratio(%) = value after heating/value before heating ×100
과도상태 압축강도 측정방법은 시료를 준비한 후 가열하기에 앞서 일정량의 하중이

재하되고 그리고 나서 측정하고자 하는 온도까지 온도를 높이게 된다 이런 종류의.
실험이 에 의해 수행된 바 있으며 그는 가열 전 최종 강도의 약 에Malhotra[8.15] , 20%
해당하는 초기재하가 잔류강도를 에서 약 그리고 에서 약200 4% 500 21%℃ ℃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과 는 석영질 골재 콘크리트를. Weigler Fischer[8.20]
최종강도의 에 해당하는 하중으로 상온에서 초기재하를 하였을 때 에서의1/3 450℃
잔류강도 비가 로 나왔다 반면에 초기재하를 주지 않고 로 가열하여115% . 450℃
측정하였을 때에는 로 초기재하로 인해 잔류강도 비가 거의 증가하였다80% 40% .
가열하기에 앞서 콘크리트 시료를 일정 하중으로 초기재하를 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거동이 보다 좋아지는 주요 이유는 적용된 초기 하중이 증가된 온도에서의 미세균열

확장을 막아주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열로 인한 양생 콘크리트의 강도감소가 일반.
온도에서의 공기 중 조건 혹은 약간 습한 조건에 노출되었을 때 상당부분 다시 회복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로 가열된 콘크리트의 잔류강도가 이었을 때. 500 50% ,℃

공기중에서 약 개월간 노출시킨 후의 잔류강도는 약 로 다시 회복을 하였다12 90% .
이것을 일컬어 자가 강도회복 이라 한다(autogenous strength recovery) .

온도

( )℃

잔류율(Residual ratio, %)
(a)

압축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하한치 상한치 평균 하한치 상한치 평균 하한치 상한치 평균

2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0 70 95 85 65 75 70 70 95 85

90 65 90 80 65 80 75 70 85 80

100 65 90 80 70 80 75 65 90 75

200 85 110 100 60 85 70 50 70 60

300 70 100 85 50 70 60 40 60 50

400 55 95 75 35 55 45 30 5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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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사이클8.8 (thermal cycling)
원자로의 경우 다양한 이유로 인해 수차례의 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shut-down .

이로 인해 콘크리트는 가열 및 냉각 등 수차례의 열 싸이클을 겪게 된다.
은 비밀봉 석회암 골재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에서 최대 와Crispino[8.21] 23 300℃ ℃

까지 번의 가열 냉각의 열싸이클을 수행하였다 처음에 까지 가열후350 6 / . 300℃ ℃

까지 냉각을 시키는 과정에서 의 압축강도가 손실되었다 그리고 최종 번의23 25% . 6℃

열싸이클 후에는 약 가 감소되었다 최대 까지의 가열의 경우 처음45% . 350 ,℃

싸이클에서는 그리고 마지막 번째 싸이클에서 의 압축강도가 감소하였다30% 6 65% .
와 는 석회암 골재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열싸이클 실험을Bertero Polivka[8.22]

수행하였는데 에서 까지의 열싸이클 과정에서는 비밀봉 시료임에도 불구하고, 21 149℃ ℃

압축강도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에 밀봉실험의 경우 강도는 번의. 5
열싸이클로 그리고 번의 열싸이클로 의 압축강도가 감소되었다31% 14 48% .
열싸이클링의 마직막 단계에서 강도실험은 를 유지한 상태에서 압축강도를149℃
측정하였다.

와 비밀봉 석영질 골재 콘크리트에 대해서 초기재하를 준Weigler Fischer[8.20]
상태에서 까지 번의 열싸이클을 수행하였을 때 콘크리트 강도에는 큰 변화가300 3℃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최대 온도가 로 증가되었을 때에는 압축강도가 반으로. 600℃
줄었으며 그 감소폭은 첫 싸이클에서 최대를 이루었다 와 는. Campbell-Allen Desai[8.23]
비밀봉 석회암 골재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까지 열을 가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300 .℃

번의 열싸이클 후 강도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추가적인 번의 열 싸이클에서는5 45% 20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는 자갈 골재 콘크리트를. Davis[8.24, 8.25]
대상으로 에서 까지 열싸이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첫번째 싸이클로39 200 .℃ ℃

약 의 강도감소가 발생하였고 그 후 번의 싸이클로 가 감소되었음을 리트에10% 20 27%
대해서온도가 에서 사이인 범위에서 그 감소폭은 각각 와 이었다39 350 40% 35% .℃ ℃

인장강도8.9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간접인장강도 휨 또는(Brazilian test),

직접 인장강도시험 등이 있다 외 는 다양한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Harada [8.26]
대해 인장강도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밀봉과 밀봉이 되지 않은 사암이 골재인.
콘크리트 온도는 하에 노출될 때 잔류강도는150, 250, 350, 450 85, 75,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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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이며 석회암 콘크리트 시료의 경우 최대온도가 일 때50% 220, 320, 420℃
잔류강도는 라고 하였다 또한 온도 하에 개월 개월동안55, 45, 30% . 40, 60, 80 3 12℃ ∼

밀봉과 밀봉을 하지 않은 콘크리트 시료를 저장한 뒤 인장강도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시 하에 저장된 시료는 직접이장강도시험을 하에 저장된 시료는40 , 60 , 80℃ ℃ ℃

간접인장시험이 수행되었다 실험결과 개월동안 하에서 밀봉되지 않은. 3 40, 60, 80℃
시료의 잔류강도는 이며 개월동안 동일온도조건하에서 밀봉된 시료의90, 60, 80% 3
잔류강도비는 였다115, 90, 120% .

은 규암을 골재로 하는 콘크리트에 간접인장시험을 수행하였다Thelandersson[8.27] .
실험조건은 온도에 시료를 가열한 뒤 측정을 하였으며100, 200, 300, 400, 500, 600 ,℃

실험결과 잔류강도비는 로 나타났다 과 는80, 85, 80, 65, 40, 20% . Kaplan Roux[8.28]
석영질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휨강도시험을 수행하였다 잔류강도비는.

에 가열된 경우 에서는 에서는 이며100 60 80%, 250 90 100%, 400 70 95%℃ ∼ ℃ ∼ ℃ ∼

는 온도에 노출된 시료에 대한 휨강도 실험을 수행한Davis[8.29-30] 85, 140, 200, 350℃
결과 잔류강도비는 라고 하였다 은 다양한 온도조건하에서95, 96, 94, 33% . Zoldners[8.5]
자갈 석회암 사암을 각각 골재로 한 콘크리트에 대하여 휨강도실험을 수행하였다, , .
실험결과 모든 종류의 콘크리트의 잔류강도비는 에서 이며 에서는100 83 93% , 200℃ ∼ ℃

에서는 에서는 에서는 라고73 75%, 300 45 66%, 400 26 62%, 500 20 42%∼ ℃ ∼ ℃ ∼ ℃ ∼

하였다.
외 는 여러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실험 결과를 종합해본Blundell [8.4]

결과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잔류강도비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에 나타나 있다 또한 외 는 포화된 콘크리트가8.1 . Blundell [8.4] 100, 200, 300, 400℃
온도에 노출되면 대략적인 평균적인 잔류강도비는 정도이며 이 결과는60, 45, 30, 20%
건조상태의 실험결과에 비교하여 정도 낮으며 인장강도가 압축강도 보다 온도에20%
더욱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는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고온에. Schneider[8.2]
노출된 뒤 대기 중에 콘크리트를 두더라도 인장강도의 강도회복(Autogenous

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Recovery) .
과 은 밀봉되지 않은 석회암 콘크리트를 온도에Campbell-Allen Desai[8.23] 300℃

열사이클링을 회 한 후 잔류강도를 측정한 결과 감소하며 는5 50% Davis[18.24-25]
하에서 자갈을 골재로 한 콘크리트에 대하여 열 사이클링을 실시하였다39 200 .∼ ℃

실험결과 회 사이클링 후에는 회 후에는 하에서는 회 후에는1 6%, 12 44%, 39 350 1∼ ℃

회 후에는 의 잔류강도감소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두 실험 결과 열67%, 12 62%
사이클링 또한 인장강도 감소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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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강도8.10 (bond strength)
는 온도 조건하에서 보통콘크리트와 직경의Hertz[8.31] 100, 200, 300, 400, 500 8m℃

과의 부착강도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잔류 강도비는plain round bar 95,
이며 와 은 과 동일온도조건에서85, 70, 60, 40% Diederichs Schneider[8.32] Hertz[8.31]

보통콘크리트와 봉에 대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잔류강도비는mild steel 65, 55, 45, 20,
이며 변형이 발생한 봉에서는 라고 하였다10% steel 99, 97, 95, 80, 55% . Bleundell

외 는 포화상태의 콘크리트를 온도하에 노출시켜 부착강도 실험을[8.4] 100, 200, 300℃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잔류강도비는 라고 하였다 는. 50, 35, 25% . Davis[8.24-25] 85, 140,

온도 조건하에서 부착강도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잔류강도비는200, 350 83, 88, 18,℃

이며 온도하에서 열사이클링 회 후 부착강도시험을 수행한 결과 강도11% 200 20℃

감소는 온도하에서 열사이클링 회 후에 의 강도감소가 발생하였다78%, 350 20 90% .℃

그러나 는 여러 연구자들의 부착강도실험의 결과가 많은 차이가 있는Schneider[8.2]
이유는 실험과정 시료 형태 골재종류 양생조건 콘크리트의 수분함량과 철근 표면, , , ,
조건 등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특히 철근에 변형이 생기면 온도에 의한

부착강도 감소는 더욱더 증가한다고 하였다.

탄성계수8.11 (Modulus of Elasticity)
고온의 온도가 콘크리트 탄성계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실험이 수행되었다 표 은 관련 연구결과를 정리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콘크리트의. 8.1 .
재료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의 분산정도가 크지만 대체적으로 잔류강도비가

에서는 약 에서는 이며 평균적으로100 65 90%, 400 30 55% 100, 200, 300,℃ ∼ ℃ ∼

에서의 잔류강도비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할수록400 75, 60, 50, 40% .℃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감소하며 온도가 를 초과하게 되면 탄성계수의100℃
잔류강도비는 압축강도와 인장강도의 잔류비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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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온도상승 조건에서 보통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인장강도 그리고 탄성계수의 잔류강도8.1 ,
비[8.4]

골재의 특성 또한 온도에 있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이다.
온도에서 석회암과 돌로마이트를 혼합한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80℃

잔류강도비는 약 휘록암 현무암 안산암을 골재로 사용한 콘크리트들의 평균70%, , ,
잔류강도비는 약 석영질 자갈과 사암을 골재로 사용한 콘크리트들의80%,
잔류강도비는 약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는90% . Schneider[8.2] 100, 200, 400,

의 온도하에서 석회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잔류강도비는600 85,℃

사암 콘크리트에서는 규암 콘크리트에서는70, 50, 40%, 90, 80, 65, 30%, 75, 60, 40,
잔류강도감소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10% .
과 는 석영질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를 밀봉과 밀봉을 하지 않은Kaplan Roux[8.28]

상태에서 의 온도하에서 시료를 노출시킨 후 동탄성계수 측정을70, 100, 150, 250, 450℃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밀봉을 하지 않은 시료의 경우 잔류강도비가. 82, 72, 62, 44,

이며 의 온도하에서 밀봉한 시료의 동탄성계수 잔류강도비는 인10% 70, 100 76%, 70%℃

것으로 조사되었다 는 자갈을 골재로 한 콘크리트에 온도. Davis[8.24-25] 200℃
열사이클링을 회 실시한 뒤 탄성계수를 측정한 결과 감소하였으며 회 실시한1 33% 12
뒤는 감소하였다 또한 온도 열사이클링을 회 실시한 뒤 탄성계수를 측정한39% . 350 1℃

결과 감소한다고 하였다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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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사화 에 의한 콘크리트의 물성변화9 . (radiation)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서 방사선이 감쇠 또는 흡수되면서 차폐체

내에서 대부분 열에너지로 전환되어 열이 발생하게 되며 이때 발생한 열은 콘크리트의

물리적 역학적 방사선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방사선에 의하여, , .
발생한 열은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 내부에 선형적인 온도가 분포가 아닌

비선형적인 온도 분포와 가파른 온도 경사를 야기시켜 차폐체 내부에 비선형적인

온도분포와 열응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원자력 방사선은 재료의 원자격자 분열의 원인이 되며 재료의 물리적 역학적, ,
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며 이를 방사선 손상 라 한다 중성자는(radiation damage) .
원자의 핵과 충돌하여 에너지를 방출하므로써 평형상태에 있는 물질의 결정구조 바꾸어

내부에 격자결함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콘크리트가 원자력 방사선에 노출될 때 동시에.
발생하는 열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저하의 주요원인이 열에 의한 손상인지

방사선에 의한 손상인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방사선 열9.1 (Nuclear Heating)

광자와 중성자의 감쇠와 흡수에 의한 열 발생에 대해서는 장에서4 언급하였으며,
관련 식을 이용하여 한 면이 방사선에 노출된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 내부의 온도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완전 건조상태 하의 콘크리트 벽의 최대온도상승과.
평균온도상승은 포화상태 콘리트벽의 온도상승에 비하여 훨씬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이유는 건조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이다[9.1].

그림 두께 보통 및 콘크리트 내에서9.1 200cm barytes 1mWcm-2의 입사에너지로

계산된 온도증가 콘크리트 보통콘크리트 고속중성자(A: Barytes , B: - ,
보통콘크리트 열중성자 콘크리트 열중성자C: - , D: Baryt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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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와 같은 구조적인 재료에 중성자에 의한 열발생은 감마 방사선에 의한

열발생과 비교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예비설계에서[9.2],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에서 발생하는 열은 완전히 감마선에 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원자력 방사선에 의한 열발생의 영향들은 콘크리트 방사선[9.3].
차폐체의 설계에서 고려되어야한다.

방사선 손상9.2 (Radiation damage)
콘크리트의 방사선 손상에 대한 연구결과는 그리 많지가 않은 실정이다 그 이유는.

방사선 조사와 관련된 콘크리트 실험에 제약이 많이 따르고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물질의 재료적인 특성과 실험방법 등이 연구자 마다 서로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힘들기

때문이다.
골재의 종류9.2.1

방사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물성변화는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골재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방사선이 조사된 골재에는 체적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방사선에, .
의한 골재의 물성변화는 골재를 구성하는 광물의 격자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의 에너지의 고속중성자는 입자내 격자결함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다1MeV .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석영질 골재는 이온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석회질의 골재보다

방사선에 더욱 영향을 받으며 탄산칼슘의 경우 1020ncm-2의 고속중성자 선량에

노출되어도 골재의 특성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9.4].
와 는 석회암 규암 현무암 화강암 중정석 각섬석 등의Seeberger Hilsdorf[9.4] , , , , ,

골재와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실험방법 및 조건은 길이가 약.
되는 시편을 중성자 선량70mm 5×1018, 1×1019, 5,1019, 1×1020ncm-2에 노출시켜 시료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중성자 에너지스펙트럼의 범위는 열중성자 에 대한. (E<1eV)
고속중성자 비가 약 정도이며 열중성자에 대한(E>0.1MeV) 1 20 , epithermal～

의 비가 약 정도이었다 실험결과 방사선을 조사한 후 시료의(1eV<E<0.1MeV) 1 33 . ,～

온도는 약 까지 상승하였으며 현무암 각섬석 석회암 시료의 경우 열중성자150 , , ,℃

1×1020ncm-2와 고속중성자 5×1018ncm-2가 함께 조사된 조건에서도 눈에 띄는

길이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반면에 석영과 중정석의 경우 와 의, 0.03% 0.1%
길이변화가 발생하였다 화강암의 경우 열중성자. 5×1018ncm-2와 고속중성자 플루언스

2.5×1017ncm-2가 함께 조사된 뒤 길이는 약 증가하였으나 열중성자1% , 1×1019ncm-2와
고속중성자 5×1017ncm-2이상의 조건에서 화강암 시료가 완전히 부서졌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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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화강암 내부에 존재하는 광물들의 서로 다른 열팽창계수로 인해 발생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규암의 열팽창계수는. 11.0×10-6℃-1이며 화강암의 열팽창
계수는 7.5×10-6℃-1일 때 의 온도에서 규암과 화강암의 길이변화는 약 와, 150 0.16%℃

이다 그러므로 석영질 시편의 경우 만약 방사선에 노출된다면 길이증가의 가장0.11% .
큰 원인은 온도상승이라고 할 수 있다 중성자선에 높은 저항성을 가지는 콘크리트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물들로 구성된 골재는 사용하지 말아야한다.
방사선에 의한 콘크리트의 물리적역학적 특성 변화는 방사선에 의한 골재의․

특성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외 는 석회암은. Kelly [9.5] 1×1019 고속중성자nvt
플루언스에 노출되면 0.2%, 4×1019 의 고속중성자 플루언스에 노출되면 의nvt 1.7%
길이증가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석영이 주요 성분인 부싯돌 의 경우 위의. Flint-gravel( )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와 길이증가가 발생하였다 이때 발생한 방사선0.2% 1.3% .
온도 는 약 이고 방사선에 의한 골재의 길이변화가 온도에(radiation temperature) 45℃
의한 길이 변화보다 더욱 클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장강도의 경우 고속중성자.
플루언스 강도 2×1019 에 노출된 석회암의 감소율은 약 부싯돌 의nvt 30%, Flint-gravel( )
경우는 약 이며 위의 조건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두 골재에 대한 동탄성계수를40%
측정해 본 결과 약 감소하였다 이때 감소량은 방사선을 조사시킨 시료보다60% .
방사선조사 대신 이에 의한 온도증가만을 고려한 시료에서 더욱 크게 발생하였다.

외 는 중성자가 사문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Elleuch [9.6] .
실험방법 및 조건은 최대선량이 1.88, 3.8, 5.1, 6.1, 5.3, 8.7 ×1019ncm-2의 고속중성자에
노출시켰으며 방사선의 온도 범위는 이었다 또한 사문석에 대한 중성자의150 240 .∼ ℃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방사선에 노출시키지는 않지만 방사선 조사에 의한 온도상승과

유사한 온도조건으로 가열하였다 실험 결과 사문암의 길이증가는 고속중성자 플루언스.
강도 2×1019ncm-2에서 약 0.25%, 9×1019ncm-2에서 약 발생하였으며 온도모사0.7%
시료의 경우 길이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문석은 방사선에. ,
의하여 길이변화가 발생하며 고속중성자 선량 8×1019ncm-2에서 동탄성계수는 약 33%,
휨강도는 감소하고 감소율 또한 온도만 증가시킨 시료보다 더 큰 결과를65%
나타내었다 일축압축강도의 경우 결과의 분산도가 크지만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가.
온도만 증가시킨 시료보다 감소율이 크다 반면에. 고속중성자 플루언스 4×1019ncm-2
이상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온도상승만을 고려한 시료의 강보 보다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골재의 종류에 따라 발생하는 체적증가는 매우 다양하며 화학적 조성이.
유사한 골재라 할지라도 골재 자체의 미세구조 차이에 의해 다양한 부피 변화를 보일

수 있다[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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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연구자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콘크리트

체적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골재의 체적 증가 때문이다 골재의 강도와 탄성계수의.
변화 또한 골재 내부에 존재하는 미세구조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굳은 시멘트 페이스트9.2.2
영국원자력공사 는 포틀랜드 시멘트 페이스트와 방사선과의 관계에(UKAEA)[9.8]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속중성자 플루언스. 1 3×10～ 19 에 시료를 노출시킨 결과nvt
길이가 약 정도 감소하였으며 길이감소의 원인은 방사선에 의한 온도상승 이1% (45 )℃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증발과 중량감소를 초래하여 체적이 변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외 는 고 알루미나 시멘트에 대해 방사선적 특성을 실험하였다 연구결과Elleuch [9.6] .

시료에서 발생한 길이변화의 주된 원인은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온의 온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수분증발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고속중성자 플루언스. 3×1019 에nvt
노출된 시료의 압축강도 휨강도 동탄성계수는 의 결과들과 확연한, , control sample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고속중성자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고 알루미나 시멘트 페이스트의

물리역학적 특성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고 오히려 이로 인한,․
온도상승이 구조물의 부피를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9.2.3
압축강도1)
방사선과 열이 콘크리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져야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시료에서 발생하는 압축

강도의 감소는 방사선 손상보다는 방사선 조사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손상과 더 밀접

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외 와 는 방사선과 콘크리트의 압축. Cornock [9.9] Gill[9.10]
강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원자로 내에서 방사선 조사를 통해 관련 실험을 수

행하였다 시료로는 직경 와 의 정육면체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으며 방사. 5.1cm 1.3cm ,
선 조사와 이로 인한 온도 상승과의 영향 구분을 위해 방사선 조사시 발생하는 열과

유사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온도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
지만 약 로 추정되며 은 일반 대기온도 조건에 노출시킨 경우50 100 , control samp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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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표( 9.1).
직경 의 정육면체에 포틀랜드 시멘트와 자갈 석회암 자철석을 각각 골재로 하5.1cm , ,

는 콘크리트의 경우 열중성자 선량, 2.5×1018ncm-2에 노출된 시료는 고온으로 가열만

된 시료의 압축강도보다 약 낮으며 열중성자 강도10% 7.5×1018ncm-2에서의 압축강도는
자철석 시료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유사하며 자철석의 경우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
보다 노출되지 않은 시료가 약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길이의 정육면10% . 1.3cm
체 시료인 경우 재료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각기 다른 개 종류의 골재이며, 6
2.5×1018ncm-2강도의 열중성자에 노출되었다 시험결과 화강암 중정석 티탄철석을 제. , ,
골재로 한 시료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료는 고온에서 가열만 된 상태와 방사선에 노

출된 상태 하의 강도가 유사하였다 화강암 중정석 티탄철석을 골재로 한 시료의 경. , ,
우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강도가 약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0% .
7.5×1018ncm-2의 열중성자에 노출된 석회암 화강암 자철석을 각각 골재 한 시료들에서, ,
는 온도만 가열된 시료의 압축강도보다 낮았다 또한 티탄철석과 중정석을 각각 골재.
로 사용한 방사선 조사 콘크리트의 경우 상온조건의 보다 높은 강도를control sample
보였다 그러나 포틀랜드시멘트와 을 골재로 한 직경이 인 정육면체 시료. Heston 1.3cm
들에 대한 시험 결과에서는 압축강도가 방사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미치는 열중성자 조사의 영향9.1 [9.9-10]

외 는 또한 사문암 골재와 고 알루미나 시멘트를 재료로 하는 콘크리트Elleuch [9.6]
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고속중성자 플루언스의 강도는 약. 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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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ncm-2 온도는 약 정도이다 실험결과, 150 240 . 6×10～ ℃ 19ncm-2의 방사선에 노출된 시
료의 강도는 골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유사하거나 오븐에 가열된 시료가 약간 낮았다.

의 온도와 고속중성자 플루언스의 강도가160 200 10～ ℃ 20ncm-2에 노출된 시료의 경우
온도만 으로 가열된 시료 보다 약 정도 강도가 낮은 값을 보였다 이러160 200 25% .～ ℃

한 원인은 방사선에 의한 사문암 골재의 부피증가가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
들에서 최대 고속중성자 플루언스는 열중성 플루언스의 약 정도이며 측정된 감마20%
선은 1.7×1011과 1.3×1012 는 단위계로 임 이다rad(1rad SI 0.01Gy ) .

는 방사선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온도가 중정석 및 석회암 콘크리트에Crispino[9.11]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와 는 방사선의 영Granata Montagnini[9.12]
향에 따른 중정석과 석회암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방사선 조사를 위해.
두 대의 장비가 사용되었다 첫 번째 방사선 장비의 열중성자 조사선량이. 1020ncm-2 방
사선 온도는 이며 두 번째 장비의 열중성 조사선량은 약270 300 , 10～ ℃ 20ncm-2 방사선
온도는 이었다 이때 두 장비의 고속중성자는 열중성자 조사선량의 약130 140 . 10%～ ℃

정도 이었다 실험결과 약. 1019ncm-2정도의 중성자 조사선량에서 콘크리트 강도변화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년 월과 월에 원자로의 콘크리트 방사선차폐체에 대한 연구가1956 2 7 ORNK Graphite

실시되었다 콘크리트 방사선차폐체의 두께는 약 이며 골재는 중정석. 152.4cm -haydite
이다 방사선의 피해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방사선차폐체는 두개의 콘크리트.
벽 약 두께의 보통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음 사이에 위치한다 실험을 수행을( 30.5cm ) .
위하여 콘크리트 방사선차폐체에서 시료 채취를 실시하였다 채취된 시료의 직경은 약.

이며 시료 채취의 목적은 년 동안 열중성플루언스11.75cm 12 1.9×1019ncm-2, 2.5×107rad
와 2.5×109 방사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물성변화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이와 관련된rad
유사한 조사는 년 에 동일 콘크리트 방사선차폐체에서 수행된 바 있다1948 [9.13] . 1956
년 채취된 시료는 차폐체로부터 외부에 존재하는 시료로 년 수행된 부터강30.5cm 1948
도시험 결과보다 약 낮으며 년 채취된 시료 중 차폐체로부터 내부에3% 1956 30.5cm
존재하는 콘크리트 시료의 압축강도는 년에 수행된 결과보다 약 정도 낮았다1948 40% .
또한 두 차례 수행된 콘크리트에 대한 실험결과 콘크리트 방사선차폐barytes-haydite
체 내부의 강도 감소는 발생한 반면 외부는 만 감소하였다 일 동안 최대전력27% 2% . 5
으로 발전소를 가동한 경우 차폐체의 내부온도는 외부온도는 약 정도까, 40 , 19 20℃ ～ ℃

지 상승하기 때문에 방사선 차폐체를 구성하는 콘크리트는 열사이클링 뿐만 아니라 온

도구배 또한 받게 된다 그러므로 콘크리트 방사선차폐체는 방(temperature gradient) .
사선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압축강도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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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는 방사선이 보통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Dubrovskii [9.14]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시 시료에 가해지는 중성자플루언스 강도는 약. total
5×1019ncm-2 이때 고속중성자 선량은( 5×1017ncm-2 이나 확연한 압축강도 변화는 발생하)
지 않았다 중성자 플루언스가 약. 1.45×1020ncm-2 이때 고속중성자 선량은( 3×1018ncm-2)
인 경우 압축강도의 감소는 정도이며 이 때 최대 방사선 온도는 정10 20% 100 350～ ～ ℃

도이었다.
외 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하여 특정 콘크리트는 중성자플루언스Hilsdort [9.15]

5×1019ncm-2이하에 노출되더라도 강도변화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일부 콘크리트에서,
는 5×1019ncm-2 보다 더 낮은 중성자 조사선량에 노출되더라도 강도저하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콘크리트 종류 및 실험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중성자플.
루언스 1019ncm-2를 초과하면 콘크리트 강도 감소는 확연하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표.
는 고온 및 방사선 등에 노출 또는 노출되지 않은 시료에 대한 실험결과를 나타낸9.2

것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경우 압축강도의 분산이 매우 큰 분포를 보인다 고속.
중성자가 열중성자보다 시료에 더욱 큰 방사선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각기

다른 종류의 골재가 방사선에 노출되면 다양한 체적변화가 발생하며 이러한 이유로 콘

크리트의 체적변화 또한 다양하다.

표 중성자가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9.2 [9.15]

앞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성자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실험시 일부 시료는 중성자와 감마선에.
동시에 노출되지만 대부분의 연구결과에서는 감마선 자체가 압축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는 일반콘크리트와. Alexander[9.16] 1010 의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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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을 조사시킨 콘크리트의 강도측정 실험을 비교한 결과 강도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011 을 초과하는 감마선에 시료를 노출시키면 시료의rad
압축강도 감소비는 약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중성자가 시료에25 60% .～

어떠한 피해를 주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료를 탈염수에 넣고 방사선에

시료를 노출시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탈염수 안에서 감마선에 노출된 시료의.
압축강도는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시료 보다 압축강도가 낮았다 특이한 점은.
중성자와 감마선에 동시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탈염수에 넣고 감마선에만

노출시킨 시료의 압축강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인장강도2)
는 포틀랜드시멘트와 와 석회암 골재를 원료로 한 콘크리트가 방사UKAEA[9.8] flint

선에 노출될 때 발생하는 인장강도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되었다 시료의 크기는 직.
경 길이 이며 할렬인장강도실험을 수행하였다 방사선에 의한 인장강도의4.4cm, 1.3cm .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 종류의 시료가 준비되었다 첫 번째 시료는.

로 온도 상대습도 의 대기중에서 양생된 시료이며 두 번째는control sample 20 , 68% ,℃

방사선 노출에 의한 온도 발생 이력을 고려하여 건조 오븐에 보관된 시료이다.
석회암 콘크리트의 경우 의 인장강도는 이었다control sample 6.9MPa . 2.27×1010 의rad

감마선에 노출된 후에도 인장강도에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4.7×1010 의 감마선에rad
노출된 시료의 인장강도는 로 약 강도감소가 발생하였다6.4Mpa 7% . 3×1019ncm-2의 고
속중성자 선량에 노출되면 방사선 온도는 약 까지 상승하게 되며 이때 석회암 콘45℃
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약 정도 감소하였다 한편 동일조건에서 콘크리트의 인50% . flint
장강도는 약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콘크리트 인장강도65% .
감소의 주된 요인은 고속중성자에 콘크리트가 노출될 때 발생하는 골재의 부피변화와

강도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년과 년 사이에 에서는 원자로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인장1953 1956 UKAEA BEPO

강도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크기 이며 방사선과 고[9.10, 9.17]. 5.1×5.1×20.3cm
온에 의한 시료의 인장강도를 비교하였다 이때 의 굴곡시험을 통한 인. control sample
장강도는 약 이었다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의 경우 배합비는 포틀랜드시6.3MPa .
멘트 강모래 물 이었고 온도가 정도의 오븐에 달 정1 : 3 : 0.45 50 100 hot-air 4 5～ ℃ ～

도 시료를 보관하였다 실험 시 온도를 로 한 것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동안. 50 100～ ℃

예상되는 온도와 동일 조건을 만들기 위함이며 평균인장강도는 약 이었다 또7.6MPa .
다른 시료는 개월 동안 열중성 선량2, 6, 12, 24, 36 4.3×1018, 1.4×1019, 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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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9,7×1019에 노출시켰으며 이때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은 약 이고 고속50℃
중성자선속밀도는 약 1012ncm-2s-1이었다 표 은 본 실험에 대한 결과를 요약한 것. 13.3
으로 시료가 로 가열되면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의 강도는 증가50 100 , 20%～ ℃

하며 방사선에 노출시킨 후 방사선에 노출시킨 후 온도는 약 까지 상승됨 에 수행( 50 )℃

된 시료의 강도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았으나 까지 가열된 시료의 강도보다 낮50℃
다 개월 개월 방사선에 노출된 각각의 시료는 가열만 된 시료의 강도보다 약. 6 , 12 22%
낮으며 개월과 개월 방사선에 노출된 각 시료는 와 강도가 낮은 것으로24 36 38% 47%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1×1019ncm-2보다 큰 중성자플루언스에 시료가
노출되면 시료에 방사선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표 콘크리트 인장강도에 미치는 중성자 조사의 영향9.3 [9.10, 9.17]

이와 유사한 실험으로 결합비가 시멘트 강모래 물 인 콘크리트 시료에 대1 : 8 : 0.5
한 실험이 인장강도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시료의 절반은 포틀랜드 시멘트이며 또 다.
른 절반은 고 알루미나 시멘트로 구성되었다 실험결과 방사선과 열을 받지 않은.

의 양생 두 달 후의 평균인장강도는 이었으며 개월 동안control sample 2.1MPa , 6 200℃
의 오븐에서 열을 받은 시료의 평균 인장강도는 이었다 또한 개월 동안 방사1.1MPa . 6
선 온도가 까지 상승하는 중성자플루언스50 1×10℃ 19ncm-2의 강도에 시료를 노출시킨
후 평균인장강도실험을 수행한 결과 의 강도를 보였다 이 결과는 의 온도1.8MPa . 200℃
로 가열만 시료의 인장강도 보다 큰 값에 해당한다 한편. 7.5×1019ncm-2의 중성자 플루
언스 조건하에 개월동안 노출된 시료의 평균인장강도는 로 이것은 개월34 1.0MPa 34
동안 의 오븐에 넣은 시료의 인장강도와 거의 비슷한 결과이다 방사선에 노출되200 .℃

지도 열을 받지도 않은 고 알루미나 시멘트를 재료로 한 의 평균 인장control sample
강도는 이었다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으며 의 오븐에 개월과 개월동안3.1MPa . 200 6 34℃

노출된 시료의 인장강도는 와 이다1.2 0.9MPa . 1×1019ncm-2과 7×1019ncm-2의 중성자플루
언스에 개월과 개월 동안 노출된 각 시료의 평균인장강도는 와 이다 비6 34 1.4 1.0M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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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인장강도가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것보다 낮은 강도를

보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시료가 로 가열되면 방사선의 노출 유무와 관계없이 인, 200℃
장강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 그러므로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강도 감소는 온.
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열은 되었으나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는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온도 보다 에서 더욱 감소가 크게 발생한다50 200 .℃ ℃

외 는 사문암 골재와 고 알루미나 시멘트로 구성된 콘크리트에 대한 휨Elleuch [9.6]
강도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한 온도는 약 이다 고속중150 240 .～ ℃

성자 조사선량 약 2×1019ncm-2에 시료를 노출시키면 휨강도는 와 상대습도 에20 60%℃

서 양생된 의 강도보다 약 정도 감소하였으며 고속중성자control sample 65% , 4×1019와
1020ncm-2에 시료를 노출시키면 약 정도의 강도감소가 발생한다 고속중성자 플루80% .
언스 약 2×1019와 1020ncm-2에 노출된 시료와 정도로 가열되고 방사선에 노160 200～ ℃

출되지 않은 시료의 강도를 비교해 보면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강도가 약 정도, 40%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방사선 손상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와 는 중정석과 석회암 등을 골재로 한 콘크리트에 대한 휨Granata Montaginini[9.12]
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조건은 열중성자 조사선량이 약. 1019와 1020ncm-2이며 방
사선 온도는 와 정도이었다 석회암 콘크리트과 중정석 콘크리트130 140 270 300 .～ ℃ ～ ℃

를 방사선에 노출시키지는 않았으나 로 가열한 시료의 강도는 와270 300 3.4MPa～ ℃

을 나타냈다3.7MPa . 1019ncm-2의 총 중성자 선량에 노출시킨 콘크리트의 휨강도는 방

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 보다 약 정도 낮았으며10% , 1029ncm-2의 중성자 선량에서

는 시료가 매우 큰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어떠한 휨강도 시험도 측정할 수 없었다.
과 는 중정석 자철석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Houben[9.18] Van der Schaaf[9.19] , ,

트에 대하여 휨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부 시료는 포틀랜드시멘트로 구성되었으나.
또 다른 일부 시료는 포틀랜드시멘트 클링커와 고로슬래그를 혼합하여 만든 고로슬래

그 시멘트와 중정석을 골재로 한 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속중성자 선속밀도는 약 0.2 0.5×10～ 14ncm-2s-1이었으며 총 중성자 선량은 약 3～

8×1019ncm-2이다 시료의 가운데 부분의 온도는 약 이며 시험기기의 온도는. 150 200～ ℃

약 정도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는 방사선에 노출된 시간과 온도와 유사한50℃
조건의 일 온도하에 있었다 표 는 실험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방사선에 노21 , 400 . 9.4℃

출된 중정석 콘크리트와 자철석 콘크리트 시료의 강도감소는 각 약 와 이며31% 22%
이 감소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가 온도효과에 의하여 감소한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고로슬래그와 중정석을 골재로 사용한 시료의 경우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에서 강도감소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방사선을 조사한 콘크리트에서는 온도효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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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료의 훼손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볼 때 방사선에 의한 열효과가 콘크리트의 휨.
강도 특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콘크리트의 휨강도 및 탄성계수에 미치는 중성자 및 온도의 영향9.4 [9.18-19]

는 감마선과 콘크리트 인장강도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Gray[9.7] 2 4×10～ 10rad
의 감마선에 노출된 시료와 에 대한 인장강도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control sample .
과 인장강도의 차이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1019ncm-2 중성자 플루언스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시료를 노출시키면 인장강도는 감소하며 이 감소율은 압축강도의 감소율보다

더욱 크다고 보고하였다.

탄성계수3)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동탄성계수 감소는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

는 열에 상당한 영향을 받으며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골재의 낮은 밀도 특성 때문

에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고온에 저항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도 있다.
외 는 석회암 콘크리트의 동탄성계수와 방사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Kelly [9.5]

행하였다 고속중성자 선량의 강도는. 1×1019와 2×1019ncm-2으로 의 결과control sample
보다 약 각각 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10% 20% . 4.7×1010ncm-2강도의 감마
선에 노출된 석회암 콘크리트의 경우 약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동탄성계수의 감소13%
와 체적변화는 방사선에 의한 석회암 골재의 부피와 탄성계수의 변화 때문으로 판단된

다.
외 는 사문암 골재와 고 알루미나 시멘트를 주요 성분으로 한 콘크리트를Elleuch [9.6]

중성자에 노출시켜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시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되는 온도는.
약 이며 고속중성자 선량은150 240 3×10～ ℃ 19와 1020ncm-2이다 실험결과 방사선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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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료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고 온도가 그리고 상대습도가 에서 양생된20 60%℃

의 동탄성계수에 비하여 각각 와 정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리control sample 40% 45% .
고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았지만 와 의 온도로 가열된 시료의 동탄성계수와160 200℃ ℃

비교해 본 결과 각각 낮았으며 이러한 동탄성계수의 전체적인 감소의 주된23%, 24%
원인은 고온의 온도와 방사선 손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와 는Granata Montagnini[9.12] 1019ncm-2의 열중성자플루언스에 노출된 석회암 콘크
리트의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는 방사선 노출은 없.
으나 방사선 온도 와 유사한 조건에 노출된 시료 보다 약 큰 것을 확130 140 22%～ ℃

인하였다 과 는 중성자플루언스의 범위가. Houben[9.18] Van der Schaaf[9.19] 3～
8×1019ncm-2인 방사선에 중정석 콘크리트를 노출시켜 동정탄성계수 변화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동탄성계수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고 방사선으로 온도증가만을 고려한 시료의 동탄성계수 보다 약간 낮았다 한편 자.
철석 콘크리트와 중정석 콘크리트의 동탄성계수를 측정한 결과 자철석 콘크리트가 중

정석 콘크리트에 비하여 고온에 영향을 덜 받으며 측정된 동탄성계수의 편차는 정탄성

계수와 휨강도의 편차와 비교해 보면 낮았다.
는Gray[9.7] 7×1018과 3×1019ncm-2의 고속중성자 선량 하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를 측정한 결과 의 동탄성계수는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동탄성계control sample
수 보다 와 정도 높으며 또한 콘크리트를10% 20% , Alexander[13.20] 2×1019ncm-2의 고
속중성자 선량에 노출시킨 결과 유사한 결과를 획득하였다.

는Dubrovskii[9.20] 5×1019ncm-2 보다 낮은 중성자 선량에 노출된 사암과 강모래를
주요 골재로 한 콘크리트에 대한 탄성계수 측정시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control

의 결과와 특별한 결과의 차이는 없으나 중성자 조사선량을sample , 1.45×1020ncm-2로
증가시켰을 때에는 정도 탄성계수가 감소하였다10 20% .～

일반적으로 1019ncm-2를 초과하는 강도의 중성자플루언스하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탄
성계수는 의 탄성계수보다 결과가 낮다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실험결과control sample .
를 검토해보면 방사선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한 피해가 방사선 자체의 원인인지 방

사선 열에 의한것이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감마선 자체가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체적변화와 중량감소4)
방사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에서 선형적인 체적변화가 발생하는 것과 같이 골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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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인 체적변화가 발생한다 외 콘크리트가 고속중성자 선량(Kelly [9.8]). Flint
1×1019ncm-2인 조건에 노출되면 정도 그리고0.2 1.0% , 4×10～ 19ncm-2인에 노출되면 2～
의 길이증가가 발생한다 위 실험과 동일한 조건의 방사선에 골재를 노출시키4% . flint

면 와 길이증가가 발생한다 석회암 콘크리트의 경우 와 의 길이증0.2% 1.3% . 0.1% 1.0%
가가 석회암 골재의 경우 와 길이증가가 각각 발생한다 그러나, 0.2% 1.7% . 2.27×1010과
4.7×1010 의 감마선에 석회암 콘크리트가 노출되면 와 의 길이 감소가rad 0.03% 0.062%
발생하였다.
고속중성자는 석회암 콘크리트보다 콘크리트에 더욱 큰 체적변화를 야기한다flint .

앞에서 언급한 실험결과를 검토해보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감소율은 석회암 콘, flint
크리트의 인장강도 감소율 보다 크며 골재의 체적변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중성자에 골재가 노출될 경우 골재의 체적 변화가 클수록 콘크리트의 강도는 감소. ,
한다 예를 들어. 1 3ncm～ -2인 고속중성자 조사선량에 와 석회암 콘크리트를 각각flint
노출시키면 중량의 감소는 두 콘크리트 모두에서 약 정도 발생한다 또한 석회암2% .
콘크리트의 경우 2.27×1010과 4.7×1010 의 감마선에 노출되면 와 의 중량rad 1.1.5% 2.35%
감소가 발생한다.

외 는 실험을 통하여 사문암 골재와 고 알루미나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Elleuch [9.6]
리트를 2×1019와 9×1019ncm-2의 고속중성자 선량에 노출시켰을 때의 길이변화를 측정하
였다 실험결과 와 길이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사문암 골재에 대한 실험결과. 0.25% 0.7%
또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문암을 골재로 한 두 종류의 시료에 대한 길.
이변화를 측정하였다 첫 번째 시료는 온도 와 상대습도 에서 양생된. 20 60% control℃

이며 두 번째 시료는 방사선에 노출될 때 발생되는 온도를 고려하여 고온의 온sample
도에 노출되었다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의 탄성계수는 의 실험결과와 상. control sample
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므로 사문암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체적변화의 주된 원인은.
방사선 손상과 부분적인 미세균열이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사선에 노출된.
시료와 고온의 온도에만 노출된 시료 모두에서 시멘트페이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

의 증발로 인한 중량감소는 발생하였으나 체적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와 는 실험을 통하여Granata Montagnini[9.12] 1019ncm-2정도의 중성자플루언스 하에

는 석회암 콘크리트와 중정석 콘크리트가 노출되더라도 체적변화가 발생하지 않으나,
1020ncm-2이상의 조건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시료가 파괴되어 실험을 수행할 수 없었다.

에서 수행된 실험 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열중성자 선량이UKAEA [9.10, 9.17] 4,3×1018
과 7×1019ncm-2인 조건하에서는 보통콘크리트 중량감소는 약 와 이며2.0% 3.2% ,

는 중성자 플루언스가USSR 1.45×1020ncm-2인 경우 보통 콘크리트의 밀도 감소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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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11% .

열 팽창5)
1019ncm-2의 방사선에 노출된 석회암 콘크리트와 중정석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는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고 온도효과만을 고려해준 시료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또한 외 는 중성자플루언스가[9.12]. Hislsdorf [9.15] 5×1019ncm-2 이하인 경우에는 방사
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와 방사선 온도를 고려해 가열된 시료의 열팽창 계수와는 특별한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의 실험결과는. USSR [9.14] 1.45×1020ncm-2의 중성자
플루언스 강도에 노출된 보통 콘크리트의 열팽창감소율은 약 정도라고 하였5 10%～

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마선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팽창에 대한 어떠한 유용한 결과도.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열 전도율6) (thermal conductivity)
외 는 중성자가 석회암 콘크리트와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에 미치는 영Kelly [9.5] flint

향은 다양하다고 하였다 방사선에 노출된 두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은 방사선에 노출되.
지 않은 것에 비하여 다소 낮고 중성자 플루언스의 강도가 1×1019과 3×1019ncm-2인 조
건하에서는 와 감소하며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열전도율35% 55% flint
이 동일 조건의 석회암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에 비하여 크다 방사선에 노출된 두 콘크.
리트의 열전도율 변화는 방사선에 노출된 상태의 각각의 골재 열전도율의 변화와 유사

하다.
외 는 중성자 플루언스의 강도가Dubrovskii [9.14] 1.45×1020ncm-2인 조건하에서는 콘

크리트의 열전도율이 약 정도 감소하고30 35% 5×10～ 19ncm-2 이하에서는 확연한 열전
도율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와 은 석회암 콘크리트와 중정석 콘크리트에 대한 열전도율Granata Montagnini[9.12]
실험을 통하여 방사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은 방사선 온도만큼 가열만 시킨

콘크리트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또한 외 는 방사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Hilsdort [9.15]
열전도율은 방사선에 노출되지도 가열되지도 않은 콘크리트의 열전도율보다 20 50%～

정도까지 낮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원인은 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이 주된 원인

이라고 하였다.

기체 발생7)



- 118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가 감마선과 중성자에 노출되었을 때 콘크리트에서는 기체가 발

생한다 발생한 기체를 구성하는 성분은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일산화탄[9.5, 9.6, 9.7]. , , , ,
소 이산화탄소 등이며 이는 방사선 가열로 인해 수분이 콘크리트에서 증발할 때 물이, ,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증발한 기체에 의하여 콘크리트radiolysis .
내부에서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것에 의하여 콘크리트 변화가 발생한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다 그러나 발생하는 기체에 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철근의 부식.
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있다.

핵적 특성8)
방사선은 콘크리트의 밀도와 화학적 조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9.20].

므로 방사선이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특성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방사선 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수분손실이 콘크리트 차.
폐체의 특성과 방사선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하

다.

방사선 허용치9.3 (Radiation Limits)
중성자와 감마선이 콘크리트에 일정 수준 이상 가해지면 가해진 방사선은

콘크리트의 물리적역학적 특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발표된 결과를.․
종합해보면 방사선 손상을 최소화하는 콘크리트의 재료선택과 배합 등에 관련된,
확고한 추천방법이 현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방사선 손상을.
감소시키기 위해 차폐체 내의 골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이다.
방사선 차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콘크리트의 역학적인 특성 보다는 차폐특성이 더욱,

중요해 진다 콘크리트 방사선 특성은 방사선이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함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방사선차폐체 설계에 있어서 방사선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같은 역학적 특성의

열화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생각은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원자로를 구성하는 구조물 또는 프리스트레스 pressure

과 같은 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방사선이 조사되고 있는 차폐체 표면으로부터vessel .
콘크리트 내부로 들어갈수록 측정되는 방사선량은 급속히 감소되며 일반적으로 약,

이내의 두께어서 콘크리트가 방사선의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의50 .㎝

콘크리트 열화가 구조물의 역학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한 고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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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할 것이다.
방사선 원자로의 방사선 차단용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에 대한 영국시방서 를[9.21]

검토해 보면 콘크리트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중성자에 대한 정확한 양을 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서술하지는 않지만 0.5×1018ncm-2 중성자 선량 이하는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다 에 대한 미국. Concrete reactor vessles and containments
코드 에서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에 대한 방사선 한계를[9.22] 10×1020 또는ntv(
ncm-2 는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년 는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벽이 어느 정도의 방사선량에 심각한1958 Davis[9.3]
손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원자로에서 이 의문과 관련된BEPO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실험결과 원자로는. BEPO 1011ncm-2s-1의 중성자 선속밀도

조건하에서 적어도 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는 실험을10 , Davis[9.3]
통하여 보통콘크리트는 중성자와 감마선의 혼합선량이 3×1020 particles cm-2를 초과하는
조건에 있으면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년 이상 보통콘크리트가. 10 1012
particles cm-2s-1의 에 노출된 상태에 해당하는 선량이다 는combined flux density . Davis
또한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의한 열효과는 방사선 자체에 의한 피해보다

콘크리트의 특성에 더욱 큰 악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에 방사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욱더 많은 조사가 수행되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외 는 년과 년 사이에 원자로의 콘크리트Price [9.23] 1953 1956 BEPO ORNL Graphite
차폐체와 에서 실험한 결과를 통해UKAEA [9.10, 9.17] 3×1019ncm-2정도의 열중성자

선량에서는 모두 첫해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년후 강도가, 2 5×1019ncm-2로
변했을 때 조사시료 모두에서 강도감소가 발생했다고 언급하였다 표 는 이와. 9.3
관련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대다수의 원자로에서 가동기간 동안 방사선 손상에 의한.
콘크리트의 특성변화를 조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콘크리트에,
가해지는 방사선 손상이 방사선 열에 의한 초과응력 발생 보다 덜 심각한 문제로

취급되었다.
의 지하터널에 있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파손의US National reactor Borax-I reactor

경우 파손의 주요원인은 방사선이 아닌 콘크리트의 가열에 의한 수분 증발로 인해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한편 는 방사선 허용치를. Hungerfor[9.24]
넘어서면 콘크리트에는 방사선 피해가 발생하며 그 기준으로 고속중성자는 1019ncm-2,
감마선인 경우는 1012 정도라고 제시한 바 있다rad .
방사선 차단과 관련된 기술보고서에서는 방사선 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손상이[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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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상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 이유는 방사선.
열에 의해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에 손상을 미칠 수 있는 임계

선속밀도가 직접적인 방사선 조사에 의한 콘크리트 손상을 유발하는데 필요한,
선속밀도 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12ncm-2s-1의 선속밀도에 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는 온도 상승이 일어나며 콘크리트의 경우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온도경사에 의하여 콘크리트 내부에는 초과 열응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반면에.
선속밀도가 일정하다고 하였을 때, 1012ncm-2s-1이 1021ncm-2 가 위해서는 약 년s 30
정도가 필요하며 이것은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incident

는neutron flux density 5×1019ncm-2s-1로 제한되어야하며 에서는1MEV gamma ray
4×1010gamma photons cm-2s-1로 제한되어야한다고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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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맺음말10 .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과 관련하여 관련 기술 선진국들의 콘크리트 구조물

안전규제 기준 을 분석하고 관련 기술의 기술동향 및(safety criteria and requirement) ,
방사선으로 인한 콘크리트의 손상 과 열화 현상에 대해(radiation damage) (deterioration)
포괄적인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콘크리트 캐스크의 설계는 매우 다양하므로 이들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허용기준을 개별적으로 정의하거나 또는 일괄적인 단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콘크리트 재료적인 특성에서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온도의 경우 캐스크. ,
벽체 내의 최대 온도제한은 이하이어야 하며 온도경사는 콘크리트 균열방지를95 ,℃

위해 이하가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한편 방사선량의 경우 입사 에너지가60 . 10℃ 10

이하일 경우에는 핵반응으로 인한 가열을 무시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가MeV/ .sec ,㎠

1019 보다 더 큰 방사선량에 노출된다면 혹은neutron/ , 10㎠ 10 를 초과하는rad
감마선량에 노출된다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콘크리트에 대한 방사화의 영향은 크게 두가지 메카니즘이 작용한다 하나는.

방사화로 인한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 재료적 특성이 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손상은.
재료의 결합을 끊을 수 있고 재료의 취성화를 유발하기도 한다 두 번째 가능한.
작용으로는 방사화 에너지 흡수로 인한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
두가지 메카니즘을 서로 명확히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조사시

발생하는 온도상승으로 인한 콘크리트 손상이 방사선 자체에 의한 재료적인 손상 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콘크리트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임계 방사선량.
값이 온도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임계값 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콘크리트에.
대한 방사선 조사시 재료의 역학적 거동변화는 주로 온도상승으로 인한 콘크리트 내부

함수량의 변화 및 재료간의 열적물성 차이로 인한 체적증가와 균열발생으로 인해

기인한다.
고온 및 방사선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물리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연구자들․

마다 각기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배합설계 및 재료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실험이 수행된 조건이 틀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높은 온도 및 고선량.
조건에서의 콘크리트 실험결과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조심이

필요하다 우선 온도 및 방사선에 내구성이 강한 콘크리트 재료를 선택해야 할 것이며. ,
현재 고려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에 적합한 설계제원을 도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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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콘크리트 실증실험을 통해 면밀한 검증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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