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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 제 꼭 

“미리l 원자랙 시스템애샤 받생되는 방사성폐기울의 뜩생분석” 

n. 연구개딸의 목적 및 필요성 
미래원자력발전 시스템에서 고려하고 있는 4가지 종류의 핵연료주기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울의 특성을 조사연구 함으로서 이 뜰 해연료주기가 국 

가정책으로 채택될 때 방사생폐기물의 처리 · 처분기술 개발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발생하는 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처리룹 위해서는 기초자료， 특히 처 

리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화학자료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여러 가 

지 처리 · 처분방법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가 추구하는 

핵연료주기 및 원자력 정책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기술을 연 

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m.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비순환 및 재순환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폐기물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장수 

명 핵종， 초우란원소 및 마이너 악티늄족원소(Np. Am 및 Cm) 퉁의 화학적 

및 방사선적 거동을 연구함으로서 이들의 처리 및 처분에 대한 영향을 파악 

한다 

장수명 핵종의 화학적 분리 및 P- T(Partition & transmutation)분리 및 소 

멸처리)기술을 적용할 때， 이 들의 처리 · 처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한계 

를 검토하였다 

N . 연구개발의 결과 

핵연료의 종류와 연소도 및 냉각기간에 따라 처분대상 사용후핵연료의 방 
사성독성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액년 간은 9OSr , l37Cs 퉁이 띠친다‘ 
103- 105년 사이에는 24 lAm, 243kn, 2었Pu ， 240pU 등의 영향이 크며 그 이후에 
는 237Np 및 방사성붕괴로 생긴 229Th, ~a 둥의 영향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히 직접처분대상의 사용후핵연료에 함유되어 있는 
237Np(241 Am의 Q붕괴로 생성)， 1291 및 99Tc은 처분장의 지질특성에 따라 장기 



간 방사선피폭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부터 제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악티늄족원소 둥을 함유하고 있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 처리공정 
개발을 위해 기초화학 자료의 확보는 필수적임올 인식하였다. 만일 이런 기 
초화학을 이해하지 못하연 기존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공정에서 발생하 

는 고장수리나 처리공정의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의 하나인 건식처리공정은 습식처리공정에 비 
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어 현재 여러 나라에서 집중적인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산화물핵연료를 영화물형태로 바꾸고 용융염욕에서 전해 
하여 우라늄을 석출시키는 것이다 공정의 특성에 따라 전해정련공정과 금속 

전환공정으로 구분하고， 전해정련공정은 DDP공정과 LiCI-KCI공정으로， 금속 
전환공정은 Li공정과 용융염이송공정으로 나누고 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연구개발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습식처리공정으 

로 TRUEX공정， CTH공정， DIAMEX공정， DIDPA공정， TRPO공정 및 
SESAME공정 등을 들 수 있고 이들은 각 국의 원자력환경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몇 가지 가능한 핵연료주기 (MOX， CORA江-PNA 및 IMF)률 채택하여 사 
용후핵연료를 재순환함으로서 수평 처분장시설에 공정폐기물 및 직접 처분 

되는 사용후핵연료 거치량을 중가시켜 처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 
한 개념연구결과를 수록하여 향후 처분장설계에 참고토록 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향후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원자력정책방향과 실정에 부합하는 원자력발전 

시스템 및 핵연료주기기술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 

더라도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 처리 · 처분은 원자력이용올 지 
속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에 대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능한 핵연 
료주기로부터 배출될 수 있는 장수영 · 고독성 핵종들의 분리를 위한 화학적 
거동을 검토하였고 이 결과는 앞으로 추구할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이들의 처리 · 처분)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방열/장수명 핵종이다. 예컨대， 사용후핵연료 중 방사 
성붕괴 반감기가 30년인 137CS과 28년인 90Sr만올 선택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열 부하량을 50%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장수명 핵종인 l~ 및 99Tc과 
악티늄족원소를 분리/핵변환시킴으로써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올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방사성붕괴열 부하와 장수영핵종의 방사선적 독성올 갑소시킬 수 
있는 핵종의 분리/핵변환기술개발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개발 
이 휠요하고 이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채택되는 핵연료주기에 따라 Pu, Am 및 Np 둥을 재순환함으써 처분장의 
열 부하를 갑소시켜 처분량을 중가시키는 이득에 대하여 처분장올 셜계할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현실적 한계를 규명하여 척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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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Projcct Titlc 

Analvsis of Charactcristics of Radioactivc Waste from Future Nuclcal 

E꿇니과미.Qâ 

11. Objc‘:tives of thc Projcct 

This project is to conduct a study on thc characteristics of radioactive 

waste expected to arise from 4 potential types of nuclear fuel cycles 

being considered for future nuclear power generation , so that the outcome 

of thc study can scrvc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on 

radioactivc waste treatmcnt and disposal, at the stage when the 

govcrnment makes a decision to take one of the future nuclear fuel cycle 

optlons 

The above mentioned study is necessary because saf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future radioactive waste requires basic and in- depth 

information in particular regarding chemical properties for the treatment 

process. Moreover, technical options of radioactive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 which can be 마osen based on such study, have their own 

strength and weakness requiring R&D to find an optimized solution to 

the specific nuclear fuel cycle and nuclear policy pursued by a country. 

ill.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project focuses on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from open and 

closed nuclear fuel cycles. 1t covers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n 

radioactive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by the chemical and radiological 

behaviour of the long - lived radionuclides, transuranic elements, mainly 

minor actinides (Np, Am, and Cm), and etc. 

The project also covers evaluation on the benefits and limits of the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by the application of ~~hemical seo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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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om! - lived radionuclides as wcll a~ P&T(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 technology 

N. Rcsults of thc Project 

In general, the radiological toxicity of disposcd spcnt nuclcar fucl during 

thc first scveral hundred ycars of the rcpository post- closure is 

dominated by such radionuclidcs as ‘XlSr, and I37CS, although thc toxicity 

depends on type, burn - up, and c。이ing timc of thc spcnt nuclear fue l. 

Thcn , during the period of 101
• 105 years, the toxicity is dominated by 

such radlmuchdes as 24lArn, 243Am, zηPu， 240pU , while beyond that period 

by 237Np, and radiological decay products, e.g. 칭Th and 정Ra. On the 

other hand, it has been confirmed that separation of 237Np (a decay 

product of 241 Am l, 1291 and (J9Tc from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to 

be disposed of, in particular, from spcnt nuclear fuel for direct disposal, is 

important because they can play as important sources of a repository 

causing potential radiological dose to the public and the environment for a 

long period of time. 

It has been recognized that the aquisition of sufficient information of the 

basic chemistry regarding actinides is essential for the effective treatment 

of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The lack of understanding about such 

basic chemistry will lead to a lot of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the treatment process. 

The pyro- processing which is one of the options for the next generation 

spent nuclear fuel reprocessing, becomes an R&D focus by many 

countries since the pyro-processing has several advantages over the wet 

processing. The pyro- processing is to transform the oxide fuel into a salt 

form which is then melted before uranium is separated by electrolysis 

with the molten salt. The process is classified depencling on the process 

characteristics as electro-refining and electrolytic reduction. Further, the 

electro-refining is categorized as DDP process and LiCI- KCl process, 

IV 



while the clcctrolytic rccluction as Li proccss ancl salt transportation 

proccss 

Conccrning thc treatmcnt of high Icvcl raclioactive wastc, thcre arc a 

numbcr of processes bcing c1evclopccl by many countrics. They incluclc 

TrrUEX proccss , CTH proccss, DIAMEX proccss, DIDPA proccss, TRPO 

process, ancl SESAME process, which offer options to bc chosen by each 

country depencling on hcr country spccific situation rclatccl to nuclear 

power gcncratlOn 

Some information of research results which can be referred to in 

desillninll a disoosal facilitv in the future. have been comoilecl oroviclinll 

conccDtual studies on Q"ainin Q" renos itorv hcnefits throlH!'h thc inncasc of 

lhe disoosal caDacitv of radioactive waste (reDrocessin Q" DrOCCSS waste or 

SDent nuclear fuel for direct disnosall hv recvclin Q" Sllf‘nt nuclcar fucl 

Usinll some of the available nuclear fuel cvcles (MOX. COTAIL- PNA. 

뼈맥EL 

V. Proposal for Applications 

In the future, Korea is expected to chose a mid- and long- term nuclear 

p이icy direction together with a nuclear power generation system and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which will be suitable for the country ’s 

situation. Regardless of which direction, system and technology are 

chosen, the safe treatment and c1isposal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 te 

from the selected cycle will be essential for the continuous use of the 

nuclear energy. To address this aspect, the chemical behaviour of 

long - lived, highly toxic radionuclides has been investigated for their 

separation from the conceivable future nuclear fuel cy미es. The results of 

the s tudy will serve as a usefu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nuclear fuel cycle technology. 

For the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i.e. treat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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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α)saIJ ， highly lhcrmal and long- lived radionuclides have the highest 

influcncc on the disposa l. For examplc, only with a selcctive scparation of 

l17Cs (hal f-l ifc: 30 ycars) and ~KJSr (hal f-l ifc ’ 28 ycars) , it may be possible 

to reduce the lhcrmal load in a repository by 50 %. 1n addition , P&T of 

1291 and ~)Tc， which arc long- livcd radionuclides, will be able to enhance 

the safety of a repository cxtensivcly 

Therefore, it is neccssary to conduct R&D on partitioning and 

transmutation of radionuclides which can reduce thermal load and 

radiological toxicity. Accordingly, a continued basic R&D on P&T related 

field is prerequisite. The practical benefits and lirnitations of des igning a 

repository sho비d be weighed for the realization of gains in the increase 

of cffective capacity of a repository by reducing the thermal load through 

the recycling of radionuclides such as Pu , Am, and Np within a nuclear 

fuel cycle to bc chos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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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 장 서론 

제 l절. 핵연료주가 옵션 

모든 핵연료주기는 우라늄 채광과 정련의 공통된 선행핵연료주기의 환옹 

이 있고， 고려되고 있는 4종류의 핵연료주기는 서로 다른 후행 폐기물관리 

선택성을 기지고 있다‘ 4가지 종류의 핵연료주기의 내용윤 살펴보띤 다음과 

갇다 

1.비순환핵연료주기 (Once- through cycIe): 

사용후핵연를 처분하기 위한 최소의 처리만 하고 모두 고준위폐기물로 처 

분한다 

2.부분재순환(Partial recycIe): 

선택된 몇 가지 악티늄족원소만 재순환하고 다른 악티늄족원소는 폐기물에 

잔류된다 처분장에 보낼 핵분열성물질이 감소되므로 처분장내에서 핵물질보 

장조치와 핵 임계 문제가 경감된다. 

3.완전재순환(Full recycIe): 

사용후핵연료의 재순환은 폐기물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다단계의 선택을 하 

게한다- 폐기물 중의 핵분열성물질의 함량은 1 -2차수 감소하여 폐기물관리 

와 처분장에서의 핵물질보장조치 및 해 임계 문제는 현저히 줄어든다 폐기 

물의 방사성독성은 감소된다 

폐기물고화채: 

폐기물의 화학형태와 기하학적 형상은 성능을 최 대로 하기 위해 최적화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전력생산을 위한 필요성(열전달이 잘되게 하기 위해 넓 

은 표면적)과 원하는 폐기물형태(낮은 지하수 용해율을 위해 낮은 표면적)의 

필요성은 상충된다. 처분장 환경에서 여러 형태의 사용후핵연료에서 예상되 

는 거동은 많은 차이가 있음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리에서 오는 폐기물관리의 

이득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 

처분장설계: 



폐기월은 처분장의 대안적 선택사항플 구성하기 위해 몇 가지 유형으로 분 

별할 수 있다 현재의 처분장 셜깨는 방사성붕괴열로 인한 온도 상숭올 최소 

화하기 위해 넓은 지역에 폐기룹 포장체블 분포시킨다 방사생불질의 붕괴 

열로 인한 온도 상숭은 폐기룹 고화체， 포장， 및 국지지역 지진의 열화(1; 

化) , 지하수 흐름의 변경， 처분장 성능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만일 열올 

발생하는 핵분열생성뀔진 즉 OOSr 빛 J:!7Cs을 분리하여 개별적으꼬 관리한다 
띤 처분장의 크기는 현저히 졸어든다 

4. 모든악티늄족원소재순환(All-actinide recycle): 
사용후핵연료 중 모든헤분열성물질(플루토늄 233U 빛 마이너 악티늄족원소) 

올 재순환시키고 이와 관련하여 부가적인 처분장 선택사항을 고려한다. 핵물 

질보장조치와 핵임계문제는 실제적 목적에서는 제외한다. 폐기울의 독성이 

줄어들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처분장의 실계 선택이 가능해 진다 플루 

토늄과 마이냐 악티늄족원소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폐기물 중에 납아 있는 

유일한 말열성 핵종은 OOSr 빛 I37CS이다 이들을 분리하여 별개의 관리를 하 
면 남아 있는 핵종은 저열 발생 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낮은 비용의 

처분장 설계와 방사성붕괴열에 의한 지층 처분장에 파괴적인 특성올 피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높은 수행 성능을 가능케 해준다， 

혜기물관리와 여러 가지 핵연료주기들 사이에는 교환적 균형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부가적인 처리는 가까운 장래의 위험은 증가시키나 장기적인 

위험은 감소시키고 폐기물관리 비용도 달라진다 이런 모든 문제는 핵연료주 

기를 고려할 때 다루어져야 한다. 

채 2절.고준위방사생폐기물의 형태와 특성 

핵연료의 종류와 그 연소도 및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방법에 따라 발생 

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형태나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40 

MWψkg의 연소도를 갖는 경수로 (LWR- Light Water Reactor) 사용후핵연 

료를 5년간 냉각시킨 후 전형적인 방법으로 재처리(영국) 하였올 때 용매추 

출 공정의 폐기물(first cyc1e waste, 고준위 방사생 폐액)내 kg-U당 방사성 

핵종의 양은 표l과 같다[l]. 고준위 방사성폐액을 유리형태로 고정화 (유리고 

화체)한 후 드럼통 속에 밀봉하여 40여 년 동안 임시 저장하는데 1,000 t 규 

끼
 ζ
 



모의 재처펴시실에샤 연간 발생하는 유리고화체는 100-2α)드 럼 (200 L블이) 

이 펀다고 한다[2]. 

한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할 때 대부분의 U 및 PU를 분리하게 되어 미 

i양의 U 및 PU를 포함한 마이너 악티늄족원소(MA-Minor Actinidcs)만이 핵 

분열 생성불과 함께 납게 되는 재처리 폐기불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뜰 직 

전 치분대상의 고준위 방사생 폐기괄포 삼을 정우， U을 포함한 모든 악티늄 

족원소가 핵분열 생성울 및 악티늄족원소의 붕괴생성불이 함께 둘어있어 방 

사능 준위가 대단히 높다 

표 1 . 40 kW/kg. 40 MWd/kg 및 5년 냉각 LWR 시용후핵연료에서 추정한 첫 주기 밍시성며| 
기물. 

원자번호 원소 mg/kg-U 원자번호 원소 mg/kg-U 
24 Cr 225 52 Te 646 
26 Fe 850 55 Cs 290 1 
28 Ni 162 56 Ba 2043 
31 Ge 1.46 57 La 1481 

33 As 0.041 58 Ce 2778 
34 Se 66.84 59 Pr 1414 
37 Rb 410 60 Nd 4997 

38 Sr 963 61 Pm <50 

39 Y 529 62 Sm 1060 

40 Zr 4226 63 Eu 184 
42 Mo 4040 64 Gd 12193 
43 Tc 1020 65 Tb 4.42 
44 Ru 2878 66 Dy 2.18 
45 Rh 525 68 Er 0.10 
46 Pd 1826 92 U 25 
47 Ag 36 93 Np 457 
48 Cd 115 94 PU 18 

49 In 2.9 95 Am 59 

50 Sn 105 96 Cm 33 
51 Sb 25.5 PO,3 75 

처리시 알생한 져|적(개략) : 0.250L/kg-U 
* 그 밖에 처리한 사용후 핵연료의 톤당 4.7 MBq 249Bk 및 1 MBq Ct(여러 종류의 동위원 
소)01 들어있다‘ 나머지의 상당한 비율이 상이힌 처분 경로에 따라 용해조 잔류물 속에 남 

기 검지만 여기서는 Tc . Pt 금속 등 전 핵운열수율을 포횡한다 

핵연료의 종류와 연소도 및 냉각기간에 따라 HIALl 로 나타낸 사용 후 핵연 

η
 
J 



묘의 독성은 다르다 예컨대 33，α)() MWcVt 의 연소도릎 갖는 가암경수로 

(PWIl- Pressurized Light Water Ileactor) 사용후해연료를 윈자녁 말진로에 

서 인출하여 5년경파 하였을 때 그 l톤에 들어있는 주요 해종의 방사생독생 

을 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연 그힘 l과 같디[2]. 여기서 HIALI 는 엽의의 해종 

l의 연간섭취 한도(ALI-Annual Limit on Intake)[3l에 대한 그 핵종 i의 방사 

능(Bq)비할 나타낸디 그림 l애서 보는 바와 같이 처음 수 백년간의 벙사성 

독성은 %Sr, l37Cs 퉁이 지매하고 1O:!- 105년 사이에는 24lAm, 243Am, 
영Pu ， 

:!40pu 둥이 지매적이며 그 이후에는 mNp 및 방사성 붕괴로 생긴 m’Th, 
!5na 둥이 지매함을 알 수 있다 장기간 잠재적 간강위협의 판점으로 보아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 재처리 폐기울 내 악티늄족원소는 다픈 어떤 Q입자 

방출 핵종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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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내 여러 핵종의 시간경과에 따른 HIALI 의 

변화 (PWR 사용후핵연료 33,000 MWd!t, 5년 냉각) 

표2는 악티늄족원소와 란탄족원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자번호가 낮은 악티늄족원소는 폐기물 세척공정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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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이상의 악티늄족원소는 폐기불 흐류에서 매우 낮은 농도로 늘어있고 고 

도의 특수상황에서만 생낀다 악티늄족원소의 화학적 득성에 대한 초기 징후 

틀 이에 대응하는 란탄족 윈소로부터 추성할 수 있다. 각 란탄계열 원소에 

대웅하는 초 PU원소의 화학적 특성은 란단깨열의 그것과 유사하다 예컨대， 

Am(illl은 Eu(illl과 비슷한 화학적 성진윤 갖고 있다 

표2. 악티늄족윈소와 란탄족 윈소 간 주기적 관계 

란틴계열 

Ac Th Pa U Np PU Am Cm Bk Cf Es Fm Md No Lw 

La Ce Pr Nd Pm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익틴계열 

표3에는 폐기물 처리공정에서 중요한 Q업자 방출체를 제시하였다. Ra 및 

Rn은 악티늄족원소의 딸 해종으로 많은 악티늄족원소 폐기물속에 들어있고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켰다[1J. 

표3 폐기물 처리에서 중요한 a입자 방출체 

악티나이드 동위원소 원자번효 망사성 웅괴 반김기 

U-232 

%영EE+얘eO8야 Syy 
U-233 1.59 
U-234 92 2.46 
U-235 7.04 
U-238 4.47E+09y 

Np-237 93 2.14E+06y 
Pu-238 87E 7+O0y4 
Pu-239 94 2.41 E+04y 
Pu-240 6.59E+03y 
Pu-242 3.74E+05y 
Am-241 

43270oOyy3 Am-242m 95 141.0 
Am-243 7.36E+03y 
Cm-243 

3OEE O1++O O00yy33yv 
Cm-244 96 18 
Cm-245 8.50 
Cm-246 4.73E+03y 
Th-230 

90 7.54E+04y 
Th-232 1.40E+l0y 
Ra-226 88 1.60E+03 
Rn-222 86 3.83d 

주1.59E+05 y는 1.59X 1 05 Y률 뜻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히 직접처분 대상의 사용후핵연료 속에 들어있는 

Zl7Np(241Am 의 Q입자 붕괴로 생긴다)， I~ 및 99Tc은 처분장의 지질특성에 

g u 



따라 장기간 방사선 피폭윈 [4] 이 될 수 있지 때문에 이들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지l 거하는 것이 종요하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해성이 높은 Pu(W) 산화물은 물과 접촉할 때 생기며 이것이 처분장 성능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폐기울 속에 힘유된 초우란 윈소의 제거가 

필요하다[4] 

제 3 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기초 화학[1，2] 

악티늄족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공정 

개발을 위해 기초화학 자료의 확보는 필수적이다 이런 기초화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기존 처리(또는 방사성 독성 원소의 분리)공정의 개선이나 개발 중에 

있는 공정의 고장수리를 매우 어렵게 하고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한다 

Choppin[5]는 방사성 독성 원소， 특히 악티늄족원소의 산화상태， 배위수 

(coordination numberl , 수화 및 가수분해， 착화물 형성 및 반응속도론 

(kinetics)등을 다룬 용해화학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여러 문헌에서 악티늄족원소의 분리 화학을 다루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것은 열역학 정보와 관련되어있다. 여기서는 분리 공정과 직결되는 악티늄족 

웬소의 화학적 열역학， 방사선분해 및 분리 공정 관련 악티늄족원소 분석문 

제를 다루려고 한다， 

1. 악티늄족원소의 화학적 열역학 

열역학 평형정보는 모든 악티늄족원소 분리의 기초가 된다 대부분의 경우 

평형상태는 분리공정에서 빨리 도달된다 그러나 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 

제로 평형상태 도달을 보장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 용액 

상이한 원소의 원자가 상태에 대한 상대적 안정성 및 상이한 산화상태 

에서 주요 수성 종(水成젠 primary aqueous species)의 크기와 띨도는 수용 

액을 포함한 악티늄족원소의 분리에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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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이온 반정 

이온반경은 이온의 전하띨도룹 결정한다 전하 밀도는 결합력， 특히 

착화물의 거동윤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올 한다 이것은 유사한 화학적 득 

성플 갖는 원소를 분리할 때 중요하다. 고채상태의 An( Ill. W. An =Np. Pu. 

Am)이온 반정에 대하여 적어도 누 세트의 자료가 발간되었디， 샤논 

(Shannon)세트는 산화불 빛 3블화괄 결정구조로부터 결정한 값에 근거를 두 

고 있으며 [6) 이것을 가장 넬리 사용하고 있다. 다은 세트는 3염화울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두 셋트 에서 제시한 수치는 다를지라도 상대치는 유사하 

고 원자변호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매끄럽게 감소하는 것은 아넘)함을 

보여준다. Ahrland 등[7)이 논의한 바와 같이 수성종에 대한 이온반경의 개 

념은 분명치 않다- 특히 AnO'(aq)[An=Np. Pu. Am)형 이온에 대해서 분명하 

지 않다 수성 2산소 양이온(dioxo-cationl에 대하여 가장 유용한 거리는 중 

심 metal atoml판 내 려간드에 대한 가장 근접한 거리가 된다 Ahrland 퉁 

이 이들 중 일부를 추정했다. 그러나 Pa. U. Np. PU의 가수분해 및 착화물화 

거동의 변동은 하전분포의 차이가 역시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2) 산화상태 

대부분 용액 분리법은 수산매질(acidic aqueous medial내 악티늄족원 

소이용의 산화 · 환원 거동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토륨은 거의 유일하게 

W가 산화상태로 존재한다 Pa은 공히 IV 및 V 가 산화상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강한 착화물화(F- 또는 S04-l 결핍 상태에서는 강산 용액에서 

도 매우 큰 불용성 가수 분해 생성물(hydrolysis productsl을 만든다. U(VI) 

를 U(W)로 환원할 수 있으나 U(V)는 불균동화(disproportionation)와 관련 

하여 불안정하다- 비록 Np(W)로 환원이 아주 쉽게 일어날지라도 수용액상태 

에서 Np의 주 산화상태는 Np(V)이다. Np( Ill l 및 Np(VIT)를 각각 산성 및 알 

칼리성 용액으로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 PU은 쉽게 

Ill. N , V 및 W 산화상태로 될 수 있다(때로는 동일 용액 내 평형상태에서 

이들이 공존한다). PU용액에 존재하는 산화상태는 방사선분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PU의 최종평균 산화상태는 용액의 이온매질 뿐만이 아니고 

트레이서 (tracer) 준위 이상으로 들어 있는 PU동위원소 성분에도 의존된다， 

Pu(VIT)도 강알칼리성 용액에서 강 산화제에 의하여 생길 수 있다. 3가 산화 

n O 



상태는 Am에서 더욱 중요하며 [Am (lV), Am( V) 및 Am( V!)도 생길 수 있 

지만] Cm 용해화학은 거의 선적으보 Cm(ill) 의 화학이다. Bk은 용액에서 

Bk(illJ 및 Bk([V) , Cf은 Cf(]]), Cf(ill) 및 Cf(W) , 빛 Es은 Es(ill)로 나타난 

다. 

U, Np, PU 빛 Arn의 임반적인 산회상대 차이룹 이용하여 이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을 지라도 다른 달성 가능한 산화상태에 t1t탕을 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산화 또는 환원제를 강력하게 지탱 (holding) 하 

는 것을 이용한 절차 개발이 가능할 수 었다 그럴 경우 용때의 rcdox(산화 

• 환원) 안정성이 증요하다. 에컨대 U(illJ는 수용액에서 열역학적으로 불안 

정하고 불과 반응하여 수소와 U(W)흘 생성한다 그러 나 촉매제가 없다면 장 

시간 경과 후 준 안정 핵종으로 존재한다 

공히 평형상태 및 동력학 관점에서 이온의 redox 거동을 평가하고 예측하 

기 위해 높은 정확도의 redox 퍼텐셜자료를 필요로 한다 열역학적으로 결정 

한 수성매질 내 악티늄족원소 이온의 표준퍼텐쩔을 여러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U, PU 이외의 악티늄족원소에 대한 표준 퍼텐셜 값은 연구자 

들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U의 경우에도 0.2 V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알칼리 용액에서의 Np 및 PU에 대한 퍼텐셜과 TRU 원소에 

대한 그것을 가끔 유효숫자 l 로 표시한다 상이한 산화상태의 Np 및 PU 화 

학식 까지도 완전히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원소들이 그 시스템 

내 여러 성분과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여러 문헌에서 불일치가 있는 주 이유 중 하나는 계산근거로 제시한 가정 

의 부정확성에 있다‘ 예를 들연 일부 악티늄족원소 이온의 표준 퍼텐셜을 실 

험적으로 직접 결정한 것이 아니고 3가 악티늄족원소 이온의 엔트로피를 Ln 

(ill)이온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계산하고 

있다. 여러 가지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해 redox 전위차를 실험적으로 결정 · 

명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역 산화 환원 쌍(reversible redox couples)[예 :M( V!)!M(V) 및 M(W)!M 
(ill) , M은 U , Np, PU을 뜻함]에 대하여 문헌상에서 제시한 산화환원 전위차 

가 서로 잘 일치한다. 비 가역공정[예: M(V)!M(WJ]에 대한 산화환원 전위 

차는 매우 큰 불일치를 보인다. 그런데 비가역 산환환원 반용을 보통 전해전 

량계 측정법 또는 전해반웅 분석법 (polarographic methodJ으로 조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가역 전극 반웅연구를 위하여 특별한 방법을 개발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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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수분해 및 착화불화 

3가 및 5가의 악티늄족원소는 중성 (3가) 또는 알칼리 (5가) pH영역에 

서 가수분해 하고 4가 및 6가 상대의 악티늄족원소와 쉽게 가수분해 한다 

이런 속성은 적절한 산성도같 유지하도꽉 pH를 제어하지 않는다띤 콸로이드 

틀 형성시켜 악티늄족원소의 침전에 기여한다 가수분해 거동에 근거한 분리 

법은 일반적으로 채택대상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분리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착화울화법올 모든 악티늄족원소의 분리에 널리 사 

용하고 있다 

(가) 가수분혜 및 단순 무기 려 간드와의 작화물 형 성 

전이금속이온의 착화물화에 대한 가용자료와 비교하여 단순 무기 

리간드와 악티늄족원소 이온의 착화물화에 대하여 비교적 신뢰할 만한 자료 

가 있다. 이것은 비교적 회석산성 용액에서 착화울을 형성 할 경우이다 

Katz[8] 퉁이 논의한 것처럼 악티늄족 원소는 일반적으로 연성 (50ft) 리간드 

(N 또는 S 결합)보다 정성 (hard) 리간드(0 결합)와 보다 강한 착화물을 형 

성한다. 착화물을 형성하는 힘은 각 산화상태에 대한 악티늄족원소 수성이온 

(actinide aqueou5 ion)에 의존한다 그 의존서열을 적으면 아래와 같다. 

MÜ2‘(aq) < M ‘ (aq) < < M/' (aq) < M 4‘ (aq) 

일반적으로 착화물의 안정성은 수성(水成)금속이온의 반경에 따라 향상 된 

다(비록 U, Pu에 비해 Np에서 비정상적인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Fuger 퉁[9]의 검토결과를 요약한 표에는 다음에 대한 권고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 u 을 제외한 어떤 악티늄족원소의 가수분해 상수 
• 산화상태의 Pu 또는 Np(N) 또는 Np( V!)의 탄산염 착화물 형성상수 

• 여러 악티늄족원소/인산염 시스템에 대하여 중성용액에 가까운 것에 

적합한 인산 착화물 형성 상수 

• 비산염 착화물의 형성상수 

물론 악티늄족원소 이온의 여러 다른 착화물화 반응 및 가수분해 반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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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형 상수지는 얄려져 있디 그랴나 이들 상수치 중 많은 것은 선뢰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정우， 권고치의 결핍은 연구부족이 

라기 보다는 정확하거나 적절한 측정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특히 가수분해 연구에서 그렇다. Clark 둥[10]은 악티늄족원소 탄산염 

착화물에 대하여 개관한 바 있다 이들은 An( VJ) 착화물화에 대하여 일차원 

자료를 입수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라고 있으나 아직도 U흘 제외하고 An 

(VJ ) 착화물을 위한 칙화물화 상수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 

다. 이들의 개관결과에 따르띤 탄산영 띠l 짚에서 An(N)의 용해화학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이 다‘ 

1989년 이래 가수분해에 관련하여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PU 

(VJ) , Pu(V) 가수분해 및 탄산염 착화물 연구， U02 용해도 연구가 그것 이다. 

Neck 둥[11]은 가수분해 상수의 불확실도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알칼리 

용액에서 수화 Np020H(s)의 용해도를 측정했다 그러나 수산화풀 형성의 엔 

탈피 (enthalpy)를 결정하려는 두 가지 시도는 좋은 일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Grenthe 및 Lagerman[l 2]은 황화염 매 질 내 U(VJ)의 가수분해 연구 결과를 

보고 했는데 그들의 분석은 수산기-황산염 흔합 착화물(mixed hydroxy 

- sulphate complexes)의 형성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Sandino 및 

Bruno[13]는 중성에 가까운 용액 속에서 인산염과 U(VJ)의 착화물 연구결과 

를 보고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U02(OHh(aq)형성 상수치를 얻었다. 악티늄족 

원소는 분리공정을 간섭할 수 있는 여러 중합 가수분해종과 덩어리를 구성 

한다. 

악티늄족원소를 보다 기초적 연구에 쓰이는 조건 및 용액성분과 크게 다른 

공정조건 또는 폐기불 흐름 속에서 분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악티늄족원소 

수성이온의 간단한 가수분해 생성물 및 단순한 무기 착화물을 명확하게 규 

명하기 위한 보다 기초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용액을 대상으로 

한 추가연구도 필요하다 이런 연구는 고 차수의 착화물 형성상수(formation 

constant)를 결정하는 것 뿐 만이 아니라 (a) 표준반웅 이론을 적용하지 못 

하거나 보다 많은 추가 자료를 요하는 높은 염분농도를 갖는 용액에서의 착 

화물화를 포함하고 있다; (b) 혼합 착화물 형성， 특히 가수분해 혼합 착화물 
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 (c) 25 "c를 벗어난 온도에서 착화물화 및 유기용 

매로 포화된 용액에서 악티늄족원소의 착화물화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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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단순 유기랴간드와의 작화팔 

악티늄족원소릎 지난 매섣(예. 흙)과 접촉한 유기성분의 분해생 

성물플 나타내는데 단순 유기라간드와 악티늄족원소의 착화물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카르복실 산(carboxylic acidsl은 약 악티늄족원소 착화필올 

형성한디 중싱 및 알칼리싱 용액에 대하여 가수분해 반응이 지배식이고 탄 

산염 및 인산염과의 착화불화도 중요하디. 

기타 간단한 유기랴간드는 대규모 악티늄족왼소의 분리에 사용한 추출제 

및 용매의 퇴화에서 초래된다. 이들 중 단일 인산염 및 이종 알킬기 (dialkyD 

인산염에 대한 연구를 비교적 많이 수행하고 있다‘ 악티늄족원소의 분리관점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일 및 2중 부벌기 인산염， 3중 부틸기 인산염의 가 

수분해 생성물이다. 

Schulz 빛 Navratil [l 4]은 인산 에스테르인 TBP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BP는 가수분해 반응을 하기 쉬워 연달아 부틸알코올과 함께 2중 부틸인산 

(HDBPl , 부벌알코올과 함께 단색부틸인산(HzMBPl ， 빛 부틸알코올 및 인산 

을 만들어 낸다. 이들 가수분해 생성물 중 일부나 전부가 존재할 수 있다. 

물속에 여 러 가지 화학종이 들어 있다면 가수분해율을 중감시 킬 수 있다 고 

려대상 화학종은 질산과 다양한 금속이온을 포함한다. 금속이온 원자가 상태 

는 그 효과에 영향올 미친다 TBP 가수분해 생성물을 TBP 또는 유기회석 

TBP 용액으로부터 제거할 수 있다. 제거방법은 알카리 용액￡로 씻고， 고체 

홉착제에서 퇴화생성물을 수착(sorptionl하여 중류하는 것이다 

원자로 시스템에서 부식생성물 세척용 킬레이트 약품으로써 원자력 산업 

에서 가끔 사용하는 다중 결합(multidentatel리간드는 수용액에서 악티늄족원 

소 이온에 대하여 비교적 강한 친화력올 갖는다. 예컨대 저 농도 EDTA는 

중성 및 약산성 용액에 들어있는 악티늄족 원소의 용해도를 중진시킬 수 있 

다 폐기물과 폐기물 흐름에서 그런 물질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Ahrland[7] 

는 2산소 악티늄족원소{dioxo-actinidel 이온에 대하여 중합체 형성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킬레이트 약품에 대한 자료는 잘 알려져 있지 않 

아 중성 및 알칼리 용액에서 경쟁적 착화물을 사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 다가 유기산과의 착화물 

자연산 다가 유기산과의 착화물은 매우 높은 pH치에서 납을 수 

- 12 -



있다. 부식산(humic acid) 및 플브산(ful vic acid) 울질의 득성 때문이} 용액내 

금속이온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열역학 파라미터의 유일세트를 정의하기가 

어렵다- 상이한 출처의 물질은 달리 거동한다 특수 양이온과 부식산염 

(humate)의 결합상수， 시료의 그램 (g)당 산성 그룹 수 및 이온화 정도가 0.5 

와 동일한 pH치에서 감이 부식산 이라고 하는 다가 전해질의 겉보기 양성자 

화(protonation ， H' ) 상수는 pH에 따라 변한다- 풀브산에 대한 자료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지만 부식산염과 풍브산염의 착화물화 거동은 유사하다 

다양한 악티늄족원소 산화상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카르복실 산 그 

룹은 십중팔구 두 결합 위치에 있다 보다 높은 pH에서 가수분해가 증가하 

기 때문에 부식산염 빛 풀브산염 착화물은 An([V)에 대하여 중요하지 않으 

나 AnOTI)와의 착화물화는 경쟁적 가수분해가 An(W)에 대한 것보다 적으므 

로 강하다 다른 공급원의 유기물질을 사용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디 

(4) 가수분해 중합채， 용혜도 및 콜로이드 형생 

고농도 산생용액에서 양이온은 pH가 증가할 때 가수분해를 하여 중 

합체를 형성하다. 어떤 경우 금속 이온 농도와 중합체 형성률이 충분히 크 

다연 집합체 또는 응집 체 (aggregate)는 콜로이드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충 

분히 커질 수 있다. 

콜로이드(중합용액 종에 대립되는 것으로써)에 대한 작은 쪽 치수 한도는 

임의적으로 콜로이드 연구에 쓰이는 한외여과막(비trafilter membrane)의 공 

칭치수에 가끔 근거를 둔다 하한치 1 nm를 통상 사용한다 이것은 분자량 

한도(NMWL-Nominal Moecular Weight Limit) 10 ，000에 상당한데 이것은 

거대유기분자를 교정한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체된 물속에서 브라운 운동이 중력 때문에 침강을 피할 수 없는 업자의 

최대 크기는 그 입자의 크기와 밀도의 함수이다. Vi!ks 는 1.1 -2.0 잉cm3의 

밀도를 갖는 업자에 대하여 침강한도는 600에서 잉o nm로 변화함을 계산하 

였다. 염의 크기인 450 nm는 큰 콜로이드와 작은 입자간의 경계치로써 지구 

화학 문헌에서 가끔 사용된다.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연구한 악티늄족원소 콜로이드는 십중팔 

구 Pu( N} 수산화 중합체 (hydroxid po!ymer)였다 그것은 낮은 pH에서 쉽게 

형성되므로 이런 종은 분리공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용액을 산성화시키 

면 매우 느리게 중합체가 단위체로 분해한다(depo!ymerize) 이것은 특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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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된 종합채인 경우 더욱 그렇다 종합체의 안정성파 l차 입자의 응집화 정 

향은 용액 내 음이온의 득성과 PU 대 음이온 비율에 의존한다. 1차입자의 

결정화는 시간에 따라 변하고 PU 동위원소의 성분에 의존한다， 이온의 세기， 

비 (spccific) 음이온 농도 및 온도의 함수로써 보다 많은 연구 자료를 필요로 

한다 Kim [l 5]은 악티늄족윈소(특히 Aml의 가수분해 콜로이드는 악터늄족원 

소가 매우 회석된 용액에시도 형성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미슷한 고려 

는 보다 작은 가수분해 중합체의 거동에 적용한다. 

폐기팔 처리를 고려할 때 자연산 콜로이드 및 폐기물의 에칭 또는 용기의 

부식으로 생긴 콜로이드에 악티늄족원소의 홉착은 악티늄족원소 수송모드를 

이룬다는 것올 고려해야 한다. 자연산 콜로이드는 광불(실리카 또는 알루미 

나)의 풍화작용으로 생긴 잔류무기물 중금속 이온 및 유기고분자의 가수분 

해 침전물올 포함할 수 있다 대부분 유기 콜로이드에서의 홉착은 부식산염 

과 품브산염과의 착화울과 유사하다고 간주할 수 았다 Vilks 는 자연산 콜 
로이드 특성규명을 위한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균열암에서 

콜로이드 전이모델의 개말이 펼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자연산 콜로이드 

에 악티늄족원소의 탈착증에 대한 추가 연구가 펼요하다. Lieser 및 Hi]](16] 

은 Th 및 U의 가수분해와 콜로이드 형성을 비교하고 지표수에서 Th의 콜 

로이드 분율은 주로 담체 콜로이드를 구성한다고 결론지었다 

(5) 홉착/탈착 

용액 내 악티늄족원소를 매우 낮은 농도로 다룰 때 용기표연 또는 

용액(특히 가수분해가 얼어나는 pH에서)과 전촉한 다른 확장 표연에서의 홉 

착 정도에 관하여 의문이 생긴다. 매우 낮은 농도에서 상당한 비율로 악티늄 

족 원소가 들어있는 것은 홉착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두 가지 중요성을 갖 

는다 첫 번째 실험적 연구결과 악티늄족원소의 우연한 손실로 표면에 손상 

을 업올 수 있다. 두 번째는 표면이 알파입자 방출핵종으로 오염될 수 있다. 

한편 용액으로부터 저 농도 악티늄족원소플 제거하는데 그런 현상을 유리하 

게 이용할 수 있다. 

Ichikawa[l 7]는 아주 희석시킨 용액(lO- IlMl으로부터 유리 및 폴리에틸렌에 
쟁Pu(Wl의 홉착 및 탈착에 관하여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 형태의 
홉착올 발견했음을 밝히고 있다 그 하나는 홉착이 6이하의 pH에서 일어나 

고 pH 3-4에서 최대로 된다는 것이다. 균일하게 분포하고 염분농도가 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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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흡착 량이 감소하는데 그 이유는 이온성 PU 때문언 것으로 보인 
다. 또 다른 하나는 pH 6.5 - 10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찰로이 

드 PU에 기인한 것 같다-

(6) 이 수성 매 질 

중요한 비수용성 분리 공정은 전기화학적 정재법이다. 일반적으로 용 

융엽 진해질(대개 알칼라 금속의 불화불 또는 염화물의 공융 흔합윷)과 용융 

금속 전극으로 이루어진 전기화학 셀을 사용한다. 간단한 형태에서 금속과 

염분 간에 이루는 두 악티늄족원소의 평형분포를 다음 반웅에 의해 결정 한 

다. 

ACb( 염분) + B(금속) = A(금속) + BCb( 염분) 

위 반응에 대 한 평형상수 K는 

[ a A][a RrJ ] _ n 

K = ; _ nw， ru~' 3 ; =exP(-6G u/R1) 
[a A C,,] [a B] 

여기서 a 용융염 또는 용융 금속 내 화합물의 활성도 

ð(}': 반웅의 겁스(Gibbs) 에너지 

R: 기체상수 

T: 절대온도 

따라서 이들 공정의 이해와 모델령을 위해 다음 자료의 지식은 필수적 이다. 

1. 악티늄족원소 할로겐 화합물 형성의 겁스 에너지 (III 및 W가 산화상태) 

II 용융염(염화물 및 불화물)내 악티늄족원소( III. IV) 할로겐 화합물의 

활성도(또는 활성도 계수) 

111 용융 금속(예 Cd. Bi. Zn)내 악티늄족원소 금속의 활성도(또는 활성 

도 계수) 

(가) 할로겐 화합물 형생의 겁스 에너지 

비록 UF3 및 UF4의 엔탈피에 대하여 아직도 논란이 있지 만 토륨 

불화물(ThF3. ThF4). 우라늄 불화물(UF3. UF4) 및 플루토늄 불화물(PU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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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F4) 형성의 겁스에너지는 매우 잘 측정되어 있다. 이것은 용액열량 측정법 

및 불소-연소열량 측정법에 의한 결과의 차이와 관련이 있으나 다른 악티늄 

족원소의 불화물에 대한 자료의 정확성 관점에서 UF3 및 UF4에 대한 불확 

도는 수용할 만하다. Th, U 및 Pu과 란타나이 드 원소의 불화물 자료에 의 존 

하여 Pa, Np, Arn 및 Cm의 3 및 4 불화물 형성의 겁스에너지 자료는 오 

직 추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형성엔탈피에 대하여 믿을만한 결과를 

주나 엔트로피와 열용량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큰 불확도를 갖고 있다. 

3- 및 4- 염화물에 대한 토륨 화합물(ThC14) ， 우라늄 화합물(UC14， UCb) 및 

플루토늄 화합물(PuCb) 형성의 겁스에너지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Pa, 

Np, Arn 및 Cm의 3- 및 4- 염화물 형성의 겁스에너지 자료는 큰 불확도를 

갖고 있다. 

미세열량 측정법올 써서 PaCμ， ArnCb 및 NpC14 형성의 엔탈피를 측정하였 

고 다른 화합물에 대해서는 추정한다. 이들 화합물의 엔트로피와 열용량을 

측정하지 못하였고 추정만 가능하다. 

냐.고채 

(1) 형성 겁스에너지 

악티늄족원소 할로겐 화합물 및 산화물은 비수용성 악티늄족원소 

분리공정의 중요한 한 개의 부류다. 이에 관하여 많은 문헌이 있다 용융염 

과 같은 이들 화합물의 선택적 형성 및 휘발성에 바탕을 둔 분리공정이 있 

다. 

(2) 고체 빼기물상 

악티늄족원소 산화물 및 할로겐 화합물 폐기물 속에 들어있는 고체 

상(solid phase)은 대 단히 복잡하다. 그 복잡성 은 5f 전자를 갖는 고유 복잡 

성과 이들 원소를 포함한 폐기물 생성공정의 특성올 모두 반영한다. 예컨대 

특수목적으로 사용한 금속 Pu는 불화물 또는 알칼리 금속과 플루토늄 영 화 

물의 혼합 형태로 존재한다. 

금속 U/Zr 핵연료 및 금속 U 블랭킷의 재처리공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데 여기에는 금속 pu 또는 pu 염화물 외에 Cd, Zn, Mg 및 Cu 퉁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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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연료 제조에 사용한 도가니와 같은 내화성 폐기물 및 유기이온 교환 

수지 같은 폐기물 소각재 (ash)에서 가끔 악티늄족원소를 찾올 수 있다. 이런 

폐기물의 특성을 잘 기술하기 어렵고 또한 화학적으로도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화성 모재에서 악티늄족원소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할 때 

화학상(chemical phase)의 지 식 은 유익 할 수 있다. 

(3) 내화성 모재 내 악티늄족원소 

악티늄족원소 금속의 주조 및 악티늄족원소를 내포한 폐기물의 소 

각 중에 생긴 내화성 모재 속에 악티늄족원소가 가끔 들어있다. 흑연은 주로 

잔류물의 주 구성 재료고 실리카 및 알루미나는 소각잔류물의 주 구성 재료 

다. 악티늄족원소 내재 폐기물의 처리 관점에서 가장 주요한 악티늄족원소 

내재 내화성 잔류물은 PuÜ2를 포함한 것들이다. 따라서 PuOz/흑연 및 PuOz! 
실리카나 PuOz/알루미나 혼합물에서 잔류 PU의 분라는 악티늄족원소 폐기물 

의 용적올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 금속산화물， 규산염 및 알루미늄 규산염 

중에서 대단히 큰 분리인자를 얻기 위해 수성 2상 추출(aqueous biphasic 

extraction)을 한다. 많은 추출물중 어느 하나는 PU을 용해한 후 비 용해성 

모재로부터 PU추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평균 약 1 μ 크기로의 제분은 

내화성 모재로부터 PuÜ2입자를 방출케 하는데 필요하다. 

다. 휘발성 화합물 

다른 금속과 합금 또는 혼합 상태의 많은 순수 악티늄족원소 금속이 

나 악티 늄족원소는 그들을 분리 하기 에 충분한 휘 발성 을 갖지 않는다. Arn은 

예외다 한편 여러 악티늄족원소의 할로겐 화합물， 특히 불화물은 휘발성이 

커서 다른 원소로부터 악티늄족원소를 선택적으로 분리케 한다. 영화물 역시 

휘발성을 가지나 많은 다른 금속이 매우 큰 휘발성 염화물올 만들기 때문에 

염화물을 불화물처럼 분리에 널리 사용하지 않는다. 

(1) 금속의 휘발성 

악티늄족원소 금속 빛 이들 합금이나 혼합물의 휘발생을 상호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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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른 금속이나 화합물로부터 분리륜 하기 위해 대규모 공정에 쓰지 않 

는다. 그러나 분석 및 연구 목적으로 소규모 분리에 이 방법을 적용 한다. 

(가) 순수 금속 

Ac7~1 열에서 Es까지의 순수 끔속에 대한 휘발성 판렌 자료는 잘 

알려져 있다. 이 범위에서 중기압은 몇 개 차수만큼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 

로 원자변호가 큰 악티늄족원소의 휘말성은 작은 것 보다 크다. Am의 휘발 

생은 특히 크다. 

(나) 금속의 용해 

분리를 위해 악티늄족원소 혼합물에 대한 증기압은 순수 화합물 

보다 훨씬 중요하다. 혼합물에 대한 정량적 실험결과는 한정되어 있다. 더구 

나 악티늄족원소 혼합물의 용액거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2) 불화물의 혐발성 

U, Np 및 PU 의 6불화물 휘발성은 매우 크다. 이들 화합물의 중기 

압 및 비둥점/숭화점은 유사(표4 창조)하다 그래서 휘발성에 바탕을 둔 상호 

분리 는 어 려 우나 휘 발성 6불화물을 만들지 않은 다른 원소로부터 분리 는 어 

렵지 않다 

표4. 1기압 하에서 몇 개 AoF6 화합물의 비동점 또는 숭화점 

화합울 

UF6 

NpF6 

PUF6 

비등/승화점 .K 

329.69 

328.33 

335.31 

불화물화 조건의 선택으로 어느 정도 분리가 가능하다. UF6는 PUF6보다 만 

들기 쉽고 안정성이 높다 그래서 휘발성이 훨씬 작은 PuF4(S)로써 Pu를 잔 

류시키고 U의 6불화물화에 이어 MOX 연료의 산화는 UF6(g)를 선택적으로 

만드는데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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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낮은(Iower) 불화울의 휘발성은 상당히 낫다 기체상 AnFI1 (n <6)화합 

물의 안정성에 대한 조직적 연구를 Th- F 및 U- F 시스템에 대해서만 수행 

하였다 악티늄족원소의 분리관점에서 이들 화합물은 유용하지 않다. 

(3) 영화물의 혐 ’알싱 

U 만이 비교적 저온에서 휘발생을 띄는 6염화 화합물을 만든다. 그 

러나 UCI6는 불안정하고 120 "C 이상의 온도에서 보디 낮은 우라늄 영화물 

(UC14 , UCb)과 Cl기체로 분해한다. 이런 효과는 이 화합물에 대하여 수행한 

두 증기압 연구 간의 차이가 근원인 것 같다 

U 및 Pa에 대한 휘발성 AnC15 화합물에 대하여 보고하고 있으며 UC14, 

UCb, PuC14 및 PuCb 도 알려지고 있다 낮은 원자가 악티늄족원소 불화물 

의 경우와 같이 이들 화합물은 분리에 대단히 유용한 것은 아니다. 

2. 방사선 분해 [2] 

유기물을 비롯한 많은 화학물질들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그 분자구조 

의 균형이 깨어져 다른 물질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방사선 분해라 일컬으 

며 새로이 만들어진 물질을 분해생성물이라 부른다 모든 악티늄족원소들은 

방사능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 화합물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이 방사선 분해는 악티늄족원소의 이온교환과 용매추출 과정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유기물 추출제 또는 희석제는 쉽게 방사선 조사로 분해하여 분 

리과정에서 방해물 작용을 하는 방사션 분해생성물을 만든다 PUREX공정에 

사용하는 TBP를 여 러 변 재사용하는 중에 원하지 않는 방사선분해 및 화학 

적 가수분해 생생물들이 생기게 된다 이런 물질들이 다량 들어 있는 추출제 

를 사용할 경우에 추출 도중에 유기용매의 현탁현상이 일어나서 유기층과 

수층의 분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TBP의 방사선 분해생성물인 DBP, 

MBP 및 인산은 우라늄을 비롯한 다른 양이온과도 착물을 형성하며 때로는 

유기상으로부터 역 추출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 용매재생을 방해하기도 

한다. 또는 희석제로 사용하는 파라핀 탄화수소의 방사선 분해생성물도 같은 

효과를 주며 특히 지르코늄에 대한 반웅성이 커서 문제시 되고 있다. 방사선 

분해는 무기염의 경우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미국 ORNL의 용융염 원자로 

(용융상태의 불화물을 연료로 사용) 실험에서 무기 악티늄족원소 폐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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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방사선 분해 영향이 나타난 바 있다[18， 191. 이 경우 원자로 실험 

이 끝난 후 연료는 고체로 만들어 저장 중이었는데 그동안 우라늄e33U과 

Z'l5U의 UF4 혼합물)이 방사선애 의하여 UF6 불소가스 등을 발생시킨 바 있 

다. Vladimirova[2이는 침산 용액 중의 Np화합물의 거동에 대해서 언급하였 

으며 Pikaev 등[211은 악티늄족원소 이온 방사선 분해 연구결과에 대해서 발 

표 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산 매젤에 대한 것이고 중성이나 염 

기성 깨절에 대한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Pikaev 등[221은 EDTA, 개미산염 

및 알표올의 첨가가 방사선으로 인한 환원율을 상당히 증가시켰다고 보고하 

였다. 수용액에서는 보통 단수명의 과산화수소기가 생성되어 화학반웅을 유 

발시킨다. 수화전자는 강력한 환원저1 이며 수소원자는 그것보다 약간 느린 환 

원제이나 산성매질에서는 중요한 인자이다. 히드록실기는 강한 산화제인 반 

면， 과산화수소는 악티 늄족원소 이 온 또는 pH에 따라서 산화제 또는 환원제 

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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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용후핵연료 차세대 관리 공정 [23-25] 

제 1 절 전해정련공정 

산화불 책연료이1 서 우라늄을 건식으로 분리하는 방법은 대개 산화물 핵연 

료릎 영화불 형 태로 바꾸고 전기를 이용하여 용융염욕에서 우라늄을 석출시 

키는 것이다. 공정의 특성 에 따라서 전히l 정렌 공정과 금속전환 공정으로 구 

분하여 전해정 렌으로 DDP공정 (NaCI -KCl 용융염)과 LiCI- KCl 공정으로， 금 

속전환 공정은 Li 공정 (Li에의한 환원)과 용융염 이송공정 (CaCIz 용융엽)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 술하였다 

1. DDP공정 (NaCI-KCl 용융염) 

러시아에서 1964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공정으로 산화물 형 태의 사용후핵 

연료로부터 산화물 형태의 우라늄이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산화물을 회수 

하는 공정 이다- 용융염으로 NaCI-KCl계를 사용하며 RIAR 연구소에서 개발 

된 DDP는 Dirnitrovgrad Dry Process의 약자이 다‘ 띠 국은 1960년부터 

Hanford에서 이와 유사한 용융염 전해정련 공정을 개발하다가 1970년에 중 

단하였다. DDP는 산화물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NaCl + KCl의 용융염에 

넣고 엽소기체를 사용하여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oxychloride 형태로 바꾼다 

운전온도는 700 't 이며 용기의 재질은 pyrographite이다. 우라늄이 산화물 

형태로 환원되어 음극에 전착되어 분리된다. 용융염욕에서 산화물 핵연료가 

Clz와 반용하며 용해되는 시간은 약 30시간이다 음극에 UOz 형태로 석출되 

는데， 분리 수율은 99%에 이 르며 일부 RE와 Noble MetaI(NMl이 불순물로 

서 함께 전착된다. 

이 용융염계에 염소와 함께 산소를 취업하면 PU02가 침전하여 분리할 수 

있다. 물론 플루토늄과 함께 대부분의 세습과 Y, Pm, Eu퉁도 일부 침전한 

다. 또한 산소 염소의 혼합기체를 사용하여 plutonium chloride를 plutonyl 

chloride로 변환시킨 다음， 읍극에 U02와 PU02를 동시에 전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Pu중 최 대 70 %의 공(共) 전착이 가능하므로， 이 를 사용하여 

MOX 핵연료를 1988년부터 제조한 바 있다. NaCI- KCl 용융염에 잔류하는 

핵분열 생성물은 인산나트륨과 반응시켜 인산엽으로 침전， 제거한다 이 침 

낀
 



전물은 폐기물이어서 감용 및 유리화시켜야 하며 사용한 공융염도 재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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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굉한:g 

그립 2. DDP 공정도 

도록 해야 한다. 폐기물과 재활용 부분은 아직 연구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 

다. 이 공정은 PU의 침전에 의한 희수시 제염계수가 높고 PU의 99 %이상이 
회수됨으로 핵비확산 측연에서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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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CI- KCI 공 정 

이 공정은 금속 핵띤료를 공(;!자) 용융염으로 용해시킨 후 전해정런으로 우 

라늄과 PU등 TRU룹 벨도로 희수할 수 있어 회수된 U 빛 TRU 금속으로 

직점 사출성형법에 의해 lntegral Fast Reactor(IFRl용 금속 핵연료의 저l 조가 

가능한 방법이다 전해정련법은 EBR-II의 사용후핵연료 치리에 4년간 사용 

되었다‘ 산화울 핵연료의 경우 금속화 공정을 추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금속 핵연료는 많o oC 의 LiCI-KCI 용융엽욕 증애서 CdCl2에 의해 염화불 

로 전환된다 용해 공정애서 NM인 핵분열 생생울만이 영화물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염화울로 전환된 금속 핵연료는 음극인 고체 전극에서 우라늄이 환원되어 

금속상으로 회수되며 ， 우라늄의 회수로 플루토늄의 농도가 높아지연， 별도의 

카드융 액체 음극으로 플루토늄 등 TRU를 금속상으로 회수한다 본 공정 

은 PU가 타 TRU~ 분리되지 않아서 핵 비확산 측면에서 우수한 공정이다. 

액체 Cd 음극과 금속화합울을 형성한 TRU는 Cd의 증발에 의해 금속상으 

로 분리된다. 분리된 TRU 금속은 우라늄 금속과 섞어서 성분조절을 거쳐 

사출성형에 의해 IFR 핵연료를 제조한다 
반응기 바닥에 모인 용융 Cd에 는 NM퉁이 녹아 있어 증류에 의 해 Cd를 제 

거하연 용융금속이 고준위폐기물로 발생된다 폐용융염 중에 존재하는 RE겨l 

열의 핵분열 생성물과 TRU 염화물은 Li와 Cd로 환원하여 금속으로 전환하 

고 Cd 금속화합물로 만든 다음， 이를 분리하고 용융염은 세정과정을 거쳐 

남아있는 Cs , Sr, 1 동 원소들을 제올라이트로 홉착제거하여 전해정련의 용 

융염으로 재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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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전해정련 공정도 

본 공정은 PU가 TRU에 포함되어 분리되지 아니하고 또 분리 효율도 낮으 

므로 핵 비확산성은 우수하다 이 공정은 미국 ANL에서 EBR II 금속 핵연 

료의 재순환을 위한 공정으로 개발하였다， ANL에서는 더 나아가 산화물 핵 

연료를 금속으로 전환하여 rFR 핵연료로 사용하는 공정으로 용융염 이송공 
정. Mg 추출공정.Li 공정 동을 검토하여 공정의 운전성과 부식성 촉연에서 

유리한 Li 공정을 선정하여 연구를 거듭해 오다가 용량 20 kg 규모의 모의 

사용후핵연료를 대상으로 한 실증 실험을 한 다음， 개발이 중단된 상태에 있 

다 

제 2 절 금속전환공정 

l.Li 공정 (Li에 의 한 환원) 

사용후핵연료를 전해정련공정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화물 핵연료를 금 

속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Li 공정은 용융염으로 산화물 핵연료를 Li 금속으 
로 환원하는 금속전환공정으로서， 다음에 설명하는 용융염 이송공정의 Ca 

환원공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Ca 환원공정에 비해 반웅온도， 부식성， 용융금 

속올 사용하지 않는 점 둥이 유리하다. 전해정련 공정으로 LiCl-KCl 공정을 
사용하면 폐용융염의 처리와 용융염 재순환 측연에서 유리하다. 

Li 공정에서는 산화물 핵연료가 환원제인 Li 금속과 반웅하여 금속으로 전 
환되며. Li20가 생성된다 또한 알칼리 및 알칼리 토금속 핵분열 생성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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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융염인 LiCl파 반응하여 염화물로 선환되어 용융염에 녹는다 Eu 외의 RE 

계열은 환원되지 않고 산화물 형태로 잔류하며 소량은 용해한다 I, Te , Sb, 

Se, Ba 등의 핵분열 생생울은 Li 금속과 화합물을 생생한다.NM 윈소는 U, 

TRU~} 감이 금속으로 전환된다 

LiCl 용융염은 공융 염 사용 시 450 "c 이하의 온도에서도 환윈이 가능하나 

LizO의 용해도와 용융염 증발의 문제로 LiCl안을 사용하며， 환원반웅에 의해 

생성되는 LizO가 3 % 이상에서는 역반응이 생겨서 LizO를 환원시켜 재사용 

하는 재생공정이 있다 

용융염에는 Cs, Sr이 염화울로 존재하여 농축되는데， 이들은 방사능이 높고 

다량의 방사성붕괴열을 발생시키므로 재생 시 제거하여야 한다 재생 시에는 

제올라이트를 이용하는데， KCl을 첨가하여 융점을 낮추어서 재생하여 전해 

정련공정에서 사용하는 방안이 ANL에서 제안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연구 중 

이다. 또한 직접 재올라이트로 LiCl 용융염을 재생하는 방법도 고려중이다. 

전해정련 공정은 금속전환 공정에서 고 방사능 물질인 Cs와 Sr을 제거하므 

로 운전상 다소 유리한 면이 있다. 

2. 용융염 이송공정 (CaClz 용융염 ) 

용융염 이송공정은 용융염 계에서 산화물 핵연료의 환원공정， 용융엽과 용 

융금속간의 분배계수 차를 이용하는 공여체-수용처I](donor - acceptor)공정과 

우라늄 및 TRU 회수공정으로 구성된다 

이 공정은 60년대 U와 PU의 정제 및 회수 목적으로 미국 ANL에서 처음 

개발하였다 그림 4는 1990년 초 ANL 연구소에서 산화물 핵연료로부터 U와 

TRU를 회수하여 IFR 핵연료로 사용하는 용융염 이송공정이다. 

산화물 핵연료는 CaCIz(또는 CaCIz-CaFz) 용융엽과 Cu-Mg 용융금속계 조 

건에서 Ca 금속과 반웅하여 금속으로 환원되고， 일부 핵분열 생성물은 CaClz 

용융엽과 반응하여 염화물로 전환된다. 반웅기의 온도인 1000 K에서 염화물 

생성 표준 자유에너지로 보아 CaClz보다 큰 Ba, Cs, Rb, Li, K, Sr, Sm, Eu 

둥은 염화물로 존재하고， 그 외의 원소들은 금속으로 전환된다 환원된 금속 

U, PU 퉁은 칩전 또는 Cu-Mg 용융금속계에 존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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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염 이동공정도 

이 용해 특성으로 핵분열 생성물의 분리가 가능하다. 800 't Cu - Mg 금속 

용탕에 MgCb를 첨가하면 TRU와 FP-3가 염화물로 바뀌어져 MgCIz염에 존 

재하고 이는 Zn-Mg 용융금속에 역추출되어 분리된다 이 역추출 공정에서 

PU와 타 원소간의 분배계수 차이가 커서 FP-3와 TRU가 공존하도록 하였으 

나 핵 비확산성 측면에서는 취약하다. 

이 방식으로 우라늄의 분리도 가능하다. Cu-Mg 금속에 남아있는 U와 

FP-4 및 미량의 TRU는 LiCI- KCl 공정으로 전해정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공정은 상대적으로 고온을 요하며 CaClz의 부식성으로 인하여 채택하기 

가 어렵다‘ 

채 3 절 핵연료주기별 분리된 악티늄족원소 및 FP 처리기술 

1. 폐기물의 발생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순환주기와 비 순환주기 시 연도별 잔존량을 비교 

하고 이에 따라 처리 방법을 검토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 증설계획 에 따르면 2015년까지 중셜 후 그 상태를 유 

지하며 액체금속로가 2030년 건설을 시작하여 2040년 정상가통 된다고 가정 

하고 CANDU는 2013년 월성 1호기를 비롯하여 2030년 모든 CANDU원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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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선 이 정지 되 는 것으로 가정하연 2100년까지 우리나라의 가동 원전수를 액 

체금속로(600MWe로 가정) 유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정 리 할 수 있다 

표 5. 연도1월 발전소 증가 추이 

Year Oemand Num ber 01 Operating Reactors 
(GWe) Once-Through SFR Cycle-1 

PWR CANOU PWR CANOU SFR 
2000 13.7 12 4 12 4 0 
2010 20 .9 19 4 19 4 0 
2020 25 .2 23 3 23 3 0 
2030 25 .2 23 0 23 o 0 
2040 25.2 25 0 25 o 
2050 25 .2 26 0 24 o 2 
2060 25 .2 25 0 22 o 5 
2070 25 .2 25 0 21 0 7 
2080 25 .2 25 0 20 0 9 
2090 25.2 26 o 18 o 12 
2100 25 .2 26 o 16 0 16 

위와 같은 조건아래서 비 순환 핵연료주기와 2040년 SFR (spent fuel re-

cyc le ) 이 가동하기 시작하고 SFR의 사용후 해연료는 전량 건식 재처리로 제 

거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의 사용후 연료의 잔존량 추이는 아래와 같다， 

표 6 연도별， 핵연료주기별 사용후핵연료의 잔존량 추이 

Year Spent Fuel Inventory (kt) 
Once- Through SFR Cycle 

PWR CANDU 비순환주기 PWR CANDU 액금로사용 
2000 2.7 2.3 5.0 2.7 2.3 5. 0 
2010 4.1 3.1 7.2 4.1 3.1 7.2 
2020 8.1 5.8 13 .9 8.1 5.8 13 .9 
2030 13.5 8.5 22 .0 13.5 8.5 22 .0 
2040 19.0 10.6 29 .6 19 .0 10.4 29 .4 
2050 24 .9 11 .5 36 .4 18 .0 10.4 28.4 
2060 31.2 11 .8 43 .0 17 .2 10.4 27.6 
2070 37.3 11 .8 49 .2 15.9 8.8 24 .7 
2080 43.3 11 .8 55 .1 14.1 5.0 19.1 
2090 49.3 11 .8 61.2 12.1 1 .1 13.2 
2100 55.4 11 ‘8 67 .2 9.6 0.0 9.6 

이러한 발생 량 추이를 그림으로 표시하여 각각 비순환 주기와 액금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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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우칠 미교하연 아래 그림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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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순환 핵연료주기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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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순환 핵연료주기의 사용후핵연료 발생 추이. 

• 

2100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및 재순환의 경제성은 예상되는 비용 추산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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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좌우핀다 예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직집처분 비용을 400 $/kg으호 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 비용율 1000 $/kg, 중간지장 비용을 200 $/kg, 회수 

펀 우라늄 가격을 63 $/kg, 플루토늄 가격을 2100 $/kg으로 계산환 경우， 

지l 처리에 의해 고준위 폐기물이 감축됨에 따른 처분벼의 절감을 고려하지 

않으띤 재처리한 경우가 직접처분 보다 1.1 miVkWh 정도 경제성이 낮았 

다 따라서 이러한 재산에 근거하여 현재 습식과 건식 지l처리종 핵비확산성 

으로 보아 추진이 가능한 건식 재치리에 대한 가용 비용의 상한이 결정되리 

라고 본다[26]. 

2. 폐기물의 조성 

표 7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조성 예 [27) 

Contents of 1 ton PWR fuel (2 fuel assernbl iesJ at 50 MWcL!kg 

bumup after cooling for 10 years: 

훨5.4kg U 

&5 kg PU (5.1 kg 훌Pu) 

0.5 kg237빼i 

1.6kg Am 

o.02kg On 

회‘8kgfi훌ion prcØ.ås 10.1 kg Lanthanides 

1.5 kg 137Cs 

0.2 kg 1291 

0.8 kg 9'Tc 

0.006 kg 79Se 

0.3 kg 13SCs 

3.4 kg Mo isotopes 

2,2 kg Ru isotopes 

0.4 kg Rh isotopes 

1. 4 kg Pd isotopes 

상기와 같은 사용후핵연료는 그 처리방식이 그대로 저장하는 것과 습식 처 

리 및 건식 처리로 구분되며 습식처리는 분리특성이 우수하나 핵확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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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낮기 때문에 고려대상에서 저l외되고 핵종 분리싱능이 낮고 잊반인의 

취급이 어려운 건식처리에 의한 핵연료의 재순환 및 장수앵 핵종의 분리 및 

소멸처리룹 연구 중인 바 이 건식처리 공정은 일반적으로 그림 7과 갇다. 

표 8에서는 산화울 핵연료를 영화라륜 염욕 중에서 금속 리륜으로 환원 시 

환윈되어 금속화된 해연료 성분과 금속 려륜의 공정상의 존재 비율윤 보여 

준다 이 공정은 공정의 개선과 금속해연료의 재사용에 따라 그림 8와 같이 

약간 변하였다 

Q률J 

Perrnanent Dispc>s aJ 

그립 7. 비 순환 핵연료주기의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와 처분[28]. 

표 8. Mass Balance of the Advanced Spent Fuel Conditioning Process 

(20 kg HM/batch basis, unit: moI) [28] 

\\ 
Introduction 01 Nuclear Metallization Process Li Recovery 
Materials and Reactants Process 

@ @ @ @ @ @ 
LiCI 96.6 4103 .4 4200 96.6 
Li 1.560 66.262 21. 10 1.560 

Li20 4.490 190.739 9.511 4.490 
O2 

U02 70.741 U308 1 23.58 U 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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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02 0.071 
'-

Am02 0‘ 066 0.066 
Am 0.062 

Am20 , 0.004 
Cm02 0.004 0.004 Cm 0.004 

TRU 
Np02 0.037 0.037 

Np 0.036 
Np20, 0.001 

PU02 0.620 0.620 
Pu 0.614 

PU20 , 0.006 
Ba02 0.248 0.248 BaC12 0.006 0.242 0.248 0.006 
CS02 0.276 0.276 CsCI 0.006 0.270 0.276 0.006 

AM Eu20, 0.009 0.009 EuOCI 0.018 
AEM +LiEuO? 
etc Rb20 0.037 0.037 RbCI 0.002 0.072 0.074 0.002 

Se02 0.013 0.0 13 Li2Se 0.000 0.013 0.013 0.000 
SrO 0.159 0. 159 SrCI2 0.004 0. 155 0‘ 159 0.004 
Te02 0.065 0.065 Li2Te 0.002 0.063 0.065 0.002 

Material Flow of Pyroprocess of the Spent Fuel 

FlssUe Material Stream 

PWR 

Vololid.öOD -• 되tctrol.뼈C 

했 싫
 
) 

• U :94.36 
• 1RU : 1.18 
• Fl's : 4.22 

• U ’ 94.36 
• 1RU : 1.18 
• Fl's : 2.64 

Waste Stream 
iι 

FPS : 0.236 FPs : I.lSO 

--+ Eltcσortllnlng --, 

임짧:f -캐뺑 
( 7.92) SFR 
y 

' U:6.69 
'1RU: 1.18 
• FPs : 0.05 

U : 87.67 

'-ν FPs 2.59 
Cs & Sr: 0.69 

그림 8. 순환 핵주기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처리 [29]. 

표 9에서는 산화물 핵연료의 금속화 공정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 

이
 



발한 천해환원공정과 기존의 리륜금속 환원공정의 성능플 UI .:úL하였다 염폐 

기울의 발생량이 1/3로 줄어들고 환왼수율이 약 2% 증가하는 아주 좋은 실 

험결과감 보였다. 

표 9. Comparison of ER Process and Li - Rcduction Process[291 

lIem KAERI ER Process Li-Reduct ion Process 

Composltion 이 Molten Salt LiCI-li,O LiCI- lI 

Reduction Yield > 99 % < 97 % 

Arlslng of Waste Molten Salt < 3 kg LlCI!kgU,O, 9 kg- lICllk9U,O, 
Recoverv Efficiency 01 U-Metal > 99 % > 99 % 

Required Reaction Tlme 15 - 50hr • KAERl 24 tv (p。(mpwe히d|”1ge잉t)) 
'ANL 60 - 80hr 

씨r Atrnospr、ere Inert atmosphere inside hot 
System Environment (lnert atmosphere only during cell( Ar) 

metal product cooling) (metallic Ll thium handllng) 

Slmplicity 01 Process 
One reactor with compact Two reactors with bulky slze 

slze (LI - reduction and Li -recovery) 

산화물 핵연료의 건식처리공정은 일본 CRIEPI에서 현재 연구 중으로 그 공 

정은 아래 그림 9와 같다. 

3. 폐기물의 처리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하는 경우 순환주기와 바순환주기 중 폐기물의 

처리는 순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는 순환주기에서만 폐기물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액체금속로를 대상으로한 건식처리기술을 연구한 ANl.외 경우 처분대상 폐기물의 발생 

은 염폐기물의 13.3HH에 달함에 따라서( 그림 6) 폐기물의 재활용과 소멸처리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공정은 g빼lite 형태의 제올라이트에 염폐기물을 홉착시켜서 이 

의 1!3에 해1경히는 유리를 첨가하여서 고화체를 만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은 

유리상에 포유된 형태로 존재한다 ANL에서는 .Na 따rlrl 핵연료를 사용하기 때문헤 그 

립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15 %의 NaCl이 존재하여 tiO-KQ과 함께 공융염을 형성 

하여 공융염의 분리에 의한 재활용은 어렵다. 따라서 CWF(CerarricWæteForr띠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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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sheet Calculat ion Results for Electrometallugical Processes of LWR S ent Fuels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by 

lJOO α)()1’‘，""-0 .02’“ 
뼈얘005‘，Am，CIfI얘.os‘
..... 995'‘, 
Sr, Cs‘Ð.995'“ 
RE095.eeι95 .95'" 

d Cathode) 
82.23.81'" 

RE-4.04-4’“, 
‘..-.’-’ Ct J' ，JIυ· ‘~.oyþl’I 

w‘。’‘m
y .... I!l- .. ‘ 

때
 때 뼈
뼈
 

빼
 빼 뼈 빼 

뼈
없
 
빠
빠
 

떠
 씨 뼈 
m 

“ 
ι
u
 
π”
 ”새
 

빼
 
鋼째
 
빼
 
빼
 Proceso 

Recovering Ratio in Redu‘;tive Extraction Step 
Am---99.95%‘ Cm---99‘95% 
C, ,Pr,Nd,Pm,Tb,Dy ,Ho=7.0% 
L. , G<I=2.5% 
Y,Sm, ElF킥J.O% 

魔흥밟I~-뼈aI fPs-뻐 

_ Pl'0C0S$ :st'eam. COi.ipO$IiOI l !Jven on $hecd "StreMl ccwnposIicns' 

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CWF제조 시에는 

HIP(H:Jt Isostatic Press) 공정을 이용하여 고온고압으로 유리와 제올라이트 매질을 처리 

그림 9, 일본 CRIEPI의 경수로 핵연료 건식처리 공정 [3이 

하는 방식과 고온 하 상양으로 처리하는 FC(Pres뼈ess Consolidatiαj 방식이 있다 HIP 

CWF는 ífD"C에서 4시간 통안 처리하나 FCCWF는 더 높은 온도인 와5 'c에서 1()시 

간동안 처리하며 양 고화 체의 큰 차이가 없다. 다만 HIP에는 고압을 적용하므로 기포가 

적고 FC방식은 혼합처리가 단번에 이루어 질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염 폐기물에 대하여 염올 소량의 물로 녹인 후에 

겔을 형성시키고 이를 건조 및 열처리하여 고화체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에 의하면 겔 형성 후 건조시에 수분과 일부 영화수소가 휘발됨으로 고화매질의 양을 줄 

일 수 있어서 고화된 폐기물의 물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아직 실용화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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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Cooled Fast Breeder Reactor 
Waste Salt Conditioning Process 

| | COInooslum 
LiCl + KCl Waste salt: 1 kg I 

l• Ze이ite A : 9 kg 

Blending 

i. Glass : 3.3 써 
I Ceramic Waste For찌 3.3 kg I 

LiCI-KCI : 69.8% 
NaCl : 14.95% 
NdC13 : 3.9% 
CsCI: 2.51% 
CeC13 ’ 2.33% 
LaC13 : 1 .22% 
BaC~ : 1.2% 
~13: 1.1 5% 
SrC lz: 1.0% 
YC13 ‘ 0.7% 

SmC13 : 0.69% 
RbCl : 0.33% 
KI : 0.1 5% 

EuCl3 : 0.05% 
KCl ‘ 0.02% 

그림 10. ANL 공정의 방사성폐기물 발생 [3 1]. 

에는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고화체 특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확인 절차가 필요 

하다 

러시아 RIAR에서 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NaCl + KCl 염욕에서 염소가 

스로 영화시키고 다시 산화시키는 방식에 의하여 침전 분리시키는 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이 방식에서는 플루토늄 산화물의 분리가 가능하다， 여기에 약 

간의 공정 변환으로 MOX의 제조가 가능하나 현재 국내 연구대상에서는 이 

것을 제외하고 있다. 

일본 CRIEPI에서는 가능한 건식기술과 그 효용성에 비추어 건식에 의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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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분리 기숨개말 현황율 보면 아래 표 10과 같다. 

표10. Scparation schcme of clements in spent fucl bascd on the 

cffectivencss and lechnological fcasibi li ly[30] 

Technical Separation Method 
Effectiveness Feasibility pyro AQueous 

Energy resources 

Contribute to large volume 

U02 reduction of oxide to be Electrowinning 
Process 

established 
treated by pyro-process 

Electrorefining 
Process 

U. Pu Recycle to reactors established 

Recycle to reactors 

Contribute to less 
Electrorefining 

Process 
MA established enVlronπlental burden 

Cs. Sr Heat generation sources 
Captured by Process is under 

zeolite column developed 

Utilization 
。xidation & 

Contribute to simple operation distillation 
NM, Tc of vitrification , if glass (Possible Process is under 

~eparation in each 
developed 

solidification is adopted 
element) 

Gaseous Capture & stabilization for Capture Process should be 
Element disposal explored 

Vitrification 
Process mosty 

Others Solidification Sodalite 
so l id미cation 

developed 

현재 어느 기술이든 건식 처리방식은 염화물의 특성으로 인해 최종 고화체 

의 발생량이 많다- 따라서 일부 분리하여 재활용하는 방법과 산화 동의 방법 

으로 염소의 양을 줄이는 연구를 추진하려라고 본다. 

% 

ω
 



제 3 장 차써대 관리공정의 방사성폐기물처랴 [32-35] 

제 2 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차세대관리공정에서 예상되는 
각종 방사생폐기물의 발생은 다음괴 같이 추정(표 11. 침조)되여， 이의 계산 

조건은 가암경수로(PWR)에서 48,000 MWcVtU로 연소시킨 후 4년 동안 냉각 

된 사용후해연료를 기준으로 한 값이다， 우라늄， 플루토늄을 처리파정에서 

99.5 %로 회수하고， 잔류분에는 고준위폐기불애 함유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32). 

표 11 고준위폐기물 내 핵종과 농도 

원소 무게% 원소 무게% 원소 무게% 

우라늄 U 7.44 
Np 1.33 Am 0.93 

초우라늄원소 
pu 0.05 Cm 0.16 
Rb 0.75 Pm 0‘07 Tc 1.67 
Cs 5.78 Sm 1.84 Ru 5.31 
Sr 1.77 Eu 0.37 Rh 0.91 
Ba 3.76 Gd 0.39 Pd 3.77 

핵분열생성물질 Y 0.98 Zr 7.89 Ag 0.19 
La 2.75 Mo 7.60 Cd 0.32 
Ce 5.38 Sn 0.22 
Pr 2.50 Se 0.13 
Nd 9.15 Te 1.14 

부식생성물질 Fe 5.55 

용매세정으로부터 Na 20.06 

실제 IFR계통에 사용하는 핵연료의 합금성분은 U- lO wt% 과 Zr 또는 

U- 20 wt% Pu- lO wt%과 Zr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복재는 HT- 9(ASME 

S421oo)로서 그 성분은 Fe- 12 wt% Cr- 1 wt% 및 Cr으로 이루어진 스테인 

리스강이다[33). 위의 핵연료를 연소 후 고온야금공정에 투입하는 양은 batch 

당 20 kg의 악티 늄족원소를 포함하고 있고 여 기 에 포함된 악티 늄족원소， 핵 

분열생성물， 피복재 및 연료합금 성분은 다음 표 12와 같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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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고연소또 IFR연료봉의 조성 (wt%l 

악티나이드 회토류 구l’ ~L 4，~ fr 기타 

La* 0.23 Tj** oα)6 Tc* 0.016 Na 0.69 

ee* 0.42 Cr** 3.65 Ru* 0.59 Mg 0.003 

U 43.1 Pr* 0.22 Mn** 0‘ 064 Ilh* 0.02 Ilb* 0.040 

Np oα)6 Nd* 0.66 Fe** 26.2 Pd' 0.4 1 C5* 0.75 

PU 12.2 Pm* 0.1 8 Co'* 0.003 Ag* 0.043 Sr* 0‘ 90 
Am 0.087 Sm* 0.018 Nj .. 0.1 5 Cd* 0.029 ßa* 0.27 

Cm 0.007 Eu* 0.024 Mo*' 0.91 Sn* 0.002 1* oα)6 

Gd* 0.018 Zr 7.38 Sb* 0.008 SC* 0.066 

Y* 0.051 Te* 0.12 

*: 핵분열생성물. 
**: HT-9 성분(Fe ， Cr , Mo , Ni , Ti , 및 Mn). 

제 1 절 건식재처리 공정애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건식재처리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량 추정에 고려되는 대상 사용후 금속 

핵연료의 특정은 다음 3 가지이다 

- 다공성 일 것， 

- 본드 나트륨의 존재， 

- 연료 합금성분의 피복관으로의 확산이동. 

이들의 특정은 조사후 핵연료합금 중에는 핵분열생성기체에 의해 큰 공간 

이 형성되어 균열이 발생하므로 합금연료 전체가 매우 다공성으로 되어 있 

으며 이들의 틈에는 본드 나트륨이 침압하고 있다. 다공성으로 되어 있는 상 

태는 연료 pm올 절단할 때 구동력올 감소시켜 전해조에서 양극 Cd와 핵연 

료와의 접촉면적을 증가시켜 U, PU의 용출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다. 

핵연료합금 중에 침입한 본드 나트륨은 용이하게 제거할 수 없을 것이므로 

전해공정에서 NaCl로서 염에 이동한다고 생각된다. 합금핵연료중의 U , PU은 

적지만 피복관에 이동하는데 이는 U- 19 Pu- lO Zr합금과 피복관(HT-9l올 

접촉시켜 700 "c에서 가열하는 노외실험을 했올 때 피복관측에 U , PU의 이 

동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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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년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중에 포힘되어 있는 U, Pu, TRU, 핵분열생생 

불， 방사화생상불 등의 양. 방사능， 뭉괴열올 OIUGEN- Il codc로 재산한다. 

계산 대상은 100만 kW급 금속 헤연료 FBR의 로섬 · 연료(일본 전력중앙연 

구소에서 고려한 표준)로서 표 1 3파 같으며， 그 겨l 산결과를 표 14에 수록하 

였다 이를 근거로 각 공정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기울의 양을 추정하였다 

IFR폐기물 중에는 악티늄족원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 9년 이상의 

장반감기 핵종들이 재처리하지 않은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훨씬 적다-

1. 해채 · 절단공정 

발전소에서 나온 사용후 금속 핵연료는 주 공정인 전해정련조에 투입되기 

전에 해체 · 절단공정올 거치지만 이 공정은 금속 핵연료만의 특유한 것이 

아니고 산화물연료와 거의 유사한 것이다 

우선 해체공정은 연료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상하부 nozzle, 지지골격 ， 지 

지격자 동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 며 이것들이 폐기물로 된다. 다음 

떠斷공정은 연료 pm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5OO'C의 용융 LiCI -KC I에 잠겨 

있는 바구니에 넣는 것이다-

고온야금공정 [25]에서 는 양극의 피복재 11UB, 불용성 귀금속족 핵분열생성물 

(영올 여과하여 제거) 및 핵분열생성물 이 온(제올라이트에 홉착제거) 둥 3가 

지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bond sodium, 회토류 및 금속 핵분열생성물은 

염화물로 산화된다. 

피복재 huB과 귀금속족원소 핵분열생성물은 금속형 태의 폐기울로 고정되는 

데， 이들의 2가지 합금형 태는 다음과 같다 

가. Cu- AI 합금 

피복재 huJl은 Cu-AI 합금의 캡슐로 싸고 이 내부에 핵분열생성물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 이고 캡슐에 쌓인 hull은 용융되지 않기 때문에 불균질의 

고형 폐기물이 형성된다. 

양극바구니에서 빠져나온 귀금속족 핵분열생성물은 액체 Cd 용매추출로 제 

거하고， 회토류 핵분열생성물도 Cd용매추출로 사용한 용융염으로부터 감소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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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분열생성룹 용액을 증류하여 Cd을 회수할 수 있지만 종류의 최종단제에 

서 혼합원 유해 폐기울의 생성과 고온 하에서 장시간 처리를 요하는 단점이 

있다. 핵분열생생딸을 힘유한 Cd을 용융 Al 또는 Cu-Al합금에 접촉시켜 Cd 

중의 핵분열생성불을 Al 또는 Cu-Al합급으로 이동시키고 Cd은 증류하여 재 

사용한다 

Cu-Al합금의 제조는 상용의 Cu합금판 33.2 wt% Cu (Heat No. 7U68ll , 

52.6 wt% Cu(Heat No. 7U635). 50.4 wt% Cu(Heat No. 7U32)등올 순수 Al 

과 여러 바융로 흔합하여 Ar기체 분위기에서 700 "c로 용융하고 이어 앉)() 

℃의 진공로에샤 재용융 하여 제조한다 

나. 강철 합금 

스테인리스강의 피복재 hull을 용융하여 핵분열생성물도 내용물로 결 

합시켜 조밀하게 분산시킨다 사용한 용융염중의 귀금속족 금속 미립자들은 

스테인려스 강 여과기로 걸러 제거하고 이를 hull과 함께 고온로에서 용융한 

다- 합금 용융시 잔존하고 있는 우라늄과 TflU는 산화시켜 염화물 형태로 

폐기물로부터 분리하여 전해정제기로 재순환 시킨다 희토류 핵분열생성물의 

산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강철 합금형태로 고정하기 전 단계에서 금속형태가 

아닌 광물형태로 고형화 시킨다-

Zircaloy나 스테인리스 강 피복재의 hull올 용융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방법은 미국 Pacific Northwest Laboratory에서 개발한 공정으 

로서， 수냉각 장치가 부착된 구리 용기에 hull을 넣고 유도전기로에서 용융시 

킨다. 로의 하부에서 연속적으로 내용물을 주조한다. 3 kg의 방사성물질올 

사용한 산업적 공정을 프랑스 CEA에서 개발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IFR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저준위폐기불의 감용과 다양한 

핵분열생성물의 농도를 제어하연서 용융할 필요성 때문에 개발된 공정으로 

서 , 미 국 EG & G가 ldaho 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에 설 치 한 

Waste Experimental Reduction Facility를 이용하여 내화용기 내에 내용물올 

유도전기로에서 용융하고 용기 하부의 배출구를 통하여 용융된 내용물이 빠 

져나요연서 주조되는 방법이디. 실험실적 방법으로 합금된 기준 성분내용은， 

12.5 wt% Zr, 7.5 wt% 회 토류(3 % Nd, 2 % Ce, 1 % La, 1 % Pr, 0.5 % 

Y), 5.0 wt% 귀 금속(2 % Ru , 1.5 % Pd, 1 % Te, 0.5 % Ag)와 나머 지 성 

분은 HT-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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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plcnum부 피복관 및 봉단마개 등의 급속폐기물이 발생하고， 가준연소 

도를 11 at.%로 할 경우， 연료 ptn얘 내장된 핵분열기체는 기체 plcnum부에 

약 80 %, 연료 slag에 약 20 % 비윤이므로 절단공정에서 전 핵분열기체의 

약 80 %가 방출된다고 예싱 할 수 있다， 

이 밖에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fume, 분진올 여과한 필터류 및 교환부품 

(pin 절단용 칼등)도 폐기룹이 펀디 이 중 주요한 폐기울의 발생량은 관렌 자 

료에서 산출하여 표 14과 15에 수록하였다[32] 

표 13. 고려대상 금속 핵연료의 사양 

선기출력 1,000 MW(열출력 2,632 MW) 

냉각기간 l년 

핵연료조성 
U - 16.2 PU 10 Zr(.x.성 평 균) 

연소기간 
3년(l년 cycle, 3 batch) 

평균연소도 
노심핵연료 11 at.% 

집합체 개수 
갱8개(핵연료핀 271 개/집합체) 

핵연료합금무 

거l 
91.5 kg/집합체 

연료조성 

연소기간 
U- 10 Zr 

5년(l년 cycle, 5 batch) 
blanket해연료 집합체 개수 

1387H (핵연료핀 127개/집합체) 
핵연료합금무 

159.9 kg/~ 합체 
게 

bond 재료 Na 

피복관 재료 HT- 9 

핵연료 smear 밀도 75 % 

노섬핵연료 8,748 kg/년 

사용후핵연료 blanket핵연료 4,413 kg/년 

발생중금속량 11.9 tonl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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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연간 발생하는 사용후연료핀의 조성 

1 Ur1 E「 윈소 짚량(kg/닌) 망사능(Cν닌) 발열량(W/년) 

U 9.4 x 10 ’ 6.2 l ‘ Ix 10 ' 
연료성분 PU 1.5x10" 9.6x J06 7.1 x 10’ 

Zr L.4x 10" 6.4 xJO" 3.2x läl 

Np 4.4 2.1 x 10“ 5.3 
TRU Am 2.8xJO 7.1 xJO' 2.l xJO ‘ 

Cm 2.3 9.0xJO" 6.3 xI0" 
Cs 1.0x 10" 4.9xJOb 2.6x 10' 

알칼i!.) Rb 5.6 3.7x JO ' L.7xJO ’ 

Na 2 7xlO3 3‘8 5 4xlO 2 

Sr 1.3xJO 1.I XJOb L.5xlO ’ 

알칼리토 ßa 3‘8xJO 2.6x J06 L.OxJO" 

Ml!' L.7xJO I l .4 xJ02 

La 3.lxJO 98x10 2 L.6xlO 3 

Pr 2.9xJO 9.3xl06 6.8xJO' 
Cc 5.8xlO 9.2xJO" 6.1 x JO:l 

Nd 9.1 xJO l.7xlO " 4.0xJO 6 

회토류 
Sm 2.7xJO 9.3x J04 1.I xlO 
Pm 4.4 4.1xJ06 L.6xJO" 

Y 6.6 l.2X J06 6.4x lO'1 

Gd 3.1 L.4xHr 1.2 
Eu 3.4 5.3x lQ"’ 1.7x lO'1 

Tb 2.4xlQ 1 3.7xlQ" 3.1 xlQ 

Nb 3.5xJO - 1.3XJ06 6.6xlO'‘ 

Rh 2.3xlO l.3x1Q7 1.2xJ05 

Pd 6.5xlQ 6.3 3.7x lQ 4 

Ru 8.2xJO l.3x1Q7 9.9xl~ 

귀금속 
Ag 6.8 1.2xlOS 2.0xlQ’ 

Tc 2.1 xlQ 3.6x1Q2 1.8xlQ I 

Mo 8.4xlO 

Cd 7.6 5.4 x lif 9.9 
Sn 7.9 4.l xlO' 1.1 x1Q2 

Se 1.1 l.lxlQ 2.3x lO " 

할로겐 
L.OxlQ 1.3 5.9xlO • 

T e 1.8xlQ l.lxlQ 2.6x J02 

기체 
K.r 6.6 l.6xlQ" 5.4 xJO" 
Xe L.2x1Q2 4.8xlO 4 4.9xl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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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해체 · 칠단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과 땅사능 

발생량(kg/년) 

지지골격 6,000 

상하부 nozzle 27,740 

집합처l 부 새료 기체 plenum 3,890 

지지격자 않O 

봉단마개 450 

FP gas, Kr 5.30 .3x lO" Ci/년) 

기체폐기물 FP gas, Xe 96.0(3.8x lO'Cν년 ) 

FP gas, T 1.8xlO 30.8x lO’cν년) 

2. 전혜정련공정 

전해정련공정에서는 용융 카드융 중에서 사용후연료를 구성하고 있는 성 

분들 간의 용해도 차이로 탈피복과 귀금속 핵분열생성물의 분리가 동시에 

행해진다 용해된 원소중 염화물 생성 자유에너지가 큰 것이 카드뭄 염으로 

이동한다. 다음에 카드몹을 양극으로 한 LiCI- KCl 共삶염의 용융염의 전해 

에 의해 U, Pu, Am 둥 TRU의 일부가 이 들보다 낮은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희토류 둥과 분리되어 석출된다. 철 음극(고체음극)에 수지상의 석출물로서 

우라늄이 선택적으로 회수되고， 계속하여 액체카드융음극에 남은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전해 석출하여 회수한다. 이 공정에서는 염과 카드융 중에 핵분 

열생성 기체가 축적되어 더 이상 효율적인 조업이 되지 않을 때까지 반복하 

여 사용되고， 건식재처리 특유의 염 폐기물과 사용후 카드융이 발생된다. 

ANL에서 EBR- ]] 에서 배출한 90개의 조사된 subassemb1ies를 전해정련공정 

에서 처리한 후의 조성은 표 16과 같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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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90711 의 subasscmblies를 처리 후 잔존한 전해정련공정 종의 

불진량 

윈소 !팽배 (kg) 카드윤상 (kg) 

U 8.5 0‘0 

PU 27.4 0.0 

회토류 핵분열생물 8.8 0.0 

알칼리 핵분열생성울 3.6 0.0 

Bond Na 10.9 0.0 

얄펠리토족 핵분열생성불 2.2 0.0 

염화물 핵분열생성불 0.2 O.。

귀금속 핵분열생성물 0.0 3.6 

연료조성 Zr 0.0 57.3 

전해정련공정에서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기 전에 영상에서 LiCd(5.8 wt% 

Li) 양극과 액체 Cd 음극에서 대부분의 악티늄족원소가 회수된다 전해정련 

공정에서 악티늄족원소를 제거한 후 염과 Cd를 여과하여 불용성 고체와 귀 

금속 핵분열생성물올 걸러낸다‘ 염을 Li - K 제올라이트에 접촉시쳐 광물형태 

의 헤기물을 형성한다 그 외 금속폐기물은 강철형태의 폐기물로 용융시킨 

다. 기타 전해정련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기체폐기물 

연료 slag에 남아있던 핵분열생성기체가 카드융의 용해과정에서 계속 

방출된다. 엽의 중기나 카드융의 중기 둥을 필터에 포집시켜 고체폐기물로 

취급한다. 

나. 사용후 염 과 사용후 카드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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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염의 사용한제는 핵분열생성기체의 축적에 의한 전해조건의 변화와 방 

사성붕괴열에 의해 온도제어가 불가능하게 되는 시점에서 검토된다 ANL에 

서는 용해염의 발열이 25 mW/g이 되 는 시점을 사용한제로 저l 안하고 있고， 

이 값을 기초로 하여 전해정련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염량을 평가한다 

우선 전해정지l 공정에서 악티늄족원소의 회수율을 추정하는 방볍으로서， 염증 

에 잔류하는 원소 중 우라늄， 플루토늄은 문헌상에 보고원 정련공정의 물질 

수지에서 구해지는 회수율(우라늄 99.51 %, 플루토늄 99.56 %)이 dual 

cathode볍에 의해 얻어지는 값으로 추정 하는 것이다 

다른 악티늄족원소에 관해서는 전해정련공정에서의 재염계수가 보고되어 

있지 않지만， Am의 재염계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즉， L. j. Mullins동 

의 플루토늄 전해정제실험에서 측정된 플루토늄과 Am의 분리계수가 1901:20 

인 것(단 초기 엽 중 플루토늄 농도가 2.1 mol %일 때의 값과 플루토늄의 

회수율이 99.65 %인 것 )에 문헌 값의 Am/Pu비로 계산하여 Am의 제염계수 

로 4.52로 추산했다 이는 Am의 약 20 %가 전해정제과정에서 우라늄， 플루 

토늄에 수반되어 석출하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소멸처리에 관련된다， 그밖에 

TRU에 관해서도 Am과 유사하다고 가정했다 희토류， 알칼리토류에 속하는 

원소들의 제염계수를 표 17에 수록하였다. 문헌 값으로 추정한 전해정제공정 

에서의 각 핵분열생성물 성분에 대한 제염계수는 표 18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중 각 성분의 염， 양극 카드융， 피복관 잔재의 분애를 평가 

한 값들은 다음과 표와 같이 수록한다[32]. 

표 17 전해공정에서 각 성분의 제염계수 

(ANL자료) 

FP 원소 제영계수 

Zr - 1 ，α)() 

Ce > 엉O 

Y > 1 ，αm 

Nd > 1 ，딩)() 
Ba ) 1.500 

Sr ) 2，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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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전해공정 각 성분의 제염게수(분헌 값에서 추펀) 

원소 제염거!수 

TfW 4.52 

Ce 250 

Y 1,000 

Nd 1,500 

기타 회토꽉 1 ，αm 

Cs, Rb , Na 1,500 

ßa 1,500 

Sr 2,000 

Zr, 귀금속 둥 1,000 

잔류했던 각 성분의 염， 카드융의 분매는 염화물 생생자유에너지(- óG)가 

카드융보다 큰 것은 염중에， 작은 것은 카드융으로 이동한다고 평가했다 이 

는 전해 종료시 염화카드융올 당량으로 투입하여 카드융중에 잔류하는 TRU 

나 희토류를 염에 집어넣은 후 염을 폐기하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서 FP염 

은 연간 1.5 톤， 발열량은 약 127 kW이었다 이 발열량은 25 mW/g이므로 

필요한 홈앤ìn(LiC\-KCll 양은 1.앙x 108(mW/g)+(25 mW/g- 1.5xl06 g)=3.6 톤 

이다 그러므로 전해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염은 이 양을 더하연 연 

간 약 5 톤이 되고， TRU를 제거하는 폐기물처리계통으로 보낸다. 

카드융의 사용한계는 100 batch정도로 추측하고 있으나 전해조의 사양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 batch당 필요한 카드융 량을 정할 수 없지만， 

ANL의 전해정련실험 조건올 참고하여 카드융와 염의 초기 끓A 중량비 (4 : 
5)를 써서 계산했다 위의 염욕량(3.6 톤)에 대웅하는 카드뭄 양은 4.5 톤이며 

카드융 중으로 1.7 톤의 FP기체가 이동하므로 사용후 카드융 발생량은 연간 

약 6.2 톤이 며 이 를 중류하여 재사용한다. 

다. 금속폐기물 

전해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폐기물로서 연료를 용해한 후에 남 

는 피복관 잔재가 있다 이 피복관 내연에는 카드융에 용해하지 않고 잔류한 

우라늄， 플루토늄 퉁이 부착되어 있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강재 전해조， 양극 basket, 교반 impeller동은 건조분위기에서 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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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융에 거의 침식되지 않아서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 것으꼬 알려지고 있 

다 

제 2 절 건식공정폐기물의 처리방법 [32] 

긴식지1 처리 공정애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체폐기둡， 사용후 염， 금속폐기 

물(Cd) ， 세라믹 등이 있다. 이의 처리방법을 간략히 살펴보면， 

• 기체 헤분열생성룹을 처리제동에서 회수하여 고압 Cylinder에 넣어 밀봉 

하여 보관하는 IJJ행 계통(closed system)을 고려하고 있다 . 

• TRU를 포항한 다량의 사용후 염올 액체금속(Cd-Lil과 접촉시켜 Cd중의 

TRU를 추출하여 f，'f分혜l한다 군분리 처리한 JI' TRU염 은 시벤트 고화 
하는 방법을 고려 하고 있다. 

• 사용후 카드뭄은 전해조의 陽뼈 카드융과 전해조에서 수냉이 끝난 사용 

후 염에서 추출하여 군 분리한 TRU를 함유하고 있고， 이 를 증발시켜 제 

거하면 농축된 금속폐기울이 된다‘ 양극 카드뭄의 중발잔사를 capsule에 

넣어 고준위폐기물로 저장한다 염을 제거한 카드융은 주로 TRU와 희토 

류를 함유하고 있으며， 증류한 카드융은 재사용한다. 

• 도가니나 mold 둥의 세라믹 폐기울올 분쇄 후 용기에 넣어 저장한다. 

1. 기채폐기물 처랴방법 

금속 핵연료 건식재처리를 고순도 아르곤 분위기에서 수행하기 때문에 

기체폐기물을 아르곤 분위기 정화장치에서 일괄 처리한다 기체 핵분열생성 

물인 삼중수소， Xe, Kr을 모두 포집해서 연료사이클 중에 완전 멸폐를 시도 

한다 

Kr은 아르곤기체 정화장치에서 저온중류법으로 분리시켜 고압 실린더에 장 

입하여 장기간 보관한다. 그밖에 제올라이트에 홉착시키거나 표연을 

sputtering한 금속박막에 흡착시켜 상압에서 저장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Kr과 같이， Xe도 저온중류법으로 포집하고， 반감기가 짧은 I33Xe(5.25 일)을 

감쇠탱크에 일정기간 저장한 후 방출한다 

삼중수소는 산화시켜 삼중수(HTO)의 형태로 포집한 다음， 다른 고체폐기물 

과 함께 capsule에 봉입하여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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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폐기괄 처리법 

전해정제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기괄의 조성은 표 19와 같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폐기물 중에는 TRU가 함유되어 있어 이룹 군분리 하기 위 

해 Li올 0.1 wt% 첨가한 카드융(체적비로 Cd-Li/염 =0.3 정도)에 접촉시켜 

염이 되기 어려운 회토류， TRU룹 선태적으로 염상에서 카드융 상으로 추출 

하는 방법올 시도하고 있냐. 이 처리볍의 분매계수는 표 20과 감이， ANL의 

실험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이 방볍플 2회 만복하면 염 중의 TRU의 양을 

l μCi!g까지 줄일 수 있다. 

ANL에서 보고한 염과 Cd의 분배계수(표 20)를 근거로 해서 각 원소의 분 

배거동올 이용하여 TRU의 제염제수( D FT)플 도출하였다. 즉， 500 "c에서 

염 (Li-Na-Ca-Ba 4원소)과 카드융에서 U, Pu, Am, Cm, Nd, Ce의 분배계수 

( Dc = 염 중 농도와 차드융중 농도의 비 )는 우라늄을 기 준으로 환산하면 

표 21과 같다. Cd와 염의 체적비가 0.3이므로 각각의 밀도릎 P C , P S라 하 

면， 분배계수와 제염계수 간에는 다음과 같은 상관성을 나타낸다. 

D c=0.3 Pc/{ DFT- l) P s 

이 식으로부터 분배계수 또는 제염계수를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 

서 우라늄의 Dc를 1 ，αm으로 하연， 플루토늄의 D FT=1 ,213, 퀴 륨의 DFT 

=763, 아메리숨의 D FT=697로 추산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추정한 다른 원 

소들의 제염계수 값을 표 22에 제시하였다 이상의 제염계수를 써서 전해공 

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염을 2단 처리한 후 각 원소의 염과 카드융에서의 

분배를 산정했다- 그 결과 염 폐기물의 조성은 표 23과 같으며， 최종적인 염 

폐기물은 년간 4.7 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염폐기물의 비 방사 

능은 a 방사능이 0‘ 16 ~Ci!g이 다 

금속추출 후 염의 시멘트 고화체는 안전성 평가를 하기 위해 침출실험올 

수행하고 있으며， ANL에서는 fly ash를 가한 시벤트고화 처리법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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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전해정재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헤기윌 

원소군 화합둡 싣량(kg/년 ) 땅사능(Ci/년) 발열량(W/년) 

UC h 6.7xlO 3lx10 2 5.3x lO • 

PuCI ‘ 8.5 3.8xlO' 2.8x 10 

악ιHr족 NpCh 5.0 1.7x 10" 4.1 
AmCh 3.2xlO 5.5 xW' 1.6xlO’ 
CmCh 2.6 7.0x1O" 4.9x10’ 

CsCI l3x lO2 4.9x lO. 2.5x10. 

암카리족 HbCI 7‘9 3.7xlO ' 1.7x 10 3 

NaCI 6‘8xlO3 3.8 5.4xlO ~ 

BaCb 5.8x10 2.6x10. 1.0xW' 

알카라上족 MgCI, 6.9xlO ' L4xlO2 

SrCb 2.3xlO 1.1 x104 1.5xlO‘ 

LaCh 
5.5xlO 9.7xlO ~ 1.6xlO " 

PrCh 5.0xlO 9.3x104 6.8x lO. 

CeCh 1.0 x1<r 9.2x104 6.1 x103 

NdCI ’ 1.6x102 1.7x lO " 4.0xlO • 

회토류 
SmCh 4.6xlO 9.3x104 1.1 xlO 

PmCh 7.6 4.1 x104 1.6x103 

YCh 1.5xlO 1.2x104 6.4 x 103 

TbCb 3.9x10 ' 3.7x103 3.1x10 
GdCb 5.1 1.4x102 1.2 
EuCh 5.8 5.3x l<j' 1.7x103 

Te 1.8xlO 2.9x1O" 2.6x102 

1.0x10 1.3 5.9x lO 4 

洛 띠원 LiCI+KCI 3.6x103 

합 계 5.lx103 3.4 x107 1.2x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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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Cd- Li 추출법에 의한 분매계수 

원소 세영세수 

U ) 1.000 

PU ) 1,000 

Am ) 50-1α) 

Cm ) 100 -200 

회토류 - 10 - 100 

Cs. Sr <0.01 

표 21. 우라늄에 대한 각 성분의 분배계수(ANL 자료) 

원소 
분배계수 

(우라늄에 규격화) 

PU 1.32 

Cm 2.1 

Am 2.3 

Nd 35 

Ce 

표 22. Cd- Li 추출법에 의한 제염계수(추정치) 

원소 제염계수 

U 1,601 
pu 1,213 

Am 697 

Cm 763 

Np 500 

Ce 25 

Nd 47 

기타회토류 20 

알카라，알카리토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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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TRU 추출처리 후 염폐기불의 조성 

중량(kg/년) !앙사능(Ci/년) 딸생량(W/년) 

UCb 2.6x \0 ’ 1.2x \0 X 2. 1x \O 10 

PuCb 5.8x \O “ 2.6x 10 7 1.9x \0 ’ 

TRU 염 9.1 x 1 1.3 1.2x \0 " 

희토류 영 7.0x \O ' 5.3 x \0' 2.0x 10" 

얄카리 염 79xlO2 4.8x \06 2.5x 10" 

얄카리토류 염 7.9x \0 3.5x\O" 1.1 x lO" 

할로겐 2.8x10 2.9xW' 26x lO2 

LiC1 - KC1 3.6x 10’ 

3. 사용후 카드융 처 리방법 

사용후 카드융은 전해조에 사용한 양극 카드융과 사용한 영에서 추출한 

TRU 함유 카드융이며， 이들 모두 증류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 일본 전력중 

앙연구소는 감압증류 실험에서 잔류 Cd의 농도가 0.1 at.%이하(950 t)라는 

결과를 얻어 증류에 의해 카드융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올 업중하였다 중 

발잔사의 금속폐기물에서 염 처리후의 카드뭄의 중발잔사에는 다량의 TRU 

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를 고속로에 넣어 소멸 처리하는 방안 

을 고려하고 있다 

4. 세라믹폐기물의 처 리방법 

염분리공정과 사출성형공정에서는 활성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용해하기 

위해 고온에서 양립성이 좋은 belliria (BeO)도가니 또는 yittira(Y203 )를 도포 

한 내열 도가기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세라믹재료는 내충격， 기계적충격 

에 약해서 잘못 다루연 폐기물이 다량 발생할 수 있어 TRU폐기물의 증가의 

원인될 수 있다 처리방법으로는 파쇄에 의한 강용처리와 금속내에서의 분산 

처리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5. 제올라이트 잔류 염혜기물처리 [35] 

U 

이
 



역 추출된 염을 제올라이트에 풍과시키띤 우선적으로 Sr, CS, Ba 및 회토류 

원소들이 양이온.ü!.환으로 새거되고 이와 함께 미량의 악티늄족원소가 잔류 

한다. %Sr- %Y, lPCs-l37II1Ba, l5lSm, l혀Eu， l팬u 동 때문에 염-제올라이트 혼 

합울은 고준위페기울이 된다 또한 l3] I, l￡Cs， 낀ISe 동의 장딴감기 핵종들의 
존재로 수천년간 방출에 저l 한플 받는다 

염 -제올라이트 혼합물을 직접 암츄할 경우 엽의 함량이 25 %정도가 되어 

과다한 방사성붕괴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룹 약 5-10 % 염 함량으로 

알루미늄-규산염 매질에 회석하면 지층처분에 적절한 열발생융을 가지는 폐 

기물이 된다 이 형태의 폐기물은 물에 의한 침출시험이나 10 MGy정도의 

ωCo 방사선조사시험에서 안정하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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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준위폐기물의 처랴공정 

제 1 절 습식처리공정 

고준위 땅사성폐기불 중에는 장수영 · 고독성 방사성 해종들이 다량 함유되 

어 있어 이들 핵종들을 선택적으포 분리 · 치리하여 유효핵종들을 제활용하 

거나， 장수영 핵종들을 연소로 또는 가속기룹 이용하여 안전한 동위원소 또 

는 단수명 핵종으로 전환하는 소별처랴방법이 신중히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러한 폐기물 중 장수영 또는 유효핵총들을 분리하기 위한 습 

식처리 방법들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1. TRUEX 공정 

중성의 유기인산계 2배위 추출재인 CMPO(n- octyl phenyl- di - isobutyl 

-carbamolymethyl-phosphin-oxidel를 사용한 용매 추출법에 바탕을 둔 공정 

으로 1980년대 미국 ANL의 Schulz 등[36J이 개발하였다 당시에는 Hanford, 

ldaho 둥에 저장한 군사용 폐기물올 대상으로 방사성 폐액으로부터 PU 와 

Am을 분리할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그 후 일본(PNCl ， 이탈리아， 인도 등에 

서도 고준위 폐기물의 상용처리 목적으로 연구 개발해 오고 있다 

용매 추출에서 제 3상 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교적 고농도의 TBP(l-

1.4 Ml를 추출용매에 사용한다 CMPO- TBP 혼합물은 Np(Vl를 제외한 주 

요 악티늄족원소를 모두 추출하기 때문에 넓은 농도 범위의 질산 용액(0，7-

5 M HNO:Jl으로부터 고준위 폐액의 탈 질산 과정 없이 바로 용매 추출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당초 ANL에서 개발한 공정은 그립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0,25 M CMPO와 0,75 M TBP의 혼합용매에 의한 

TRU(초우란 원소)， Tc, RE(희토류 원소)의 공추출， 0,25 M HN03에 의한 

세정， 유기상으로 추출된 Am, Cm, Tc, RE 둥을 수용상으로 역추출 시키는 

1차 역추출제(역추출제: 0,05 M HN03)와 Np과 Pu을 역추출 시키는 2차 역 

추출제 (역추출제: 0,05 M HN03 + 0,05 M HFl , 마지막으로 5 % Na2CO:J에 

의한 용매 재생공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Zr, Mo의 추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입펴l 액에 옥살산을 첨가하거나 세정액으로 질산과 옥살산의 흔합 

액을 사용하였다.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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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는 ANL에서 모의용액올 가지고 실험한 결과갈 나타내고 있는데 주입 

액의 농도룹 100으로 하였을 때 각 배출 흐름에 분포한 농도블 표시한 것이 

다[37] 이 결과에 따프면 공 추출 단계에서 99% 이상의 U, Am, PU이 

HND;f 
받댈괴nse 

F eed solution 

믿펀쁘0，) 

FP. inertsalts. 
H:zC,D. 

O.25 t.1 HND] Am.Cm.ln solution 찌
 폈
 

• 

O.05M HND]+ 
O.05M HF Pu. 뻐 solution 

5'" Ha2CDJ 

냥:J 

그림 11. 일반적인 TRUEX 공정도. 

RE나 미량의 Fe!4 함께 유기상으로 추출되는데 Fe은 세정과정에서 제거된 
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RE도 CMPO에 의하여 추출되기 때문에 

Am-Cm/RE의 상호분리과정 또는 필요시 AmICm 상호 분리 과정을 추가로 

연결하여야 한다. 이 공정의 단점은 방사선에 의하여 용매의 열화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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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때 생긴 열화생생울이 An(illl+Ln ( illl의 역 추출을 방해하기도 하며 

용매추출 과정에서 결코 적지 않은 2차 폐기풍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U( V! l 

와 An(IV l은 CMPO와으 친화생이 커서 이들의 완전 역추출이 어렵게 되므 

로 용매재생애 큰 부팀을 주기도 한디. 즉， 불산， Diphosphomic 산과 같은 

강한 결합재플 용띠l 세정제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 는 2차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를 초래한다 PNC에서는 “무염 (sa lt- frccl" 약품을 용매 세정제로 저l안하 

고 있는데 그림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HAN , hydrazine oxalate, hydrazine 

carbonate 둥을 세정재로 쓰고 있다. PNC는 An(illl!Ln(illl 상호분리에 

DTPA(Di- cthylene Tri - amine Penta Acetic acidl를 적용하는 공정 개선안 

을 제시하고 있다. 즉 DTPA-NaN03 용액올 An(illl, Cm(illl 및 Ln(illl의 

선택적 역추출제로 사용하는 SETFICS[37]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 

TRUEX 공정의 전산코드를 ANL의 Vandegrift가 개발하였는데 이것올 미국 

과 PNC에서 수행한 실험에 적용하였고 최근 TRUEX 공정의 방사선적 시험 

(hot testl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표24. TRUEX 공정에서 주요원소의 상대적 농도 분포비 

Am. Cm. RE Np. PU U 사용한 
원소 추훌잔름옳 

흐름 흐름 흐름 CMP。

FP 99 <2 <2 
Tc 5-90 10- 100 
Np 99 <1 
U 90 <10 
PU 0.23 99.8 <1 
Am 98.9 0 ‘ 12 
Cm 100 

」

2. CTH 공정 

1980년대 스웨벤의 Charmers 공업 대학에서 개발한 공정 이다. 그림 1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공정은 크게 산도조정， 3개의 용매추출 공정， 2개의 

무기이온 교환체에 의한 흡착공정 및 용매 재생공정 퉁으로 이루어 져 있다. 

산도조정 공정에서는 각 원소에 대하여 산도 변화에 따른 DEHPA의 추출능 

을 고려한 후 주업 용액의 산도를 고산도(6 M HN03)로 조정하였다 제 l 
추출 공정에서는 Nysolvin 5A(aliphatic kerosenel로 회석한 1 M DEHPA[또 

야
 써 



는 HDEHP. Di - (2- Ethyl HcxyD Phosphoric Acid]룹 추출제로 사용하였으며 

U. Np. Pu. Zr. Mo. Fe. In. Sn 등을 여기서 추출한다- 이 가운데 0.5 M 

(NH4)zC03와 0.1 M mannitol 흔합용액에 의하여 U. Pu. Np을 역추출 한다 

,,11 2 추출공정은 탈짚산 공정이며 50 % TBP에 의하여 절산을 추출함으 

로서 수용상의 질산 농도륜 0.1 M까지 감소시킨다. 이때 질산과 함께 Tc 

Pd. l1u 둥도 공추출 되는데 이들은 9 M HN03에 의하여 다시 수용상으로 

역추출 된다 제 3 추출공정은 제 2 추출공정의 추출잔액<0.1 M HNOJl을 주 

엽용액으로 사용하며 1 M DEHPA에 의하여 Am. Cm. RE 등을 이곳에서 

추출한다. 그 다음. 0.05 M DTPA와 1.5 M 젖산Oactic acid)의 혼합액을 역 

추출제로 사용하여 Am과 Cm을 유기상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역추출 시킨다 

제 3 추출공정의 추출잔액(또는 추출 잔류물)에는 Cs. Sr 및 기타 핵분열 

생성물이 들어 있는데 이중 Cs 과 Sr은 무기이온 교환체를 써서 홉착 분리 

한다- 이 무기이온 교환체에 홉착된 Cs과 Sr을 직접 유리화 하여 처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실제 폐액을 써서 본 공정의 성능시험올 수행하였으 

며 주업용액을 100으로 하였을 때 각 배출흐름의 농도 분포를 표 25에 수록 

하였다[38] 

제 1 추출공정에서는 99% 이상의 U. Np. Pu. Zr과 80%의 Fe. 95 %의 

Mo. 88 %의 In 및 95 %의 Sn 둥을 분려하였다 제 2 추출공정에서는 97 % 

의 Tc. 99.9 %의 Pd. 77 %의 Ru을 회수하였다. 약 10%의 Ru은 유기용매 

속에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용매 재생시 이들의 제거가 필요하다. 

재 3 추출공정에서는 99% 이상의 Am- Cm 과 97.9 %의 RE가 상호 분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무기이온 교환체에 의한 홉착과정에서는 Mordenite에 

100 %의 Cs이 홉착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CTH 공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보연 초기 주입 용액의 산도에 지나치게 

높은 농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폐액의 농축과정이 필요하고 질산에 의한 

재료의 부식 문제가 따르며 용매 추출과정이 많아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 되어 실용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 

g 

ω
 



(8 101 배매 

o. 5M (NH ,)zCO] 
0.1101 manr뼈| 

9101 HNO] 

그림 12. CTH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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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CTH 공정에샤 주요 윈소의 상대적 농도 분포비 

원소 
제 1 추출 제 2 추훌 저I 3 추훌 

U. Np. PU흔릉 Tc. Pd 동륭 Am-Cm ~릉 RE 용롬 사용한 DEHPA 
흩칙 

U 100 
Np >99.8 
PU >99.9 
Tc 97 
Ru 77 

Pd 99.9 
Am >99.8 0 ‘ 14 <0.02 
Cm >99.8 <0.02 
RE 1.5 97.9 0.1 
Fe 80 17 
Zr 99.9 

Mo 95 5 
Cs 100 

3. DIAMEX 공정 

이 공정은 개량 PUREX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고준위 폐액， 즉 1, Tc 및 

Np이 습식 재처리 공정에서 이미 회수한 펴1 액을 대상으로 MA만올 분리하 

기 위하여 프랑스 CEA에서 SPI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발하고 있는 군분 

리 방법의 하나다 MA 추출제로는 diamide 계열의 malonarnide를 사용하고 

있으며 초기에 채택한 것은(DMD BTDMA- Di- Methyl- Di- Butyl Tetra 

Decyl Malon Arnide) '?!데 지금은 diarnide 분자의 최적화 연구를 계속 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 분자는 C, H, 0 , N의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어 무공해성 

소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CMPO에 비하여 2차 고체 폐기물의 발생량올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TRUEX 공정과 마찬가지로 이 공정에서 
도 탈질산 과정이 필요치 않으며 필요시 폐액의 산도 조정만 하면 된다(그림 

13 참조}. 공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TPH로 희석한 0.5 M DMDBTDMA 

를 Am, Cm의 추출제 (RE도 공추출)로 사용하고 2 M HN03, 0.1 M HZ02 및 

0.1 M KMA 혼합액을 세정제， 0.5 M HN03와 0.01 M Ca( II ) 혼합액올 역 

추출제로 사용하고 있다. 추출과정에서 Am, Cm, RE 외에 Zr, Mo, Fe 둥도 

함께 추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의 추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세정제를 

고안한다. 실재 폐액을 사용한 실험에서 표 26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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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39) 추출 과정 에 서 Zr은 모두 추출잔상(또는 추출 잔류물)에 닙 아있 

으나 Mo과 Fe, Ru둥은 상당량 Arn, Cm 흐름에 동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공정도 TRUEX 공정과 마찬가지로 MA 및 RE의 상호분리 

과정의 추가갚 필요로 하며 di때ide 추출제의 실용성 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 

토륜 요한다 

표 26. DIAMEX 공정에서 주요 원소의 상대적 농도 분포바 

원소 주훌잔류물 Am. Cm. RE 옹름 시용한 DMDBTDMA 
Fe 34.0 66.0 
Zr 100.0 
Mo 27.0 73 .0 
Ru 50.0 39.0 11.0 
RE 100.0 
U 100.0 

PU 100.0 
Am 0.5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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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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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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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å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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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DlAMEX 공정도. 

4. DIDPA 공정 

DIDPA는 HDEHP와 유사한 화학적 성질올 가진 새로운 추출제며 이것을 

적용한 군분리 공정을 일본 JAERI에서 개발하고 있다 이 공정은 그립 14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폐액의 탈질산 공정， 1개의 추출과정 ， 4개의 선택적 역 

추출과정 및 용매 재생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추출과정에서 Np의 추출성 

을 높이기 위하여 Np(V)를 Np(IV)로 환원시킨 후 Am, Cm과 함께 유기상 

으로 공추출 시킨다는 점이 。l 공정의 특정 이다 추출제로는 0.5 M DIDPA 
와 0.1 M TBP의 혼합용매를 사용하며 0.5 M HN03, 1 M H2Û2 혼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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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로 사용하였다 Am과 Cm의 선택적 역추출에늠 0.05 M DTP A, RE 

역 추출에 는 4 M HN03, Np, PU 역 추출에 는 0.8 M H;iC2Ü4, 마지 막으로 U의 

역추출에는 1.5 M Na;iC03 용액을 사용하였다， 추출파정에서 주입하는 폐액 

의 질산용도를 0.5 M로 조정하며 이에 앞서 폐액을 개띠산으로 탈질산 시킨 

다 한편 Tc은 추출과정 에서 잔상에 납게 되는데 산도 조정을 거친 후 활성 

탄 홉착법 또는 2차 탈질산애 의하에 침전물로 제거 할 수 있다. 모의 용액을 

써서 실현한 결과를 표 27에서 제시하였디 [4이-

표 27. DTDPA 공정에서 주요 원소의 상대적 농도 분포비 

원소 추훌잔류올 Am. Cm. RE 。릉 Np. PU ~름 사용한 DIDPA 
RE 0.002 99.99 <0.01 <0.0 1 

Np 0.04 99.95 <0.01 

U 99.99 

PU 99.9 <0.01 

Am 0.01 99.99 <0.01 <0.01 

Cm 0.01 99.99 <0.01 <0.01 

Rh 88.3 1‘ 86 9.64 0.2 

Ru 93.53 0 ‘ 98 1. 10 4.40 

Fe 0.13 0.10 99.97 <0.0 1 

Fp >99.9 <0.01 <0.01 <0.01 

표 2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추출과정에서 99.9 % 이상의 Am, Cm, 

RE, Np이 추출되고 90 %의 Fe, 6 %의 Ru 및 11 %의 Rh이 동반 추출되었 

다. Zr과 Mo은 이미 탈질산 과정에서 침전으로 제거되었기 때문에 주입용액 

에 들어있지 않다. 질산에 의한 Am, Cm, RE의 역추출은 질산 농도가 높을 

수록 DTDPA에 대한 이들의 분배계수가 낮기 때문에 4 M HN03로 99.0 % 

이상을 역추출 시 킬 수 있었다 옥살산에 의한 Np, PU의 역추출과정에서도 

유기상 함량을 기준으로 99.9 %의 Np과 Pu, 98 %의 에1， 20 %의 Ru이 수 

용상으로 역 추출 되 었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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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RPO 공정 

. i Cι 5,. Tc. PGM j 
’ sepa，~tion 

그립 14. DIDPA 공정도. 

이 공정은 TRPO를 추출제로 사용하며 중국의 칭화대학에서 개발하고 있 

는 군 분리법의 하나다. TRPO는 3개의 알킬기를 갖는 분자구조로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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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화수소 희석제에 대하여 용해도가 높고 비교적 큰 MA 추줍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내 방사선성이 양호하고 용깨재생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공정은 그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질산 과정， Np의 전기적 환원과 

정， TRPO에 의한 용깨추출과정， 3개의 선댁적 역추출과정 및 용매 재생과정 

으로 이루이져 있다. 탈질산과정은 폐액의 산도를 1M로 조정하기 위한 것 

이며， 전기화학적 환원 과정에서는 Np룹 5가에서 4가 상태로 환원시쳐 

TRPO에 의한 추출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l차 역 추출 과정애서는 5.5 M 

HN03에 의 하여 Am, Cm, RE가 동시 에 역 추출 되 며 2차로 0.6 M H~2Û4에 

의해서 Np, PU이， 마지막 3차로 5 % NazC03에 의하여 U이 역 추출 된다， 

실제 폐액을 가지고 Karlsruhe 연구소에서 이 공정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였 

는데 그 결과는 표 28와 같다[41]. 단， 이 실험에서는 탈질산과 전기화학적 

환원조작을 생략하였다. 이 결과에 의하면 Am, Cm, RE 흐름과 Np, PU 흐 

름에 상당량의 Zr과 Tc이 분산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Np의 정 우， 

약 10 %는 추출되지 않고 추출잔상에 남아 있는데 이는 추출성이 낮은 5가 

로 존재하는 Np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칭화대학의 lNET에서 탈질산과 전기화학적 환원과정을 포함한 공정 

에 대하여 모의폐액으로 실험한 결과를 표 29에 제시하였다[42] 이 경우 ， Zr 

을 탈질산 과정에서 미리 제거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Tc에 대 

해서도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Np은 원자가를 5가에서 4가로 

환원시켜줌으로서 Np, PU흐름으로 99.9 % 이상 회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밖에 최근의 연구로 Am- Cm 군과 RE 군의 상호 분리를 위하여 

cyanex-30l을 Am-Cm 군의 선택적인 추출제로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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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꾀 
그림 15. TRPO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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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TRPO 공정에서 주요 원소의 상대적 농도 분포비 

추흩잔륙물 
Am. Cm. RE 

흐름 

Np. PU 

흐름 
U 률름 

5.00 9.26 42.87 0.43 

0.06 71.40 28.53 

9.81 0.04 89.51 0.10 

0.06 99.85 

99.58 0.19 

99.70 0.13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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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PO 
42.44 

0.54 

0.09 

0.05 

0.03 



표 29 ‘ INET-TRPO 공정에서 주요 원소의 상대적 농도 분포비 

원소 추출잔류울 
Am , Cm , RE 

흐름 

Np, PU 
U 흐륭 

사용한 

흐름 TRPO 
Tc 90.0 7.0 1.0 1.0 <1.0 
Np >99.9 
U >99.9 
PU >99.9 
Am >99.9 
Cm >99.9 
RE >99.9 
FP 90.0 7.0 <3.0 <1.0 <1.0 

6. An/Ln의 상호분리 

악티늄족윈소와 란탄족원소의 상호분리는 TRUEX, DIAMEX, TRPO 공정 
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공정이다. Arn. Cm 및 Ln(핵분열 생성물 총량의 1/3 

에 상당)는 질산용액 중에 3가로 존재하는데 이들의 상호분리는 쉽지 않다

그것은 다름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5f 및 4f)원소들의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Ln/An의 분자량 비(R)가 크다(국내 경수로 핵연료인 경우 R =:: lO). 

Ln/An의 분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An 및 Ln의 공 추출을 
이용하는 것이다. DIDPA , TRUEX, TRPO 및 DIAMEX 공정 이 여기에 속한 

다. 상기 공정 중 처음 2개 공정에서는 DTPA와 같은 시약으로 An을 선택 

적으로 역 추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는 An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선택생이 큰 추출제가 필요하며 TPTZ, CYANEX-301과 

같은 추출용매가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위 두 방법을 복합시킨 공정， 즉 

An , Ln의 공 추출 및 역 추출올 통하여 기타의 핵분열 생성물을 제거한 후 

다시 An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하는 방법도 있는데 DIAMEX 공정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An의 순도를 높일 수 있고 2차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TPTZ와 CYANEX-301 추출용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TPTZ는 유기 음이온 교환제와 혼합 하연 추출 상승효과를 나타내어 An+Ln 
혼합물로 부터 An(ill)를 선택적으로 추출 할 수 있는 4중 질소 주개 

(tetradentate nitrogen- donor) 원자를 가진 추출제다. 이 시스템을 198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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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Vitorge[ 43)가 처음 연구하였다 T fYfZ+HDNNS 혼합불을 써서 Ln(illJ에 

대한 An(illl의 선택성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발표하였으나 공정에 적용하였 

을 때 제3상 형성， 상분리의 지연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 

재 TfYfZ의 지용생 얄켠 유도체의 개말에 관해 프땅스의 CEA에서 연구하 

고 있다 

CYANEX- 301 추출시l 인 경우， 최근 중국 칭화대학의 Zhu[44]가 An(illl!Ln 

(illl 분리에 있어 그 생능의 우수성올 말표한 바 있다. CYANEX-301은 bis 

(2,4,4- trimethylpentyIJ dithiophosphinic 산윤 주성 분으로 하는 추출제 로서 

시판 제품에는 분리를 저해하는 많은 불순물을 합유하고 있다. 따라서 시판 

재풍의 경우， 정제과정올 거친 후 알칼리 중화를 시켜야 An(ml!Ln(ill) 분리 

효과를 얻올 수 있다. 한 가지 단점은 폐액의 pH를 3.5-4.0 냄위까지 조정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폐액의 산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Modelo 등[45)은 CYANEX-301 의 2, 4, 

4-trimethylpentyl 그룹을 할로겐화 페 널 기 로 대 체 하여 (Cl-CuHsJ2PS(SHJ를 

합성한 후 TOPO와 혼합하여 시험한 결과 우수한 추출성과 화학적 안정성 

등을 보여주었으며 0.4 M질산에서도 An(ill)의 분배계수가 400인데 반해 

Eu(ill)의 분배계수는 0.5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를 분리계수로 환산하면 88인 

결과를 나타낸다. 미국 ANL의 Jarvinen퉁[46]에 의하면 CYANEX-30l은 

TBP와 혼합 사용할 때 An!Ln 분리의 상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최근에 Hill 퉁[47)은 CEA!PNC 협력 프로그램에서 CY ANEX -30l!TBP 

를 사용했올 때 pHeg=2에서 SF AnlEu "" 500의 상승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 

다 Zhu 둥[48]은 실제 폐액에 대한 An!Ln의 분리실험에서 실험실 규모의 4 

단 십자류(cross-flow) 시스템을 적용한 바 있다， 그리고 향류 추출시스템에 

대한 모델을 설정하고 계산 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 · 검증하기도 하였다. 

7. SESAME 공정 

MOX 핵연료에 Np, Am만 첨가하고 Cm을 첨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Am 

과 Cm을 상호분리하지 않으띤 안 된다. SESAME 공정은 Am파 Cm을 상호 

분리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CEA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정 [49]이며 그림 1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군 분리 공정의 선택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표시할 수 

었다. Am은 4가 및 6가 상태에서 3가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띄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Am과 Cm을 상호 분리하게 된다. Am의 산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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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데 하나는 전기화학적 산화법이고 다릎 하나는 산화저l륜 이용하는 화학 

적 땅법이다 이 때 Cm은 수용액 상에서 3가 이상으로의 산화가 매우 어렵 

기 때문에 Am만 선택적으로 산화시견 수 있다 

U 

PU 

Am+Cm 

Cm+Ln+ Fp Cm+Ln Cm 

그립 16. SESAME 공정관련 상이한 분리계통. 

그러나 Am(N) 및 Am(VI)은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용액상 

에서 산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정제가 필요하다. 지금 까지 

P2W 17061 -
IO(Potassium phospho-tungstate)가 적절한 안정제로 알려져 있다. 

Am(N)는 아민계 용매. Am(VI)는 유기 인산계 용매 또는 amide계 용매에 

의하여 추출성이 높기 때문에 Cm과 상호 분리 할 수 있다‘ Adnet 둥[5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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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rn -Cm 또는 Am- Cm-Nd 혼합울에 대한 방사선적 시험 (hot testl 결 

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들은 전해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Ag( TI)로 인해 

PZWI706J - 10의 존재 하에서 Arn(illl을 Am(Wl로 환원시켰으!셔 Arn( VIl를 

HD(DIBMlP-실리카 겔로 추출하는 실험올 풍하여 90 %의 수융과 95 %의 

순도를 나타내는 실헌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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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방사성폐기물의 처 분에 마지는 P-T가 술의 

영향 

최 근까지 장반감기 MA의 재 순환은 단지 MA를 고준위 폐 기 물로부터 회 수 

하고， 장기 깐 보관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맞추어 MA를 원자로나 가속기 애 의 

해 변환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러 한 생각은 재처리 후 가치 있는 

U나 PU을 정량적으로 재순환 한다는 데서 가능했던 것 이다. 그런 데 실제로 

는 재처리된 U나 PU 모두가 정량적으로 재순환되지 않는다 어떤 시나리오 

에 따르더라도 FR기술이 타개되지 않는다면 다량의 ,jç ff재 U은 쌓여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디‘ 

재 1 절 소멸처리 개요 

습식 또는 건식 [51l 처리로 고준위폐기물에서 분리한 장수명 · 고독성 핵종 

(예 !l9Tc， 1291 및 MA 등)을 원자로(또는 가속기 발생)중성자 또는 가속기 

구동 미엄계 원자로(혼합형 원자로-hybrid type reactor-라고도 한다) 중성자 

에 조사시켜 핵변환 및/또는 핵분열(핵파쇄 포함)시켜 단수영 · 저 독성 핵종 

화 하는 것을 소멸처리라 한다. 유[51]는 소멸처리 전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원자로 배출 후 경과시간에 따른 상대적 방사성 독 

성지수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그림 17과 같이 나타내었다 

여기서 독성지수는 어떤 핵종의 연간 섭취한도(Bq)에 대하여 그 핵종의 

사용후핵연료 내 방사능(Bq) 비를 나타낸다 그립 17에서 소멸처 리 효과는 

사용후해연료의 원자로 배출 후 초기에는 크지 않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차 

츰 커지고 약 1 ，000년이 지나연 그 효과(“상대적 독성지수”로서)는 약 1,000 

을 유지함을 보여준다 

아직 소멸처리의 경제적 이점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환경보전 및 대민 

수용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매우 매 력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기 

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몇 가지 소멸처리 개념을 다룰까 한다 이에 대하여 

Salvatores 둥[52]은 그들 보고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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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고준위 폐기물의 방사성 독성. 

1. FNR에서 MA!LLFP의 균갤형 째순환 

고속 중성 자 원자로 또는 고속 중성 자로(FNR-Fast Neutron Reactorl의 

설비용량이 충분(30-40 %)하다연 그것은 MA(예 Arn, Cm 빛 Np}의 관리 

에 적절하다고 한다[52]. 만일 그 설비용량이 더 증가하면 원자로심 주변의 

중성자 감속구역에 소멸처리 대상의 장수명 핵분열 생성물(LLFP-Long 

Lived Fission Products)을 표적형태로 삽입하여 핵변환을 시킬 수 있다. 

각 MA의 화학적 분리는 균질형 재순환에는 필요치 않다고 한다. 이에 대 

한 사례는 ANL에서 개발한 일체형고속중성자로(lFR-!ntegral Fast Reactor) 

다. 이것은 금속 핵연료를 가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U-Pu-MA 혼합물(낮 

은 분율의 란탄족원소 포함)을 산출한다. 원자로 또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안전 특성(사고 시 자동조정， 주기당 낮은 반응도 강하 둥)을 갖고 있다 따 

라서 고성능 균질형 핵변환은 이 설계의 특정 이다. 

표 30은 방사성 독성의 잠재적 감소를 나타낸다[52]. 이런 장재성은 비 균 

질형 재순환에서처럼 연소도 및 질량유동 용량에 무관하고 오히려 분리 공 

정(재처리 손실) 효과 및 원자로 내 재고에 연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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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비 순환 핵연료주기 대비 방사생독성 감소인자 대 시간 

100년 1 .000년 10.000년 
비 순환 핵연료주기 

PU 만 재순환 3 2.5 4.5 
PU + Am + Cm 의 재순흰 

최대(이론적) 490 400 390 

PU 및 MA의 균질형 90 100 120 
재순흰 ( 1 % 재처리 손실) 

PU 및 MA의 균질형 270 335 310 

재순환 (0. 1% 재처리 손실) 

2. FNR에서 MNLLFP의 ul 균질형 재순환 

비 균질형 재순환의 주요 장점은 핵연료 가공 기간 동안 표준핵연료 및 

MA. 장수명 핵분열 생성물， 그리고 적용할 수 있다면 재처리 작업을 분리 

하여 다룬다는 것이다 비 균질형 재순환[이 경우， 불활성 모재 내 10-20 % 

의 중원소(heavy elementl를 포함한 표적으로]을 위 한 여 러 가지 효과를 실 

증하였다 한 예로 비 균질형 재순환은 핵연료 주기에 대한 영향을 크게 증 

가시는 것올 표 31에서 보여주고 있다. 

표 31. 핵연료가공 및 재처리에 대한 MA표적의 영향 

(같은 양의 EFR 핵연료에 대한 중배인자) 

Am. Cm 표적가공 고연소도 묘적의 재처리 (90 % 핵룬열) 
비출릭 x 32 x 32 

v 선랑 x 2.500 - 3.5 
중성자 원 x 840 

질산 매질에서 용해도 문제를 일으키는 고준위 'l, a 및 중성자원과 함께 

MA 용으로 적합한 까닭에 고용화학 재처리(또는 건식처리)는 비 균질형 재 

순환인 경우 유망한 옵션으로 보인다. 

3. 이중충 처리 [52，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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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층Cdoublc stratal 치라란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l차층C first 

stratuml에서 PU를 반복 재순환 시키는데 MOX 형 태로 표준원자로(예. 

LWR 또는 FNRl에 순환시키고 다음 U, Pu, MA 및 LLFP룹 전용임재로 또 

는 가속기구동 띠엄계로[54]에 순환시켜 고옥성 • 장수명 방사성 해종윤 소멸 

시키 는 것을 딸한다 

이런 처랴방법을 프량스， 일본， 띠국， 우리나라 둥 여러 나라에서 연구하고 

있다[51 ， 5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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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분리/핵변환 및 이중층 폐기물처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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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2 절 P-T와 방사성폐기물관리 옵션 

최근 P-T는 새로운 혜연료 사이클 기술로 알려져 여러 원자력 연구개발 

국가에서 각기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 

해연료에서 U와 PU 만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MA와 장빈김기의 FP 
등을 종합적으로 회수， 최대한 재순환시켜 에너지 이용플 극대화하고 HLW 

발생량을 극소화시킨다는 개념이다-

P-T를 위해서는 재래식 분리기술에 부가하여 한충 효과적인 여러 고유한 

분리기술과 변환(소멸처리)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열중성자에 의한 핵분열 

단면적이 적은 악티늄족원소에 대해서는 고속로(FR)를， 장반감기 FP에 대해 

서는 파쇄반응용 ADS(accelerator 따iven system)를 각각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 를 위한 기술개발은 아직 전반적으로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퉁이 다소 앞서 있는 편이다 

효과적 P-T를 위한 여러 가지 시나라오가 셀정되고 일부 실험을 통해 하 

나씩 실중하고 있으나 각 요소기술들이 모두 산업적으로 실중되는 단계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음으로 

현 단계에서 P-T기술의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기란 사 

실상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P-T기술이 방사성폐기물의 지층처분 

(geological repository)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개발 현황을 최근 문헌을 
통하여 조사하고 표출된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1. P-T의 지총처분에 미치는 효괜feJX)Sitory 어tefit)[!Xì] 

가.개요 

여러 SF(spent fue\}처리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밀도를 늘렬 수 있는지의 여부와 P- T 전략이 방사성폐기물처분에 큰 이득 

을 가져다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경수로(LWR)에서 한정된 사용후핵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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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재순환(rccycling)법에 따라 얻을 수 

지룹 Yucca mountain을 예로 알아본다-

。1 느二 
λ， ,• 처분 상 이뜩이 어느 정도인 

냐. 고온 운영 법 (high temperature operation mode, HTOM)에 기 초한 

처분장 단면 첼계 

• 지하터널(cIrift)은 폐쇄 직전까지 75 년간 강제배기 법으로 냉각함을 가정 
• 지하자장량 한도는 여러 장소와 시간 빛 시장폐기불 열원 등에 의한 온도 

에 따라 결정. 

다. 재한온도는 방사생핵종방출 차단 벽 (bar끼er)의 건전성 업중 

(1). HTOM 채한 온도한도 

• 두 터널 사이 암석의 최고온도는 당해 지점의 비접 (96 'C) 이하로 유지. 

• 터덜 벽 암석 최고온도를 200 'c 이하로 유지‘ 

(2). 멸혜 전 • 후(before and after c!osure)의 산과 처분갱도의 온도계산 

얘 따른 처분부하 한도량 결정 

• 저 장터 널 주 변 Yucca mountain에 대 한 “unit cell slice" 기 술 방 법 에 의 한 

구체적 온도모델 개발 

• Yucca mountain의 열 · 물리 학적 성 질 을 반영 

• 파라미터의 불확실성은 이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음. 

• 여 러 다른 화학적 분리 융션을 위 한 최 대 처 분갱 도 거 치 량(ψift loading) 

의 상대적 평가에 본 연구의 초점을 맞춤. 

랴. 사용후핵연료 열원 (spent fuel heat source)의 특성 

• 배출된 PWR핵연료를 지층처분을 위한 대부분의 대표적 사용후핵연료로 

가정하였음 

• 방사성붕괴열(decay heatl은 원자로에서 배출된 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첫 60 년 동안 붕괴열은 주로 Cs와 Sr의 붕괴생성물인 Ba와 Y로부터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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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됩 .60 년 이후에는 봉괴열이 주로 악티늄족원소들과 PU 및 Am으로 

부터 발생됨 . 

• 200 년 후부터 방사성붕괴열은 한층 천천히 띨어지고， 열은 최소 10,000 

년까지 거의 전부가 Pu~r Am으로부터 발생됨. 열 L앙출량이 깨우 느리게 

감소되는 이유는 241Am, ι었Pu ， 엇PU 및 깅Opu 등 장반감기 동위원소 핵종 

때문엄， 

마. 지 총처 분 。l 득 (repository bcncfit) 

PWR 기본값(baseline valuc)에 대한 최대 장잔량(maximum drift load 

- ing) 비교에 의한 평가 

• 1 개 터널(따ift)에 -1.1 M따uνm 또는 -55 GWd!m의 폐기물에 대해최 

대 선형 장전 량을 열 모델 적용으로 계산하고， 인접 처분터널 사이의 최 

대용도(96 "C)에 따라 제한됨， 

• 주요 악티니드 원소인 Am과 PU를 제거한 조건으로 계산한 최대 선형 장 

전 량은 -5.9 MtIHl\νm 또는 -295 GWd!m이고， 처분장 폐쇄 직후의 처 

분터널 벽의 허용최대온도(200 "C)에 따라 제한됨 

• 주요 FP (Cs, Srl 및 악티늄족원소(Am 및 Pu)들을 제거한 조건으로 계산 

한 최대 선형장전량은 - 47 MtIHWm 또는 -2,350 GWd!m이고， 폐기물 

定1펠때 터널 벽의 허용최대 온도(200 "C)에 따라 제한펌 

마. 지층처분 이득을 위한 펼요조건 

• 지층처분장으로 보내기 전에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 할 때 생기는 모든 

폐기울 중 Pu, Am, Cs , Sr 동을 99 % 이상 제거되어야 하고， Cs와 Sr을 

지층처분 하지 않고 수 백 년 간 별도로 저장하는 것이 실질적임. 

• 분리된 장반감기 Pu~ 악티니드 동위원소 재고량(inventory )은 단지 변환 

에 의해서만 감축될 수 있음. 

• 변환은 속중성자로 또는 열중성자로에서의 재순환으로 가능함 

바. AFCI선태에 따르는 처분장에서의 01득 [57]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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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장에서의 이득측정은 처분장에서의 모든 열적 제한치틀 만족하면서 

처분장 수평터널처분시설에 폐기물의 거치 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미 수행했던 연구에서 L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PU 및 Am을 분리하여 재 
순환하고 OOSr 및 137CS을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함으로써 처분시설 거치량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띠국의 Yucca Mountain처분장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온도제한은 인접 

수평처분터널 중간지점으로부터 흘러내라는 물의 국지적 온도를 96 "C이하 

로 정해놓고 있다‘ 발생하는 열의 원천은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장에 거치하고 

처분장을 폐쇄한 후 1500년 까지 발열하는 핵종들 때문이고 발열에 기여하 

는 핵종의 순서는241Am， 짧Pu， 240Pu 및 239pU 등이다 

Pu 및 Am을 99,9 % 분랴 · 제거한다면 처분장의 폐기물 거치량 증가에 많 

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라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의 처분장설계와 운전 

조건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제한적이다. 

처분장의 폐쇄 직후에 처분갱도 거치 량의 증가는 5-6배에 달하지만 처분 

갱도 벽의 온도는 제한치인 200 "c에 육박하는데 이는 Pu 및 Am은 이미 분 

리 • 제거되었으므로 다른 랙종의 발열에 기인한다 단기적으로는 주로 반감 

기가 아주 짧은 l앙Cs 및 OOSr의 붕괴생성 핵종인 I37mBa(반감기 2.6분) 및 

OOY(반감기 64.5시간)의 영향 때문이다 그러므로 Pu 및 Am의 분리 • 제거에 
이어 I37Cs 및 OOSr의 제거는 처분장 거치량 증가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준다 

만일 이들 핵종의 제거율이 99,9 %라연 처분장의 거치 량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40-50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Pu 및 Am을 완전히 제거하여 소멸처리 하기 워하여 재순환을 무한 

히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순환 회수가 제한되는 특성을 고려한다 

면 실제로 운영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줄어들 것이다 

(1). 분석 접근법 및 가정 

현존하고 있는 LWR를 이용하여 악티늄족원소를 재순환하여 처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장재적 이득을 평가하는데 다음과 같은 일반지칭과 가정이 사 

용되었다 

. PWR 사용후핵연료로부터 플루토늄 및 아메리슐의 분리는 99.9%로 가정 

하고 핵비확산 및 핵종 재고량 관점에서 웹투늄도 분리하여 이들 3가지 

원소를 경수로에서 재순환하여 더 연소시킨다. 

•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배출 후 5년 만에 재처리를 한다， 이는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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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저장함으로써 일어나는 아메리숨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장기간의 열 부 

하를 최소화하기 위합이다 매출 후 20년 만에 처리하는 것도 고려하는데 

이는 각 재순환방안에서 l 회 재순환할 때 얻을 수 있는 처분장이득 평가 

에서 감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 Pu. Am 및 Np의 재순환회수는 이 연구애서 하나의 변수로 간주하고， 마 

지악 재순환에서는 공정폐기울 및 마지막 재순환단재의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처분장으로 호낸다고 가정한디 

' Cm은 사용후핵연료부터 분리하지 않고 공정폐기물에 흔합시켜 처분장에 

보낸다 . 

• I37CS 및 (X)Sr은 공정폐기물로부터 재거하여 별도로 저장한다 

• 때 핵연료집합체 마다 농축 우라늄연료인지 또는 재순환원소가 함유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격자계산을 통해 중성자분석을 수행한다 

• 재순환물질로 가공된 핵연료집합체는 대비하여 추가적인 표준 PWR핵연 

료의 대체물을 고려하며 집합체 당 동일한 에너지가 생산되도록 하고， 모 

든 처분장이득의 결정은 동일한 에너지 기초에서 수행한다. 

• 미국 Yucca Mountain처분장의 수평처분갱도는 81 m 간격으로 1 km기라 

이고 직경은 5.5 m를 기준으로 한다. 처분장 폐쇄 후 75년간 배기장치를 

가동하는 것을 가정한다. 

(2). 원자로에 사용후핵연료 재순환 전략 

고려하고 있는 LWR재순환방안은 MOX. CORAlL-PNA 및 IMF 세 가 

지종류이다 . 

• MOX(Mixed-oxide fuell 

이 접근법은 분리된 플루토늄， 아메리숨 및 넬투늄을 회수한 우라늄의 핵 

연료 매트릭스 내에 장입시쳐 새로운 핵연료집합체로 제조하려는 것이다 

첫 세대 MOX에 충분한 핵분열성물질을 얻기 위해 여러 개의 사용후핵 

연료를 처리하여 플루토늄을 회수해야 한다 마지막 세대의 MOX집합체를 

처분장에 공정폐기물과 함께 처분해야 한다‘ 

• CORAlL-PNA(Combustib!e de Recyc1age à Ilot- P!utonium. Neptunium 

and Americium. Heterogeneous mixed-oxide/enriched- uranium assemb 

-!y-P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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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은 불균일 핵연료집합체를 사용하는 개념이다 핵연료봉의 1/3은 

분리된 플루토늄， 아떼리숨 및 엠투늄을 사용하여 제조하고 나머지 2/3는 

새로운 농축 우라늄을 넣고 기타 다른 모든 원소는 산화물상태로 제조된 

다. CORAIL-PNA의 경우 한 개의 PWR사용후핵연료에서 희수된 플루토 

늄， 아메리숨 및 냄투늄은 제 1세대 CORAIL-PNA연료봉 1/3올 제조하는 

데 사용된다. 나떠지 2/3는 새로운 농축 우라늄을 사용으로 핵연료의 농 

축도는 매 CORAIL-PNA세대마다 증가한다. 

• IMFOnert Matrix FueD 

이 방법은 MOX방법과 유사하나 연료 매트릭스가 산화우라늄이 아닌 지 

르코니아와 같은 불활성물질이다. 여러 개의 PWR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 

여 분리된 플루토늄， 아메라습 및 넬투늄으로 1개의 제 1세대 IMF핵연료 

를 제조하기 때문에 핵분열성물질은 충분하다. 다음 세대의 IMF핵연료는 

수 개의 전 세대 IMF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여 제조한다 

(3). 5년경과 사용후핵연료 처리로부터 얻는 수평처분장 거치량의 중가 
희수된 핵분열성물질로부터 제조된 핵연료집합체의 동위원소조성 공정 

폐기물 자료를 적절한 그룹으로 분류하여 생성된 총합에너지자료로서 유지 

하여 PWR사용후핵연료를 직접처분 하는 경우의 기준 값과 비교해야 한다. 

재순환방법에 따라서 얻어지는 이득은 다음과 같다 

• MOX 

MOX핵연료의 사용은 Pu, Arn 및 Np의 매 재순환마다 수평처분시설의 

거치량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5회의 재순환에서 l.5배 증가시킨다. 이 증 

가비율은 대단히 큰 비율의 공정폐기물(약 40배)과 마지막 재순환단계에 

서 직접 처분하는 MOX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비율( (0.10 

배)만이 중가한다 . 

• CORAIL- PNA 

이 재순환에서는 매 재순환마다 MOX 재순환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평 

처분시설의 거치량이 증가되어 7회 재순환에서 2배 중가되며， 이는 농축 

우라늄사용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MOX경우와 다르게 CORAIL 

-PNA개념에서는 놓축 우라늄의 사용으로 핵분열성물질을 보충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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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재순환은 평형상태에 도닫되어， 투입되고 방출되는 Pu, Am 및 Np량 

이 동일하게 되고， 공정 손실양만올 처분징으로 보낸다 MOX경우와 마 

찬가지로 증가율의 내용은 공정폐기울의 큰 증가율과 아주작은 비율의 

마지막 직접처분 비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IMF 
IMF재순환에서 는 수평처분시설에 l희 재순환에 1.8배， 2회 재순환에 2.1 

배의 거치량 증가플 가져온다. 더 추가적인 3회 재순환에서는 갱Pu의 빠 

른 감손으로 집합체에 동일한 총합에너지를 낼 수 없다. 더 추가적인 

IMF재순환이 가능하게 하려띤， 추가적인 핵분열성물질을 혼합하는 불균 

일 집합체 설계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홉한 실정이다‘ 이 경우 

에도 MOX의 경우와 마찬가지 증가율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4). 사용후혜연료 저장기간얘 따른 처분장사셜 거치량 중가에 대한 갑도 

PWR사용후핵연료 직접처분에 대 한 처분장시셜의 거치량은 24 1pU의 β 

붕괴부터 발생하는 24 1Am의 붕괴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매출 후 5년 경과 
된 사용후핵연료는 최소 24lpU 붕괴를 하여 처분장에 최대의 이득올 준다. 또 

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 처분하는 경우에도 24 1pU 및 μIAm의 총량은 처분장 

의 이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 

오래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여 재순환할 때는 높은 농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핵분열성동위원소가 붕괴되고 중성자를 포획하는 동위원소가 

중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농축도는 재순환 핵연료중의 깅9pU 및 240pU 

함량을 증가시켜 24lpU의 순증을 야기하여 처분장 이득을 잠재적으로 감소시 

킨다. 

사용후해연료의 저장기간에 따른 처분시설 거치량의 증가 감도를 정량화하 

기 위해서 각 재순환방법마다 l회의 재순환에 20년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였다 오래된 핵연료를 처리하여 재순환시킨 결과 가장 영향이 적은 

재순환방법은 CORAIL-PNA이 었고， 여기서는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 

에 재순환성분의 동위원소조성 변화에 민감하게 반웅하지 않았다 처분장 이 

득의 감소는 30 % 이하였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재순환방식은 마IF로서 이는 회수된 핵분열성물질 

함량(주로 PU)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이 고， 정과시간에 따른 조성과 동위 

원소분포 변화에 대하여 더욱 많은 핵분열성물질이 필요하다. 이 경우 처분 

- 79 



장시셀 거치량 증가 이득의 75 %가 감소된다 MOX의 경우는 이 들 두 경 

우의 중간정도로서 처분장시설 거치량 증가 이득의 50%가 감소된다. 

(5). 재한적 원자로 재순환애 대한 결론 
처분시설 거치량의 증가로 평가된 처분장의 이득은 제한된 재순환회수 

로 인하여 약 2배에 달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모든 재순환방법에서 공정 폐기물은 처분장시설에 열적 제한 값을 만족 

시키연서 매우 조밀하게 장전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보다 장전율이 

40-50매 크다 

• 각 재순환 전략에서 최종적으로 직접 처분하는 사용후해연료는 대부분의 

처분장공간을 점유하고 허용되는 처분시설의 거치 밀도는 5-10% 미만이 

다. 

• 공정폐기물의 거치 멸도 증가와 최종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의 거치 밀도 

감소의 조합으로 전반적 처분장시설의 거치 증가에 따른 이득은 약 2배 

이다. 

• 처분시설의 거치량 큰 증가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재순환이 기본요건이고 

이는 CORAIL, MOX 또는 IMF개념의 열중성자 스펙트럼에서부터 가능 

하다 관건은 처분장에 99 %이상 발열하는 초우란원소 거치를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열중성자 계통을 이용한 재순환 시나리오의 영향을 정량화하는 것도 유용 

하다. 열중성자 계통을 이용하면 높은 악티늄족원소의 생성이 제고되고， 이 

는 고속 중성자 스펙트럼에서 조사시켜 악티늄족원소 동위원소 생성이 제한 

되는 대안과 비교된다. 

그러나 이는 PWR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LWR에 재순환하는 것은 이 

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공정폐기물만 처분장에 보냉으로써 처분장의 

실질적 거치 량이 중가한다 

• 핵연료주기에서 Pu , Am 및 Np의 재순환을 유지하는 한 40배 이상의 처 

분장 거치량의 중가는 실현될 수 있다. 

핵연료주기에 PU, Am 및 Np을 유지할 필요성을 불리한 관점으로 봐서는 

안된다 잔류하는 PU, Am 및 Np의 최종 목적지로서 고속로의 출현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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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하다 

재순환을 위 한 LWR의 이용이 본섣적으로 PU연소로서 악티늄족원소의 

지l 속적 재순환에 펼요한 고속로의 수를 줄일 수 있다-

2. 소멸차리가 혜기물관리와 처분에 r’l치는 영햄58] 

일단 분리 -조정과 표적 제조공정 둥이 개발되어 파일릿 스케일로 시범되 

면 해당 전용시설에서의 照까에 의한 핵변환은 이론적으로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은 역시 전용시설(FRs， ADSs)에서 동시에 개발되어야 하는데 이 

옵션이 실현되는 데에는 수 10 년이 걸리리라고 본다， 그러나 핵변환 옵션의 

영향은 표적이나 연료가 조사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자마자 시작되는 것 

이며 그것은 전용 조사시설 완성시기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 이 융션을 

위한 안전과 보안에는 특히 많은 주의가 요망 된다. 

PWR에서 Np표적을 비 순환 변환(once through transmutation)시키면 초기 

양에 대해 제한적인 감손(대략 40-45 %}이 일어나며 많은 양의 2갱PU을 위 

시하여 몇 가지 질량수가 큰 PU동위원소들이 생성된다. 조사기간(800-2460 

EFPD)에 따라 단지 한정된(18 % 이하) 핵분열이 일어날 뿐이다. PWR에서 

의 변환으로 분리된 Np은 핵물질보장(safeguard)조치의 관점에서는 바람직 

하지 않다. 방사성독성의 관점에서는 이 변환방법이 결정적으로 방사성독성 

(짧'Pu)을 증가(103- 104)시키며 239.240찌.242pU 동 장반감기 핵종을 발생 (-8 

%)시킨다. 

그리하여 Np 재고량의 순 감축은 전용 원자로에서의 전체 Np표적 감손량 

과 U함유 연료에서의 Np의 발생량에 따라 달라진다. LWR -MOX핵연료장 

전 원자로가 LWR-UÜ2 노심에 비해 더 좋다 조사된 표적은 조사후 MOX 
핵연료와 함께 저장될 필요가 있다. 

다중 재순환에 의한 Np의 변환 표적은 실질적으로 초기 장전량을 감손시 

킬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많은 중생자를 소모하므로 높은 농축도가 요망된다. 

부분적으로 감손된 표적을 위한 별도의 가공시설이 재처리 공정의 주 흐름 

(main sσ않m)에서 238pU농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하다. 최대 95 %까지의 재 

고량 감축을 위해서는 대략 3 회의 재순환이 필요하다. 분리된 FP는 유리화 
( vitrification)공정으로 처리된다. 변환에 의한 237Np 재고량의 정량적 감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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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인간에 대한 피폭선량을 감축시키게 된다. 

그러나 중 · 단기(약 800 년까지)내의 변환은 폐기물의 방사성부하량이나 열 

부하량을 증가시킨다. 열부하량 증가는 저장 엔지니어링기술， 중간저장기간 

의 연장， 처분장 크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재순환 운영기간 동 

안 2 차 알파폐기물이 생성되므로 그것 역시 처분해야 한다-

고속중성자 스펙트럼 에 의한 조사는 FP수융 제고， 갱PU 생성량 감축， 악티 

늄족원소 생성량이 다소 증가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방사성독성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충성자경제 (ncutron cconomy, 핵분열 당의 중성자 수)는 PWR 

에서보다 FR이나 ADS에서 훨씬 양호한데 그 이유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변 

환사슬이 훨씬 짧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연， 속중성자 스펙트럼에서의 변환 

이 훨씬 깨끗하며 장반감기 악티늄족원소를 부가적으로 생성하지 않는다 그 

러나 같은 정도의 김손을 얼으키는 데 걸리는 조사시간은 훨씬 길어진다. 

분리된 Np의 변환에는 그 취급과 공학적 저장시설에서의 운영을 한층 어렵 

게 한다. 그것은 폐기물의 열부하량을 증가시키며 2 차 폐기물을 발생시킨 

다 이러한 단점은 인간에게 장기간의 먼 미래 (100만년 동)에 걸쳐 피폭선량 

을 감축시킨다는 장기적 이득에 대해 고려하게 한다 그것은 현 세대에게 현 

재의 원자력 유산이 미래 문명에 부당한 부담올 주지 않는다는 하나의 윤리 

적 보중이 될 수 있다. Np의 변환으로 장기적 危멸(hazards)는 감소되지만 

그래도 그것은 U(감손 U 및 재처리 u)의 천연 악티늄족원소 붕괴계열과 비 
교되어야 한다 

LWR- MOX 연료 원자로에서 Am 표적을 비 순환 변환(once through trans 

-mutation)하면 PU방사성핵종에 대한 것과 비슷한 조성패턴이 얻어지지만 

(30 % Z38pu 및 - 10 % 높은 PU동위원소) 241Am로부터 매우 높은 방사농 
의 244Cm가 생성 (-8 %)된다 241Am의 소멸률은 매우 높다; 즉 단일 사이 
클로 약 80 %가 소멸된다- 이 방사성핵종이 Np의 어미 핵종(parent nuclide) 

이므로 LWR-MOX원자로에서의 변환에서는 방사성독성 재고량 감축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단 · 중기적으로는 변환으로 인해 표적이 매우 강한 방사능을 띄게 

되고 그 방사능은 244Cm의 반감기 <18 년)에 따라 감쇠된다. 조사된 Am표적 

을 오랫동안 저장하려면 항상 그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바 방사성독성 부하 

82 -



량은 생성원 PU동위원소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한 표적을 처분하려연 고열 

량 저1 거 를 위한 특별한 조건조절 기술이 필요하다 Am과 Cm표적의 변환은 

그들의 핵 울질보장성 (safcguarding quality)을 개선해 주지 뭇하는데 그 이유 

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강한 조사흔합물이며 효과적 주의 없이는 취 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LWR에 의한 Am표적 재순환의 이혜득실 

Am표적의 재순환은 바람직스럽지 뭇한데 그 이유는 조사 표적이 수용 

성 재처리 (aqueous reprocessing)나 재순흰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방사능이 

강하기 때문이다 생Cm가 증가된다는 것이 이 옵션의 장애요인이다‘ 

조사된 Am표적에 대한 열화학적 다중 재순환(pyrochemical multiple 
recycling) 방법은 TRU혼합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이론적인 대체방안일 
수 있다- 각 재순환 사이클 후에 Cm양이 증가되는 등 2 차 폐기물 발생이 

심각한 문제이다 

개량된 FR에서의 단일 조사에 의한 추가처리 필요 없는 Am의 변환가능성 

이 고려되었다. Am의 98 %를 제거하는 데에는 20 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 

되며 조사후의 생성혼합물은 80 %의 FP와 20 %의 (주로 PU와 Cm으로 이 

루어진) 악티늄족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폐기물관리 입장에서 보면 이 옵션이 Am재고량을 원자 단위로는 5 % 감 

축하지만 24 IAm(반감기 432 년)이 일부 갱Pu(반감기 24,400 년)로 치환되고 
또 장반감기인 갱3Am이 244Cm로 치환된다. 중성자경제 (neutron economy)이 

득도 고속로 중성자경제이기 때문에 그런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많은 24 1 .242찌Am표적 (2，500 kg 둥)을 장전한 일종의 고속로 발전용 

원자로의 운영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연구 · 개발할 필요가 있다 조사 후 저 

장과 처리에는 고연소도 FR-MOX연료에 대한 것과 매우 유사한 방법이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FR에서의 PU와 MAs(TRUs)의 다중순환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TRU의 

FR에서의 조사는 TRU조성과는 무관하게 연소도에 비례하여 재고량이 감축 

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연소도 18 at.%를 이루는 데에는 TRU의 중성자 속 

(neutron f!ux) 내 • 외 사이의 평형 도달을 위해 최소한 5 회의 재순환 사이 
클이 필요하다. 재순환 운영조작은 IFR원자로 fleet와 연계된 작은 열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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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 (pyrochemical unit) 안에서 수행될 수 있다 

중성자를 포획하면 핵분열이 우세하게 얼어나므로 원자량이 큰 악티늄족원 

소는 소량이 생성되고 TRU잔사 재고량의 전체적인 평균 반감기는 줄어든 

다. 다른 형태의 폐기물이 도엽 된다， 즉， 금속(핵분열 및 핵분열성) 방사성 

핵종이나 피복재와 함께 있는 철-지 르코늄 매트릭스， FP와 함께 있는 소 

다라이트 붕소규산엽유려 혼합물 등이디 이러한 내용에 관한 상세정보는 거 

의 출판된 바 없으며 아직 실험실이나 파일렷 규모로 연구되고 있는 중이다. 

ADS조사와 열화학적 연료 사이클에 의한 TRU 다중 재순환은 여러 제안 

된 옵션 중 가장 최근의 것이다‘ 이 방법은 대규모(MAs에 대한 것보다 대략 

10 매 높은) 용량의 ADS 건설을 포함한다 이 개념에 의한 이득은 수용성 

재처리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과 핵입 

계위험 저항성 및 TRU혼합물에 따른 핵 확산 저항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 

다 이러한 장점은 산업적 규모의 조사 시스템 및 처리시설에 대한 성숙된 

기술 결핍과 함께 그 利동得失을 견주어 보아야 한다 처리된 사용후핵연료 

의 매우 높은 붕괴열 부하 량(192-455 kW/tHM)은 처리량올 줄여 보상될 

수 있겠지만 공정의 산업적 적용가능성은 실제적으로 시법을 통하여 확인되 

어야 한다 FR기술 공정과 비교되려면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나. 도출될 수 있는 결론 

• P-T기술이 완전 실용된다면 활용은 지층 처분될 TRU 재고량올 확연히 

감축시킬 것이다. 현재 재고량과 방사성독성은 100-200의 언자로 감축되 

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방사성독성이 참조준위로 감축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10만 년으로부터 1 ，000 -5，α)() 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얻으려연 pu와 Np를 다중 재순환하고 Am(Cm)은 단일 

고 효율 연소단계를 거쳐 소각처리 되어야 한다 

• 모든 원자력이용국가가 P-T시행올 위한 자국의 재처리시설을 각각 갖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기술적 특성(예를 들연 고준위 방 

사성 표적이나 요오드 둥)이 있는 폐기물처분센터도 모든 냐라가 갖는 것 

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폐기물의 장기적 처분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 

가 연합하여 각국의 책엄 하에 협력함으로서 이득을 찾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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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및 국제적 조직의 책임이 잘 정의되어야 이와 관련한 국제기구가 

그 역할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현재 P-T는 R&D단계이다 비콕 한 단지l 진전된 수성 재처리 방법이 실 

험실 규모로 실증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산업적 규모로 확장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고열처리기술(pyro-processing)은 아직 R&D초기단계이다 

변환이 산업적 규모로 도입되기 이전에 는 새 핵연료나 표적이 상당량의 

MA플 포함하도록 하고 그것이 높은 준위의 조사에 견딜 수 있도록 개발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기대기간은 새로운 대규모 상용재처리 

시설의 개발기간과 같은 기간이 될 것이다; 

(i) 분별; 수성; 5-10 년， 고열화학처리; 10-15 년 

( iil 연료와 표적 제조; 10-15 년 

(iii) 고속로 재도입; 20-25 년 

(iv) ADS 개발; 25-40 년 

• 조건조절(condi tioning)에 따른 분리 (P&C 전략)는 P-T에 대한 중간전략 

이다 MA 및 몇 가지 LLFPs의 미래 조사표적으로서의 조건조절과 장 

기 저장올 위한 IMF의 조건조절은 변환시설이 이용될 수 있을 때까지 

추구할 수 있는 2 가지 융션이다. 거기에 기대되는 시간은 만약 분리가 

수성이라연 5-10 년， 만약 고열화학처리법이라면 10-15 년이 소요될 것 

이다 

• 핵무기확산 위험은 P&C와 P- T 기술개발 · 이용과 관련되므로 그 비확산 

체제와 lAEA안전조치에 미치는 영향은 P&C와 P-T프로그램의 초기에 

마련되어야 한다. 

• 국제기구는 P&C와 P-T프로젝트 수행a로부터 얻어지는 분리된 Np와 

Am의 이전이나 재고량 모니터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기구는 

또한 핵 확산 억제책과 지칩 및 P&C와 P-T기술에 대한 기술적 옵션의 

전략적 기획과 평가에 관한 협력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P-T관련 연구는 P-T와 방사성폐기물 관련 장기적 과제의 공동 이해촉 

- 85 -



구 및 P-T와 폐기울관리 사회공동체 노력의 집대생올 강력히 요칭할 

것이다， 

다. 정책결정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 

• P-T는 원자력의 장기적 벙사선학적 부담감축을 목표로 하는 방사성폐 

기울관리 전략이다‘ 이것은 장반감기 고 방사성독성 핵종의 정량적 재순 

환올 통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P-T기술개발에서는 재치리기술의 결 

정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P-T기술이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산업시설이나 이 분야 연구개발과제들이 유지되는 방향에서의 재처 

리기술이 되어야 한다 . 

• PU의 분리와 재순환은 이미 산업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MAs의 수성 분 

리 기 술(aqueous separation technique)은 실 험 실 규모와 파일 렷 규모로 실 

중되었다 이제 산업적으로 적용되기 위한 개량이 필요하며 그것이 성공 

적이면 HLW에서의 TRU함량올 뚜렷이 줄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렇게 되면 이러한 폐기물관리 접근방법으로 원자력 폐기물처분 안전에 

대한 이해도 개선될 수 있올 것이다. 

• 폐기물의 안정한 매트릭스에의 조건조절(conditioning)에 의한 MAs의 

분라는 현재의 폐기물처분 방법올 개선하는 가까운 미래의 대안이 되고 

만약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라연 변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장기적 危옆 

를 감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상인 P-T기술 적용에 따른 

단기적 危멸가 있을 수 있다. 

• 폐기물 갑용의 테두리 안에서 고열화학기술에 의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의 TRU분리는 TRU의 포괄적 재순환과 LWR과 FR에 장전되는 통합적 

핵연료 사이클에서 연소의 전망을 밝혀내기 위해 한층 더 개발해야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이 개발은 원자력 이용의 세계적 확장과 부활을 의미하 

는 가장 현실적인 장기적 계획이 될 것이다 

. LWR-MOX원자로에서의 pu의 재순환은 분리한 PU재고량올 감축하고 그 
핵분열성의 일부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중간전략이다. 그러나 PU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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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재순환과 완전연소는 다만 FRs이 산업적으로 운영될 때에 한해 가능 

하다 

• MAs의 산업적 변환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임으로 미래를 위해 연구수준 

에서 변환용 원자로의 개발가능성을 계속한다는 것이 터무니 없을 런지 

도 모른다. TRUs의 변환을 위해서는 변환올 위한 블랭킷( thcrmalized 
blankct)올 갖춘 고속중성자로가 필요하다， 변환을 위한 기초연구는 아마 

도 폐기불 관리에서 변환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제 3 절 P-T기술이 땅사생혜기물관리애 마치는 영향과 문제 

점 [53] 

[AEN!NEA Nuclear Dcvelopment Committee statementl의 내용을 살펴 

보면 

• 재처리 기술전략은 P-T기술의 적용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once 
-through기술에 바해 HLW양올 감축할 것이다 . 

• P-T는 HLW로부터 실절적으로 악티니드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처 

분장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을 감축시킬 것이다 

새로운 FP관리기술과 P-T기 술의 결합은 처분장 인 · 허가 요건을 완화 

할 수 있게 할 것 이다， 

• P一T와 관련된 열화학적 재처리 법 (pyrochemical reprocessing)은 매우 안 

정한 새로운 형태의 폐기물올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형태 

의 폐기물의 실질적 처분장 조건에 대한 특성은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 

지 않다 

1. IGSC Topical Session의 결흔 

[AEN!NEA RWMC Integrated Group for Safety Case statementl 

P-T의 장기적 폐기물관리와 처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 P-T는 방사성페기물의 지충처분 필요성올 제거해주지는 못할 것이지만 

그 부피， 방사성 독성， 고 방사성폐기물의 장기적 발열량 둥을 줄여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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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GSC([ntcgrated Group for Safety Case statement)관접에서는 한편으로 

비록 새로운 에기물의 형태와 그 특성 구명 그리고 특히 새로운 형태의 폐 

기물의 장기적 작용과 현장 성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고 아직 새로 

운 원자로 개 념 이 나오지 않았다고 본다. 

제 4 절 방사성혜가물의 지층처분을 위한 P-T기술의 효과적 

이용[59] 

l 배정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안전성에 미치는 P-T기 술의 효과를 피폭방사선 

량률 및 고화 HLW의 방사성독성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피폭 방사선량률은 

용해도 한계 (solubility lirnit) 때문에 P-T기술 적용에 민감하지 않다. 또한 

고화 HLW의 방사성독성은 지층처분 성능을 지시해 주지 않는다 

방사성폐기물 지층처분 성능을 캐니스터 다중성 (canister multiplicity) 관점 

에서 평가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독성 방사성핵종의 초기 저장량과 

지층 내 캐니스터 배치는 지층처분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환경에 있는 

방사성핵종의 방사성독성이 측정 된다면 폐기물 캐니스터 안의 최초 방사성 

핵종 저장량을 감축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다. 

2. 연구 목적 

• 아래 항목들이 변할 경우의 환경영향 평가모델 개발 

지층처분장 배치 파라미터 

-방사성핵종 이동성 파라미터 

-폐기물 포장 파라미터 퉁 

• LWR과 FBR 사이의 아래와 같은 정량적 상관관계 연구; 
-지총처분 용량과 환경 영향 

-폐기물 캐니스터 내 방사성 핵종의 초기 장전 량과 지층처분의 

환경 영향 

3. 모렐 셜정 및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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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생핵종에 의한 환정 영향 (environmental impact) 평가핵종은 

강7Np， l$Cs 둥에서의 환경영향 1; = (NxNyMt) c;p; 이다 이 식서， 

Nx , Ny ; 각각 X방향 및 y방향으로 배치한 캐니스터 수 (단，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는 X 방향으로 흐른다고 가정) 

M;D 캐니스터에 장전한 질량 (mass loading in a canister) 

M; (t); 방사성핵종의 질량 (radionucJide mass) 

"[/5) . 1000[g!kg) . NA[/mol) 
。 C [I113-water/kg-I111cllde] = lU 3 

Mi[g!mol) . 3.7xl0'U[Bq! Ci) . (MPC);[Ci!mO
) 

Pi ; 방사성핵종 i의 환경에서의 최대질량의 지층처분장 내 전체 초기장전 

량에 대한 비율. 

P;인자에 대 한 식 (formula)에 서 P;는 다음 파라미 터 들의 함수이 다; 즉 

-캐니스터 배치 Nx 퉁 

-지 총 처 분장 설 계 ; 공학적 방호벽 규모(barrier dimension) 동 

-방사성핵종 이동 파라미터; 지하수 속도， 용해도， 확산계수， 방사성핵종 

의 지체인자 퉁 

-폐기물 포장 요인 , 포장 파열 시간， 방성핵종의 초기 장전량， 폐기물-매 

트릭스 용해시간 퉁이다. 

유도된 두 가지 분석 식으로서， 

방사성핵종 방출과 일치되는 식 

-방사성핵종의 용해도 한도에 따른 방출 식 

나. 혜기물포장 내 초기 장전 량 결정을 위한 폐기물 조건조절<Conditioning) 

모탤 셜정 

- HLW의 고화 
- 선형 프로그래밍 (LP) 모델 

- 억제 (constraints)의 요약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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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 영 향 (environmcntal impact, EI) 명 가 

- 40，αm 캐니스터 지층처분 (LWR) 

- 40，αm 캐니스터 지층처분 (FBRl 

- 초기 장전량 과 EI 

라. 지층처분의 EI 

- LWR 만일 경 우1.7E8 m’'/GWy 

- LWR+PT로 Np+Am을 200 매 낮출 경 우; 4.0E6 m’'/GWy 

- FBR ; 4.4E6 m3/GWy 

마. 지충처분과 DU에 의한 EI 

- LWR 만일 경우; 

1.78E8 m3/GWy + 1.0E lO m3/GWy = + 1.0E lO m3/GWy 

- LWR+P/T로 Np+Am올 200매 낮출 정 우; 

4.0E6 m3/GWy + 1.0E lO m3/GWy = + 1.0E lO mνGWy 
- FBR이 DU/GWy 1 톤을 소비 할 경 우; 

4.4E6 m3/GWy - 5.3E7 m키IGWy = -4.9E7 m3/GWy 

4. 요약 

• 방사생폐기물의 지층처분에 따른 환경영향을 감축하기 위하여 LWR계에 

PT 기술올 적용한다연 그 표적 방사성핵종은 강7Np과 241Am이 될 것이다. 
이 해종들의 감축은 237Np의 환경영향이 l엔나 135CS 둥 주요 FP에 의한 

환경영향 준위 정도로 낮아질 때까지 의미 있을 것이다 . 

• FBR 가동에 따라 생긴 40，αm 개의 HLW 캐니스터를 지충처분 할 경우의 

환경영향은 LWR 관련 지충처분의 경우보다 20 배나 줄어든다 만약， 

GWy 단위로 비교한다연 FBR에 의한 이득은 (40 배로) 더 커진다. 대부 

분의 방사성핵중이 FP핵종이기 때문에 악티니드 감축을 위해 FBR 계에 

PT기술을 적용할 매력은 없다 . 

• FBR 계에 의한 DU의 증가까지 포함시킨 전체 사이클로부터의 환경영향 

감축 가능성이 지적되었다. 한연， LWR+PT계에서는 DU가 계속 발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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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환경에 큰 영향올 띠친다. 

제 5 절 악티늄족원소 재순환의 한계와 처분에의 영향[60] 

지금까지 장반감기 악티늄족윈소의 재순환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의띠하였 

다， 즉 fιLW로부터의 MA 분리， 장기간 지장을 위한 MA의 조건조절， 원 

자로나 가속기 구동 변환을 위 한 MA표적 재조와 조사(irradiation) 등이 다 

이러한 생각은 가치 있는 원소언 U과 PU을 재처리하여 정량적으로 재순환 

한다는 전제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재처리된 U이나 PU 어 

느 것도 정량적으로 재순환할 수 없다. 어떤 악관적인 시나리오를 택한다 하 

더라도 뚜렷한 고속로기술이 타개되지 않는 한 많은 양의 미사용(잔류) 우라 

늄은 지장/처리되어야 한다. 

1. 잔류우라늄의 성결과 그 귀추 

잔류우라늄(residual uranium)의 방사선학적 특성은 특히 우라늄 양이 많 

을 경우 무시될 수 없다. 아래 표 32에 그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32. Ci tHM- 1로부터의 U 생성물의 방사선학적 특성 비교 

핵종 반감기 (y) 계열 a At 1 천연 U 감손 U 
UO>j MOX/ 

Urenrn Un>nm 
U-232 73.6 4n 7 0.0475 0.0337 

U- 234 2.74 x l(f 4n+2 7 (0.3131) 0.0885 0.6264 

U- 235 7.1 x l(f 4n+3 7 0.0154 0.0035 0.0166 oα)69 

U-앙6 2.39x107 4n 8 0.311 0.0469 

U-237 1.33x lO 5 4n+1 7 (2.58) 

U-238 4.5x109 4n+2 8 0.3303 0.3303 0.314 0.3여8 

계 0.3457 0.3356 0.77 1.0187 

지총 평형에서의 전체 Q 2.75 2.67 6.05 L7짧 

원전용량 100 GWe에서는 연간 U 연료장전 소요량이 17，αm νy인데 그것 

이 2,200 tHM U 3.7 % (OPEN!UNIPEDE, 1991)로 변환된다. 추출U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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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U광석은 46.750 Ci 의 알파방사능을 띄는데 그것이 광띠(城尼)로 광 

산에 남게 되고 그 방사능은 Ra-226의 반감기 0 ，600 년)에 따라 감쇠된다. 

한 해에 약 14,800 마-1M의 DU가 쌓이고 그 초기 방사능 준위가 오래 계속 

될 것이다. 따라서 이 U잔사(uranium residuel는 미래 고속로 시대의 전략적 

비축 물로 생각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우라늄 양{2，200 tHMOOO GWe년 l l}은 재처리 후 3.35 Ci 

tHM→l 의 방사능을 함유할 것이며， 그 얄파 방사능 준위는 영속평형에서 6.05 

Ci THM-1 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것은 배출한 사용후 U02연료의 전체 U 

재고량(uranium inventory)인 7,370-13,000 Ci의 알파 방사능에 해당된다， 

MOX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U02에서의 U의 알파방사능은 같은 규모의 크 

기이다. 

사용후혜연료에 있는 약간의 MA(예， :g7Np)는 사용후해연료 중 0.16-2.28 

Ci 알파 tHM • l 이며 전체 얄파 방사능에 단지 350-5αxl Ci만올 기여할 것 

이다 이러한 비교를 하려면 MA가 전체 방사성독성에 대해 효과적 기여가 

되게 하고 주어진 재순환 시나리오의 가능성 있는 이득을 잘 이해하기 위해 

서 더 많이 연구되어야 한다. 

사용후U02연료의 U를 재순환하려연 그 재순환과는 별도로 일련의 추가적 

공정이 있어야 한다. 

U02의 불소화(fIuorination)에 의한 UF4 및 UF6 로의 변환 

- U-235의 0.8 %로부터 3.7 %로의 농축 

- U30S과 U02로의 전한 

Urepro의 농축은 확산공장(diffusion plant)의 확산 악 안에 짧fh이 집 적 되 

는 것올 막기 위해 원심분리 놓축공장(centrifuge enrichment plant)에서 해 

야 한다. 농축하는 동안 가벼운 동위원소들(깅2U 깅4U)은 쟁U와 같은 비율(7 

배 비율로)로 증가하며 재순환 재 농축된 U의 알파방사능을 곱한 비율로 증 

가한다.~h의 성장은 1 년 후에 평형 값의 30 %에 달하며， 1.9 년 후에 

는 50 %, 5 년 후에는 84 %, 그리고 10 년 후에는 거의 평형에 도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축적 (build-up)이 일어나지 않도록 Urepro를 빨리 재순환 

시켜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 때문에 짧rh 용괴계열에서 일어나는 연 

년방사명형에 따라 U뼈ro의 재고량은 누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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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처럼 U 시장가격이 매우 싼 경재적 상황에서 재처리된 U를 재순환 

시키려띤 다른 논리로 이를 정당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광산이나 광산시셜 

내 작엽자의 피폭선량 감축， 폐기물 극소화， 또는 전략적 자원보존 논리 등 

이다. 따라서 방사생독성인 불순물을 함유한 상딩량의 U 재고량은 자원이라 

기보다는 오히려 폐기물에 가까워서 최종처분을 위해 가공시켜야 한다， 그러 

한 시나라오에서는 Np의 분려와 재순환이 벙사선학적 견 -^l 에서 불필요하다 

2. PU의 재순환/소zt과 재래식 처분 용션 

LWR에서의 PU 재순환 결과는 적은 수의 핵연료 요소(fuel elementl로 

의 농축이며 초기 U02 사용후핵연료 요소를 1!5(MOX 연료요소)로 줄이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전체 PU양을 단일 사이클에서 25% 줄이는 것이었다. 

두 번째 LWR재순환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241pU 양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일찍 재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 지적한 것처럼 이 경우에는 

244Cm와 갱Pu이 들어 있어서 재처리와 연료 재가공 운영이 복잡해진다 

사용후MOX연료의 Pu!<) MA를 고속로 파크에서 재처리와 재순환하면서 장 

기간 저장( -50 년)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시나라오가 될 수 있는 

데 그렇게 함으로써 Pu + MA 재고량을 저장시설에서 원자로로 넘기고 전 
기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1.000 MWe 속중성자 악티늄족원소 연소로(fast actinide burner 

reactorl는 6 t 의 Pu + MA를 초기 장전하고 4 년 주기로 운영하여 12 -

15 % 연소(burn up)시킨다. 초기농축 율은 동위원소 조성에 따라 전체 Pu의 

18-25 %이다. LWR로부터의 연간 아웃풋은 Pu 22.5 t인데 만약 LWR 

MOX연료를 장전하여 1 회만 연소시킨다면 Pu를 15.68 t로 감축될 수 있 

다. 

Pu + MA의 연소(combustion) 또는 소각(incineration)은 다만 일부의 공 

정이다 연소도(burn-up. 즉 핵분열 백분율)가 12 - 15 %라는 것은 그 순환 

사이클의 최종시각에서 아직 85-88 %의 초기 악티늄족원소가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Pu + MA의 연소도 향상 전략은 분명히 열중성자로 파크의 속중 

성자로의 접진적 치환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환에는 수 10 년이 걸릴 

것이다， 

100 GWe의 LWR 파크로부터 발생되는 많은 양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속중 

성자로 파크는 물론 인상적인 것이다. U02연료사이를의 경우 16 GWe의 속 

중성자 연소로가. MOX연료 사이클일 경우 12 GWe의 것을 건셜해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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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PU + MA 잔사를 연료로 사용해야 한다. 각 사이콜은 최소 4 년씩 걸리 

며 이어서 7 년간의 냉각시간과 2 년간의 재처리 및 연료 재가공기간이 필 

요하다. 

이러한 한정된 원자로 파크에서 13 년간의 사이콜 끝에 첫 장전된 PU + 

MA의 약 85%가 감축된다 다음에는 잔존 PU + MA를 핵운열법으로 더 감 

축하기 위한 2 차 정책결정이 있어야 한다 연간 아웃풋을 예를 들어 10% 

의 초기 LWR아웃풋으로 줄이기 위해 즉 연간 2.5 t의 Pu+MA가 되도록 하 

기 위해 초기 LWR NPP 파크와 같은 규모의 추가적인 속중성자로 파크가 

건설되어 PU + MA 재고량 감축이 얼어나는 14 사이클 동안 (각 사이클은 

13 년간임) 운영되어야 한다. 필요한 소각용량은 얻올 수 있는 연소도에 의 

존된다 아래 표에 대표적인 값을 나타내었다(표 33). 

코아의 잔류 량 (인풋의 13 - 15 %)은 더 핵분열 시키던가 아니연 지층 처 

분되어야 한다 

만약 FBR 경제가 현재의 LWR-U02 쁘紀를 치환하려하지 않게 된다연 
Pu+MA의 단지 7-10 %를 파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생각한다는 것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표 33. 악티 늄족원소 감축수율 

연소도% 사이클 년 GWe FR 용량 
Pu+MA 감축 

원자로 (%) 。lÀ}

15 14 182 72.6 13.6 7.35 

20 10 130 52 13.7 7.29 

25 8 104 44 14.5 6.9 

30 6 78 36 15.8 6.3 

연소도를 높이는 병목(bottle neck)은 핵연료의 피복 관에 있는데 이 분야는 

철강 재료를 사용하는 기술개발로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 만약 연소도가 2 

배로 향상되어 25-30 %가 된다면 그 제거에 소요되는 시간이 뚜렷이 줄어 

들고 재순환 사이클 수도 5-6회로 확연히 줄 것이다. 이 기술을 현재의 개 

념셜계단계에서 완전 산업화까지 개발하는 데에는 수 십 년이 걸려 다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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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초딴에야 가능해 질 것이다 

가속기 구동 변환은 고속연소로 잔류 노심 의 PU + MA를 한층 더 잠축시 

천 가능성이 있고 관심 둘만 한 접근방법이다 그러나 같은 처리량에 대해 

투자는 2 매가 되며 가속기 구동 변환장치의 기술적 복잡성도 그러한 장치 
의 연종 24 시간 기준 운영가능성을 보장하기 는 어려울 것이다 

3. MOX연료 처분 옴션 

직 접처분일 경우 2,200 tHM 사용후LWR-U02연료를 매년 처분해야 한다. 

LWR-MOX핵연료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연 PU재고량은 75 %로 줄어들며 

2 회 연속재순환 할 경우에는 56%까지도 줄어든다 그러나 이 경우 MA양 

특히 Am과 Cm의 양이 많아 첫 400 년 동안 그것이 주로 방사선학적 영향 

을 미칠 것이다. 부분적으로 MOX연료를 사용하는 400 GWe의 NPP park에 

서 연간 약 440 야aνy의 사용후핵연료가 매출된다(표 34 ). 

PU와 MA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폐연료를 처분하려면 엄계도달 방지를 

위한 특별한 조건조절， 예를 들어 연료요소를 내성 형 중성자 흡수 재(B4C) 

에 깔아주는 등의 조작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주의할 점은 역청화 한 HLW 

의 경우와 거의 같다 

표 34. 20 % MOX핵연료를 장전한 100 GWe .NPP Park에서의 output 
{연소도(global bum up) ; 40 GWdT' ’ 7 년 냉각 후} 

• 전기 
700 TWh (UQz로부터 560 TWh , MOX로부터 140 

TWh) 

• 새 핵연료 2,200 t 0 ,760 tHM UQz, 440 tHM MOX) 

• 배출 연료 2200 t 

- 1,760 tHM U02 1,669 t U, 70.4 t FP, 18.02 t Pu, 2.06 t MA 

- 440 t HM MOX 404.5 t U, 17.6 t FP, 15.68 t Pu, 1.8 t MA 

합 계 2β73 t U, 88 t FP, 33.7 t Pu , 3.86 t MA 
.UQz핵연료 재처리 1,660 t U, 18.0 t Pu, 250 m" f표W (70.4 t FP + 2 t 

수융 MA) 

• 사용후MOX핵연료 440 t HM 05.68 t Pu, 1,8 t MA 둥 합유) 

Pu + MA의 처분 결정은 기술적， 방사선학적 성격 이상으로 윤리적인 것 

올 강조해야 한다. 따라서 사용후LWR-MOX연료의 장기간 추적가능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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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지장(Jong tcrm rctricvable surfacc storage)이 현 단계에서 채택할 수 있 

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 

4. 폐기물의 처분 

사용후LWR-U02핵연료의 재래식 재처리는 U나 Pu9}는 별도로 모든 FP 

와 가장 중요한 MA를 포함하는 HLLW용액을 생성한다. 현재 이 HLLW는 

수 년 간 저장한 다음 유리화( vi tri fiedl된다. 그러고 유리로 된 캐니스터 안 

에서 발열량이 지하저장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김축될 때까지 거의 50 년간 

저장된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해야 할 알짜 부피는 LWR- U02 시나리오의 

경우 330 mJ;y, LWR- MOX 시나리오의 경우 250 m3/y이다. 표 36은 사용 
후MOX핵연료의 주요 장반감기 FP농도를 보여준다. MA에 대한 데이터는 

재처리한 경우 적어지는 Am-241을 제외하고는 HLW에 대해서도 역시 적 

용된다 U02나 MOX연료의 재처리 후의 HLW 중 갱IAm 준위를 표 37에 

나타내었다-

표 35 . 100 GWe NPP Park의 연간 핵연료 

사이클로부터의 output 

• 장전인자(1ρad factorl 
연소 도(Burn up) ; 

40 GWd!t 
• 전기 생산 700 TWh 

• 배출 연료 2200 바1M 

• U 함량 2088 tHM 

• PU 함량/tHM 10.24 kg/ tHM 

• 전체 PU 재고량 22.53 tl빠‘ 

• 전체 MA 재고량 2.58 tHM 

• HLW 
330 mj (88 t FP 

MA) 

+ 2.58 t 

종전의 보고(Baetsle， 1992, 1993)에 의하면 l37Cs, 9OSr, 24lAm, 244Cm둥이 첫 

200 년간 방사성독성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차 FP와 244Cm의 방 

사성독성이 감소되어 500 년이 지나연 241Am이 HLW에서 가장 중요한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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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핵종이 되고 그것은 4,000 년이 지나 없어질 때까지 지속된다 

표 36. 400 GWdf'로 조사된 MOX핵연료의 여러 냉각시간별 장반감기 FP 

농도 (Ci!tHM) 

핵종 반감기 (y) 
인출 후으l 냉각시간 (y) 

7 50 100 500 

Se- 79 10" 0.4 0.4 0.4 0.4 

Sr- 90 28.5 3.62xW' l.27 xW' 3.77x lO' 0.29 

Y- 90 평형 3.62x 104 l.27 x 10~ 3.77x lO’ 0.29 

Re- 99 2.1 x 10" 15.7 15.7 15.7 15.6 

Zr - 93 1.5x 106 1.5 1.5 1.5 1.5 

Nb-93m 3.6x107 1.42 1.42 1.42 1.42 

Pd- 107 6.5x10fi 0.32 0.32 0.32 0.32 

Sn- 121m 55 0.41 0.22 0.11 

Sb- 126 ‘ W' 1.43 1.43 1.43 1.43 

Sn- 126 평형 1.26 1.26 1.26 1.26 

1- 129 1.6x107 0.05 0.05 0.05 0.05 

C5- 135 2x106 0.8 0.8 0.8 0.8 

C5- 137 30.1 1.07x1if 3.97x104 1.25x104 1.21 

8a- 137 평형 1.01 x lOS 3.97x10' 1.25x104 1.14 

Sm- 151 93 9.08x102 6.54xl02 4.54xl02 20.45 

계 4.06x1if 1.19x105 3.25x10' 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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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사용후 UO~와 MOX핵연료의 여러 냉각시간멸 Arn잔사 이교 

l = 7 년 t = 100 년 t = 500 년 

uα MOX uα MOX UO~ MOX 
Am-241 
(Ci/lI-!M) 

1,500 8,200 1,290 7,006 673 3,681 

Am-241 
g/lI-!M 

438 2,400 377 2，아J6 196 1,076 

아주 오랫동안 남는 것은 단지 99Tc, !J3Zr , αSb 빛 135CS 등이디 99Tc는 재 
처리 기간 중 다른 핵종들로부터 분리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변환이 가능 

하지만 그 중성자 홉수단면적이 매우 작아(Baets!e et a!, 1993) 장기간이 걸 

린다 더구나 만약 처분지층의 암반(host rock)이 정토침적 (clay deposit)과 

지하 帶水層(aQuifer)처럼 환원성올 갖는다연 99Tc의 생태계 (biosphere)에 대 

한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이 된다 
!J3Zr, læSb, I35CS 등의 상호분리는 매우 어려우며 변환하기에 앞서 동위원 
소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 유리하지도 않다. 그들의 선체 방 

사성독성에 대한 기여도도 매우 적다. HLW로부터 단지 갱1-243Arn를 분리해 
냄으로서 그 방사성독성은 크게 감축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낙관적인 P-T시나리오에서 이 복잡한 처리 

과정이 단지 24 1 -243Arn의 일부만올 파피하며 이것을 238pu과 질량수가 큰 

Arn과 Cm의 동위원소들로 변환한다. 이 P-T시나리오가 방사성독성이 매우 

높은 폐기물로 남아있는 기간올 4α)() 년으로부터 약 800 년으로 단축시키는 

바 이것은 사람이나 기술이 간과하기 쉬운 시간 한계선이다. 이러한 제안에 

대한 비용-이득은 필요한 공정과 기대되는 환경영향 감축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바탕위에서 철저히 분석되어야 한다 

한편 HLW로부터 분리된 악티늄족원소는 많은 양의 악티늄원소를 생성하 

는 MOX핵연료를 재처리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까지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성과는 21세기 첫 10 년 동안에 속중성자로나 가속기 구 

동 변환장치를 쓰게 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새로이 제안된 P-T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가 더 많이 알려질 때까지 HLW의 유리화와 적절한 지 

충처분장에 최종 처분하는 일은 계속 실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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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각 읍션 별 주요 핵연료 사이클 단계에서의 작업자와 일딴인에 

대 한 선량평가 요약 

(주의， 이기서 사용된 집단선량은 단지 상호비교 목적으로 사용된 것임) 

일반 공증(일반 개산) 작업자(연산 데이더) 
500 년까지의 

연간 집단선량 
집단선량 결정 그룹에 

연료 사이클 
(person . Sv/GWa) 대한 연간 평균 

(person • Sv/GWa) 
단깨 

1 회 사용 개인선량 

th(oronucgeh) 
재치리 (mSv/a ) 1 회 사용 재처리 

l 。 이 

0.30-0.50 
'H 장， 정광 (1 -1이)이‘ tl(4 

(0 α~ro.9<쩌)("’ 0.02-0.18 0.016 - 0.14“ ’ 

연료 변환， 농축 oα)8 - 0.02 0.00 - 60.016(1) 

O.αxl9 0.02000“)’ ” 
연료성형가공 0.007 0.094'"’ 

알선 0.6 0.6 oαJ05O - αX엉 1.0 -2.7 1.0 -2.7 

재 처리，억청 화 미적용 1.2" '(0.6) 0.40 
미적용 0.014‘” 

(0 α15-0.059)‘ ” 

운송 그「」AL 극소 극소 0.0050-.02 oα15-0.D3 

처분 
(Gl ((j) (6) 

:「l」j‘- 二「l{j‘ 

져| 1.6'" 1.6‘5' 미적용 1.04 -2.93 U4 -2.99 

(I) 재처리 용션에 대한 집단선량은 두 융션얘 필요한( 179.3 t ~f 14 1.7 t) 채광된 천연 U의 비융 관 

계로 규모가 축소되었음 

(2) UQz와 MOX연료의 우게 (각각 21.1 t. 5.5 tl 
(3) 사이트에 옥이한 명가 강은 광호 안에 나타냉 그 값을은 인구분포， 개인성향， 그틀이 샤는 주변 
환경의 복성， 및 앙출조건 풍 여러 가정에 대한 결과의 인강도풍 나타내 중 

(4) 범위는 장기간 시간적분한 타 연구(UNSCEAR. SENES. EC)에서 토의왼 민감도융 참조한 것 

잉 

(5) 채광과 정광에서의 집단선량은 tailing-pi le의 관리용 잘못할 경우 수십 person . Sv일수 있융 

(6) 혜기물이나 사용후핵연료가 최종처운 된지 첫 500 년 안에는 l앙사성핵종의 방출이 없으리라고 

기대함 

5. 결론 

P-T는 과학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연료 사이클 옵션이지만 그것은 결코 

HLW처분에 관한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P-T가 모든 악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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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족원소와 관련되는 危i'{ (hazard)플 감축할 수 있겠지만 재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공정들로부터 부가적인 전력을 동시에 생산한다는 것은 호의적 결과릎 

얻기 위한 가상적 필수요건이다 이 시나리오는 매우 큰 속중싱자로(FR) 파 

크나 방대한 가속기 구동 변환장치의 개발을 함께 담고 있다 

재 6 철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의 방사선학적 영향 [61] 

본 연구의 요약은 현재 시행중인 기술에 근거를 두었고 채광과 정광에서의 

광미(짧尾)처리과정은 장기간 안정한 것으로 가정하여 도출하였다 

l. 일반 공중얘 대한 피폭선량 명가 

일반 공중에 대한 피폭영향 값은 모델이나 시나리오 및 여기에 내재된 

파라미터 등과 관련되므로 불확실성이 크다 특히 우라늄 채광은 장소의 특 

이성 (site specific)이 커서 피폭선량은 인구통계학， 환경조건， 우라늄광석의 

특성， 채광/정팡의 실제， 장기간 폐기된 광미의 장기 안정성， 유지보수와 개 

선행위 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실제 222Rn의 방출기체 비율은 이 연 
구에서 가정한 것과는 크게 다를 수 있어서 집단선량은 더 커지거나 작아진 

다. 실제로 유지 · 보수가 불량하여 광미더미 (tailing pile)가 부분적으로 벗겨 

지면 집단선량은 kWy당 수 십 person . Sv에 이를 수도 있다 

2. 작업자에 대한 영향 
두 옵션에 대한 주요 핵연료 사이클 단계로부터 전기 생산까지 집단선량 

올 표 38에 요약 · 제시하였다.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옵션 사이에 유 

의한 차이는 없다 작업자에 대한 영향은 발전(power generation)단계에서의 

기여분이 압도적으로 높다 원자력발전소 작업자의 직업적 피폭선량은 장전 

된 해연료 형태(U02 및 MOX)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3. 일반 공중에 대한 영향 

일반 공중에 대한 피폭선량 계산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인구분포， 개인 

습관， 그들의 생활 주변 환경의 특성， 방출조건 (기상조건， 굴뚝 높이 퉁) 동 

에 관한 가정을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러한 가정이 계산한 피폭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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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영향블 미치띠 어느 득정 핵연료 사이륜 시설의 영향이 그 시설 이 어 

디에 있는가에 따라 이느 정도는 달라지기 때문에 핵연료 사이를 단겨|의 일 

반적인 방사선학적 영향을 비 교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이 보고는 우 연 

료 사이콸 융션에 대해 일련의 표준가정과 일반적 모델에 공똥적 가정올 두 

고 구체화하였다 이 뜰 과정은 “일반 게산”이다 “특수 장소 제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 둡 가정의 결괴에 대한 감도뿐만 아니라 개인선량분포에 대 한 

고찰도 나타내었다 결정그룹에 대한 개인선량과 500 년간의 잡단선량을 특 

수 장소 연구결과와 함께 표 38에 나타내었다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일반 공중의 두 핵연료 사이콜 옵션에 대한 

전체 땅사선학적 영향(전기생산량당의 집단선량)은 내포된 불확실성을 고려 

할 때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집단선량은 단지 비교를 위한 

것임올 재차 강조해 둔다-

이 연구에서 조사한 두 핵연료 사이클 사이의 방사선학적 영향 차이는 

작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일반적 계산”의 고유 한계성올 고려할 때 집단선 

량과 개인의 방사선학적 영향의 작은 차이로부터 결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방사선학적 영향은 어 느 한 옵션을 평가하는 중 

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오히려 다른 요인들 말하자연 

자원이용효율， 에너지 안보， 경제성 둥이 더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두 융션에 

서의 일반 공중에 대한 방사선피폭은 해당 규정의 한도에 비해 낮고 또한 

자연방사선 피폭에 비해서도 유의하지 않을 정도로 낮다. 

4. 정향， 진행 및 공개 논접 
핵연료 사이클의 전 단계 특히 재처리 단계에서 근래의 운영경험과 개 

량된 공정으로 인해 방사성물질 방출량이 감축되고 있다 아마도 재처리 시 

설에서의 방출량은 앞으로 더욱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채 

광/정광에서의 팡미더띠 (tailing- pile)로부터의 라돈 홉입에 따른 장기간의 방 

사선학적 영향을 거의 무의미한 준위까지 낮추게 하는 적절한 방안이 마련 

되고 있다 그러나 채광/정광 운영과정에서의 감축은 사실상 용이하지 않으 

리라고 본다 하여간 광미에 대한 개선책이 적절하지 않다연 장기간의 방사 

선학적 영향은 뚜렷이 증가할 수 있다. 

작업자에 대한 피폭선량은 근래 지속적으로 감축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비록 피폭선량이 규정된 한도 값 이하라 하더라도 더욱 감축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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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C 방출이 두 옵션에서의 저 선량피폭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비 

록 그 기여량이 자연방사선량에 비해 낮지만 이애 대한 방사선방호는 한층 

더 연구되어야 한다 

감손우라늄이나 분리된 우라늄은 장차 사용하기 위해 농축공장과 재처리공 

장에 각각 저장된다. 어떤 회원국들에서는 감손우라늄의 최종차분을 위해 안 

정한 형대로의 변환방법을 고려중이다 일부 분리된 우라늄은 농축용 원료물 

질로 쓰인다.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처분 옵션들이 얄려져 었다. 장 

반감기 폐기물의 심 지층 처분이 여러 회원국 전문가들로부터 우수한 방법 

으로 평가반고 있다. 

5. 추가연구 펼요성 

이 연구보고에서 감손/분리 우라늄 관리， MOX핵연료 관리， 지층처분의 

장기적 안전성평가 동의 방사선학적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집단선량 사용을 

가정하였다 이 방법론은 아마도 새로운 방사선방호체계 및 환경에 맞는 새 

로운 영향지시 인자 동 환경전이모델을 개발 · 사용하여 앞으로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두 사용후핵연료 관리 옵션의 포팔적 비교를 위해서는 핵연료 사이클 시설 

의 정상적 운영 이외에 여러 다른 문제들에 대한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 문 

제들이란 환경보호， 폐기물관리， 자원이용효율， 에너지 안보， 및 경제성 둥이 

다. 시설 특유의 규제 공정 틀 안에서의 사고나 비정상적 사건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이들을 다룬 보고서는 원자력발전 전략， 핵연료 사이클 전략， 

및 지속가능한 원자력연구개발을 위한 첫 번째의 광범위한 연구의 근간으로 

이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찌 7 절 방사성혜가물의 처분에 마치는 P-T기술에 대한 전문 

가의 제언 

1. H. Beatsle 제안 [62) 

“악티니드 재순환의 한계와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중요성”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장반감기 MA의 재순환은 이를 고준위폐기물로부 

터 회수하여 장기간 저장한 다음 원자로나 가속기에 의해 핵변환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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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였는데 이러한 생각욕 재처리 후 U나 PU할 정량적으로 지l순환한다는 

조건 하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정 량적으로 재순환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속로기술이 해결되지 않는다띤 많은 양의 띠사용 U가 쌓 

여 저장원 수밖에 없다 

2. T. Cotton의 보고 [63] 

P-T를 동해 악티늄족윈소가 없는 HLW가 된다면 그 지층처분 격납요건 

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용후해연료나 HLW가 지층처분 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그러 나 새로운 지층처분 개념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와 규 

제당국이 필요하며 적절한 규정을 더 마련해야 한다， 악티늄족원소가 없는 

HLW의 완화된 지층처분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기 위해 LMAR HLW의 악 

티늄족원소 함량을 더 감축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현재의 규정으로서는 어떤 방법으로 HLW를 TRU폐기물로 전환한다하더라 

도 처분요건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 TRU폐기물로 취급되는 ALMR HLW처 

분을 위한 규정이 심부 지층처분 이외의 다른 처분방법으로 개정되기는 어 

려울 것으로 보인다. TRU폐기물을 HLW로 취급하는 분명한 규정 관점에서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발생한 TRU폐기물에 대한 지충 처분 법 개발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3. O. Till과 Y. Chang의 보고[64] 

악티늄족원소를 현재의 재처리 공정 목표인 99.9 % 까지 제거한다 하더 

라도 HLW를 비TRU폐기물로 하는 데에는 백만 년의 제영인자가 소요되리 

라고 추산됨으로 비 TRU폐기물로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4. T. Inoue의 개 념 [65] 
핵연료 재처리 및 중 · 고 준위 폐기물과 관련한 독일， 스위스， 벨지움 

둥에서 각기 salt, granite, clay에의 처분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P-T 둥 새 
로운 핵연료 사이클에 따른 많은 옵션도 연구되었지만 그러한 전략과 실질 

적인 내용 특히 중간 저장관리， 조사표적 및 장기간 사용한 원자로 코어의 

처분 둥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5. V. M. Morogov의 보고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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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에서의 단점은 일부 악터늄족윈소가 해분염하지 않고 Cm동위원소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 중 특히 방사능이 장하여 발열량도 많은 l44Cm은 μOpu 

로 변환된다. 또한 생Cm은 반감기가 34만 년이며 어느 악티늄족원소 핵종보 

다도 방사성독성이 크다. 악티늄족원소 연소로로 열중성자 원자로를 쓸 경 

우 문턱핵종(threshold nuclide) 이 생겨 시간이 흐룰수록 방사성독성이 축적 

된다는 사실은 결정적인 단점인데 FR에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FR에서의 

Cm의 재순환에서는 그 방사능과 발열량이 많아 다소 문제가 훨 수 있음으 

로 이룹 추출하여 냉각하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6. V.M. Romanovski의 보고[67]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각 장반감기 핵종들에 대해 달리 해야 한다 그렇 

게 함으로서 방법을 조합 하거나 대체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재 

처리단제애서 장반갑기 핵종을 각 그룹별로 분리해 관리하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여러 PUREX공정 스트림에서 U, Pu, Am, Cm ~c， I09pd, 1291, 

75Se, 93Zr, l￡Sn， l35Cs 둥 2 차 폐기물이 발생된다. 그 중 특히， U, Pu , Am, 

Cm 둥은 많은 스트립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된다 

7. PU의 째순환 연소와 재래식 폐기물 처분 

정수로에서 Pu재순환의 첫 번째 목표는 MOX핵연료 다발을 초기 UQz핵 

연료의 1/5로 축소하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목표는 단 1 회의 재순환으로 전 

체 Pu의 양을 25 % 까지 줄이는 것이었다. 
경수로에서의 두 번째 재순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경우 중요한 

241pU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조기 재처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재처리와 연 

료가공공정이 244Cm과 238pu의 존재 때문에 매우 복잡 해 진다. 

고속로에서의 Pu와 MA의 재처리， 재순환과 함께 MOX사용후핵연료의 장 

기저장(50 년)은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시나라오인 바， 이에 따르면 Pu+MA 

재고량올 장기저장 후 원자로에 재장전하여 전력생산에도 이용하게 된다， 

이를 Pu+MA소각이라고 부르며 이는 부분적 공정이다. 연소도 즉 핵변환 

백분율은 12 %에서 15 %까지 변하는데 순환종말단계에서도 그 연료는 아 

직도 처음 악티늄족원소의 85-88 %를 함유한다. 따라서 Pu+MA의 연소를 

위한 전략은 점차 열중성자 원자로로부터 고속중성자로로 대치해가야 할 것 

이다. 

대표적인 1000 MWe의 악티늄족원소 연소로는 Pu+MA 6 t올 첫 장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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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 주기로 운전하여 12 - 15 %의 핵변환율애 이르게 한다. 최초의 농축 도 

는 동위원소 조성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PU가 18-20 %이다 경수로로부터 

의 연간 PU생산량은 22.5 t인데 그것을 LWR-MOX로 장전하여 l 회 연소 
시키면 15.68 t로 줄일 수 있다 

FR에 의한 악티늄족원소 연소도보다 가속기를 이용하연 훨씬 더 커질 가능 

성이 보이기 때문에 가속기를 이용한 핵변환기술이 관심끼리이다 연소도 증 

가를 위한 문제점은 피복관에 의한 것이지만 피복관 재료로 강침을 사용함 

으로서 상딩 한 진전을 이 루었다. 만약 연소도가 2 배로 되어 25-30 %로 펀 

다면 소요시간과 재순환 수도 5-6 회로 뚜렷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8. 중국의 P- T 기술 연구 현황[68] 

중국은 원자력연구개발 3 단계 전략(PWR-FBR 핵융합로-연료 사이클)을 

세우고 현재 P-T연구개발을 위해 대형 연구시설을 건설 중이다. 그 시설은 

다름 아닌 속중성자로(CEFR)와 ADS이다. 열 출력 65 MW 급 CEFR 건설 
은 1995년 중국정부의 인가를 받아 시작되었다. Beijing 근교에 원자로건물 

건설을 착수하였고 주요부품을 외국에 발주한 채 주 건물이 거의 완성된 상 

태이고 2007년 이후 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ADS를 위한 고 출력 (30 

mA. 1 GeV) 양성자 가속기를 건설하여 현재 시험 연구 중이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몇 가지 핵종에 대한 중성자 유도 반웅 및 양성자 유 

도반웅 데이터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개념연구단계에서 다목적 검증시스탱으로서 150 Mev/3 mA의 양성자 라이 

낙과 풀 형 미 임계 경수로 동의 개발을 고려중이다. 또한 이른 바 Venus 

H 프로그랩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에서 100 MeV 사이클로 

트론과 풀 형 미 임계 경수로 개발을 고려중이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시설을 2020 년 경 완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중국에서는 현 단계에서 HLW처분문제가 시급하지 않다 그러 나 처분과 

관련한 예비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주요 방향은 역시 심 지층 처분 및 이 

와 관련한 독성원소들의 이동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에서도 FBR/ADS는 연료 재순환과 에너지 생산을 위한 방안으로 보고 

중장기적 연구개발올 추진하고 있다 FBR과 ADS는 아직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이나 점진적인 접근방법에 따라 장차 그 기술기반 

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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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 조사연구의 결론 

• 고 준위 방사성폐기불은 밍o m 이상의 심 지층에 처분하는 것이 공통적 

처분개념이지만 각 나라의 처분조건이 다름으로 이에 대한 기초자료 조 

사 · 분석 빛 처분시스템의 개발이 장71 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 P-T기술은 과학적으로 대단히 도전적인 핵연료 사이클 기술 개선방안이 
지만 결코 고 준위 땅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단기적 代突으로 보이지 않 

는다. 장기적으로 P-T는 방사성폐기물을 감축시킬 수 있겠으나 악티늄족 

원소와 관련되는 모든 危땀 잠재성을 시l 거해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방법으로 전력의 추가적 생산이나 점진적인 위해저감은 이루 

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관련기술올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앞으로 고속로와 가속기 유도 변환장치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절실하다고 본다 

• P-T처리 후의 최종 처분대상 폐기물에 대한 처분논의나 보고가 많지 않 
은 이유를 유추해 본 바， 그 이유는 P-T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새 

로 해결해야할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P-T기술이 

성숙되고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어 최종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이 확연히 

들어났을 때에만 그에 적절한 처분기술을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금까지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P-T기술로 처리된 고준위폐기물은 기존 

의 폐기물 처분방식을 거의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앞으 

로의 P-T기술 개발결과를 낙관적으로 볼 때 분명 고준위 폐기물로 인한 

危옆를 어느 정도 저감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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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방사성페기물의 처분 

제 1 절 1RU 감축을 위한 P-T의 영향 

1. P-T 실행을 위한 소요 시설 

산업적 경제적 적용을 가정하면 LWR- U02, LWR- MOX 및 FRs뜰로 이 

루어진 혼합 원자로 park로부터의 전기공급과 판련하여 이룬적으로 방사성 

독성인 무거운 원소들의 발생량을 실질적으로 잠소시킬 수 있을 것이 다 

그것은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과정에서 폐기물로부터 무거운 해을 분리하 

고 그들 전부(재처 리된 U, Pu , 및 MAs)를 원자로에서 재순환함으로서 가 

능하다 TRU의 생산과 소비의 평형이 이루어지려면 이론적으로 최소환 5 

연료 사이클에 상당하는 기간이 요구될 것이다‘ 그러한 시나리오는 전기생 

산 용량이 최소한 20 % 즉， 20 GWe가 생산되는 FRs의 접진적인 건럽올 요 

구할 것이다. 20 GWe는 100 GWe의 원자로 park에서 각기 1,450 MWe씩 
14 개 FRs에서 생산되는 양에 해당한다. 

저장해야할 폐기물은 결정적으로 FPs와 재처리 및 재순환과정에서 손실된 

잔류물일 것이다- 그러 나 MAs의 다중 재순환의 분석결과는 그것들이 모두 

다 방사성독성 재고량을 감축시키는데 같은 잠재력을 보이 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Np는 사실상 쉽게 분리될 수 있어서 Np핵연료는 가공 상 문제될 것이 없 

다 그러나 Np을 조사하면 쟁PU이 생성되어 그것이 재처리를 어렵게 한다. 

더구나 106 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방사성독성 재고량의 뚜렷한 감소도 없 

다 따라서 Np를 재순환하더라도 모든 MAs의 체계적 연소 전략 일부를 제 

외하고는 직접적인 이득이 없다. 

만약 Am을 단독으로 재순환시키면 Cm의 축적으로 인해 PU를 다중 재순 

환시키는 것에 비해 적절한 이득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PU를 다중 재순환 

시키연 5-10의 인자로 물의 방사성독성 재고량을 줄일 수 있는 반면 Cm없 

이 Am을 재순환시 킨다면 그 감축인자를 약 30으로 늘릴 수 있다. 

Cm은 따라서 궁극적으로 최대의 방사성독성감축을 위해서 재고되어야 한 

다. 그것은 핵분열성인 245Cm의 핵분열로 가능해 진다. 그렇지만 244Cm(반감 

기 18 년)의 방사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표적의 취급을 어렵게 한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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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 전략으로 Cm을 분리하여 약 l 세기 간， 중간 "'1 장하여 :!4lCm을 24UPu 
로 방사성 붕괴시키고 나서 남아있는 혼합꼴(김Opu +245Cm)을 재순환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만약 Pu룹 여러 번 재순환시킬 경우 평형에 도달되면 사용되는 원자로의 

종류에 따라 300-600 t의 Pu가 축적된다. 그 Pu절량의 안정화는 2.5-10 배 
로 생성된 MA의 잔량에 의해 가능하다 이 양이 폐기물로 방줍되여 동시에 

예상되었던 방사생독성을 10 이하의 인자로 감축시킬 것이다 
MAs는 원자로에서 재순환되어야 한다. 그러면 사이콜의 평형에서 Pu .2} 

MAs가 증가되지만 직접처분과 벼교할 때 약 100의 인자로 폐기물 양을 감 

축시킬 것이다. 

그러 나 무거 운 원자들의 잔류질 량(residual mass)이 원자로 내 평 형 과 다른 

연료 사이클 공정에 남게 될 것이다. 이 원자로 계통의 평형질량 개념은 원 

자력 발전의 계획적 폐쇄를 시행할 경우 l차적으로 Pu생성원자로를 폐쇄하 

고 다음에 Pu와 MAs 연소원자로를 폐해함으로서 재고량 감축올 이루어 이 
론적으로 사이클 내의 무거운 원소를 거의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 

나 그러한 전략의 시행은 수 십 년 혹은 수 세기에 걸치는 기간을 필요로 

함을 이해해야 한다. 

연소용 원자로 및 농축우라늄올 연료로 하는 원자로를 이용하는 전략을 위 

해서는 천연 우라늄 자원 문제가 대략 50 년 이내에 제기될 것이다. 

CAPRA 형 변환로는 Pu연소로나 혹은 중식로 퉁과 동둥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Pu 제한 또는 감축 전략에서 조속히 Pu사용 및 재생산 혹은 
그 반대로 전환하도록 도울 것이다. 

2. 분리된 혜종의 영향 

분리된 MA부분에 대한 폐기물관리가 규정되어야 하며 핵분열성 물질로서 

해물질보장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MA재고량에 대한 국제적 조정관리가 

장기간 이루어져야 한다 

선정된 FP 농축물들 즉， Tc, 1, Cs, Zr 둥은 조사되거나 혹은 처분되기 이 
전에 특수 화학적 • 기계적 형태로 조절·저장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개의 다른 포장으로 되면 이들 선원에 대한 관리가 유라고화 한 HLW보다 

도 한층 복잡해지며 아마도 장기간 관리하기가 훨씬 어렵게 될 것이다. 

이 처럼 장반감기 방사성핵종의 최적 안전조건하에 분리된 부분들올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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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특수한 처분징 구조가 개발될 수 있올 것이다 지층 

처분장에 있는 각각의 동위웬소 선워블의 무 오염 보증관리가 주요 연구대 

상이다， 

3. RFC 운영에서의 i얘기물의 전 처분관리 (Pre-di sposal Waste Mana 

- gemcnt) 

RFC01eprocessing Fuel Cycle. 재처리 핵연료 사이클)에 비해서 P-T와 함 

께 AFC(Advanced Fucl Cycle. TRU2} 일부 FP를 재순환시키는 진전된 핵 

연료 사이클)가 핵연료 사이클 종사자들 특히 핵연료 제조와 표적제조 종사 

자들에 대한 집단선량을 다소 증가시킬 것이다. 결국 전체적 재순환시설에서 

특히 중성자 차폐보강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이는 전반 

적 투자를 늘리는 결과가 될 것이다. 

RFC 의 단기간 방사선학적 이득이 우라늄 채광과 정련 요구사항을 감축하 

는 데에 있기 때문에 (갱U을 재순환된 PU로 치환하는 관계로) MAs의 추가 

적 재순환은 이 상황을 유의하게 개선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2여Cm에 대한 적절한 관리전략이 필수적이다. 

연료 사이클의 여러 다른 option에서 사람에 대한 선량을 person-Sv/TWh 

로 나타내거나 혹은 이중총 연료 사이클(double strata fuel cycle) 시도가 산 

업적으로 합리화된다연 작업에 대한 피폭선량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AFC의 폐기물관리 에 대한 P-T 영향 

237Np의 분라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이 장반감기 핵종에 대한 관리정책 

이 별도의 처리를 요구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곧 바로 산업적 규모로 실행 

할 수 있올 것이다. 그러나 이 원소를 별도로 포장하여 오랫동안 저장하는 

것은 237Np로 방사성 붕괴하는 갱lAm의 관리와 통합조정 되어야 할 것이다 

Am과 Np 혼합물을 한 가지 매트릭스에서 조정하는 것이 두 핵종을 별도로 

처리하기보다 더 바람직하다. 

Am에 관한 가장 바람직한 시나라오는 희토류원소에 의한 오염(1 -10 %)이 

다소 발생되더라도 군 분리하고 나서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매트릭스 

(SYNROC. Zr- silicate. 세리믹스 매트릭스 퉁)안에 고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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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적 시연에 저장할 수 있고 처분정 구조 안에 회수 가능한 상대화 처분 

될 수 있올 것이다. 

Cm문제는 더 복잡하다. 왜냐하연 Arn으로부터의 분리가 매우 어려운 과제 

이기 때문이다. Cm이 Am과 REs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된다고 가정해도 그 

공학적 저장은 쉽지 않다. 왜냐하띤 높은 말열 ( 120 W/g 순수 244Cm) , 증요한 
중성자 방출(g 당 107 중성자/s 순수 244Cm) 및 240pU로의 방사성 붕괴 때문 

이다 Cm을 감쌀 매트릭스는 높은 열전달계수와 결정학적으로 Pu 딸핵종 

과 공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별도의 분리기술올 개발할 펼요가 있다. MAs를 한 매트릭스， 예를 들어 

SYNROC 형 광물에 채우는데 Cm은 비방사능으로 보아 한계에 있는 핵종이 

다 그 매트릭스는 원자력기술 발전에 따라 나중 단계에서 회수 가능한 형 태 

로 저장할 수 있다. 만약 이 매트릭스가 궁극적 변환을 위한 방사선 표적으 

로 사용된다연 후세 사람들이 그 매트릭스를 회수하여 핵분열생성물로 최종 

처분하기 이전에 “소각”할 수 있을 것이다 

채 2 절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위한 새계적 책연료주기 현황 

100 GWe-year는 매년 700 TWh의 전기와 1600-2100 tHM의 재처리되는 

일부와 나머지는 사용후핵연료로 저장된다. 저장은 전체적 원자력에너지 정 

책에서 기본 요건이며 장기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LWR-UQz로부터의 Pu을 재순환하연 새로운 U의 연간 소요량은 17,500 

d메f/y가 아니라 14,000 tHM/y로 줄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주어진 시 

나라오에 따라 가능한 시설에서 재처리된다(즉， La Hague에서 1,600 다mνy， 

Sellafield에 서 90 다페νy， Tokai에 서 % 간에νy， Rokkashomura에 서 800 

tHM/y) 유럽과 일본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재처리될 수 있으며 그 

로 인한 HLLW는 유리화될 때까지 저장될 수 있다 

러시아， 인도 둥올 제외한 기타 국가들에는 LWR- UQz 사용후핵연료 처리 

에 필요한 시설이 없다 발생용량 면에서 는 재처리 국가와 직접처분 국가가 

전기출력이 같다， 만약 P-T전략이 세계적 규모로 방사성독성 재고량 상황을 

개선하려한다면 전체적으로 3,500 tH.1νy 규모의 산업적 재처리시설을 추가 

건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것은 전략적 결정일 뿐， 현재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서는 매우 가능성이 적다. 다량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장기적이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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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가능한 서장이 예외가 아닌 정식 규정이 될 것이다. 

320 GWe의 지속적 원자력발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용량 처분장이 필요 

하다. 만약 최대 처분용량이 미국 Yucca mountain치럼 사용후핵연료가 

70,000 tHM이고 어떤 재처리 행위도 없다연 매 10 년마다 같은 크기의 처분 

장을 지어야 한다. 3,900 tHM/y 등 부분적으로 재처리된다면 그 처분장 소 

요기간이 긴 것은 10 년에서 25 년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국제간 지역 

간에 방사성폐기물을 타국에 인도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처분장의 최적크 

기 는 각국의 NPP park의 크기 애 달려 있으며 시 간과 위 치 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핵연료 사이클에서 전략적 결정에 관한 재처리의 영향은 여러 가지이고 그 

중요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처리 없이는 세계적으로 50 - 60 톤의 PU와 7-8 톤의 MAs가 매년 처분 

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는 장기적 방사성독성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재처리에 의해 HLW 중의 PU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재래식 재처리는 HLW로부터 MAs를 제거하지 않아 Np, Am, 및 Cm 이 

장기적 위해 (hazard)의 주요성분이다 . 

• RFC는 LWR- MOX 및 미래 FR연료를 위한 PU취급시설의 건설·운영을 

포함한다 . 

• LWR-MOX연료의 재처리는 산업적으로 아직 확고한 기반을 얻지 못한 기 

술이어서 방사성폐기물관리를 위해 장기간의 연구를 해야 한다 . 

• MAs의 40,000 년 이상 장기적 위해는 Zl7Np에 의한 것이다. 

• 
초기단계에서 MAs가 함유되지 않은 HLW 유리 고화체의 처리시설 건설 

은 표준설계에 따른 건설이다 . 

• P-T의 영향은 장기간의 위해에 대한 개선이지만 P-T는 부가적인 악티늄 

족원소 취급시설을 필요로 하며 지충처분 필요성을 제거해 주지 않는다. 

• 재처리 없이는 P-T를 실행하지 못한다 . 

• HLW로부터의 MAs 분리 (partitioning)는 아무래도 HLW 유리고화체의 방 

사성 독성함량을 점진적으로 감축시키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 분리 처리된 MAs폐기물부분과 장반감기 FP가 장기 저장되어야 할 것이 

고， 그 이유는 변환을 위한 특수 원자로의 개발이 펼요하기 때문이다. 

• 부분적으로 “연소” 혹은 “불활화” 분리된 악티늄족원소， FP 표적은 처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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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앞시 득 l쉴히 처리되거나 조건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만약에 독성 방사성핵종의 조절법이 개선된다면(예를 들어 분리된 MAs를 

세라믹 애트릭스릎 쓰거나 또는 개량된 유리고화체 성분으로 하는 등) 지 

구환경 오염 위해는 줄어들 것이다. 

• 핵연료주기 또는 폐기물관랴에 관여되는 방사성핵종부분은 표 39이 보이 

는 바와 같이 처분불질 개념으로부터 대부분 저장 재고량(inventones )개 

념으로 움겨갈 것이다. 

• 원자로와 시쉴 재고량을 비교하여 100 GWe-0.8 year (=700 TWhc)의 원 

자로 park로부터의 연간 배출 폐기울의 톤수는 표 39 및 40과 같다‘ 

표 39. 원자로 park (tHl\ν100GWe) 에서의 초우라늄 원소의 질량(톤) [69) 

원소 UO, MIXI MIX2 FAST 

Np 2.9 7.3 7.7 3.3 

pu 52.2 249.2 257 620 

Am 2.3 54 56.1 41.6 

Cm 0.6 7.9 8.1 6.8 

계 58 318.4 328.9 671.7 

표 40. TRU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tH1vν100 GWe-O.8 year)[69) 

원소 U02 MIX1 MIX2 FAST 

Np 1.155 0.021 0.0껑 0.0056 

PU 22.78 0.076 0.056 0.]]] 

Am 1.152 0.075 0.0798 0.0354 

Cm 0‘ 126 0.042 0.040 0.018 

연간 합계 25.21 0.214 0.198 0.17 

30년간 합계 756 6.420 5.94 5.10 

재고량 관점으로 비 순환주기 데이터를 바교함에 있어서 사용후핵연료 양 

올 “폐기물”로 나타내는 것은 세계적으로 320 GWe park를 위한 70,000 

tHM 처분장의 13 년간 운영을 나타내는 것이다. MIX1 , MIX2 및 FAST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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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optlOn에서 TIlU의 원자쿄와 원자력시성들에서의 평형 재고량은 핵연료 

사이콜에 판린된 악티늄족윈소 양의 98%이여 30년간 방출한 폐기물은 깨우 

적다( < 1 %). 그러나 이 전략적 대안(option)은 현존 LWR의 20 % 이상플 

FRs로 대체하고 희수된 PU의 완전 재순환을 의미한다. 

그림 19. Reactor Park의 성분. 

THERM; PWR로만으로 된 원자로 시스템. 그 중 일부는 PU와 MAs의 

다중재순환을 위해 사용됨 

. MIXl 유사한 시스템이지 만 CARPA 형 FRs에 의해 악티늄족원소의 

재순환기능을 가짐 

. MIX2 ; PWR-UOz에 의 해 생 성 된 PU가 PWR-MOX에 서 한번 순환되 

는 혼합시 스 템 임 , 잔류 PU와 모든 MAs는 CAPRA 형 FRs로 재 

순환 펑 

’ FAST ; EFR 형 FRs로만 이루어진 원자로 시스템 

변환과 연소를 위한 시설건설과는 무관하게 이 대안은 또한 1,490 앉페f의 

U02, 236 tHM의 LWR-MOX연료 및 연간 악티늄족원소 처리량 100 tHM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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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개의 FRs 둥 득화된 핵연료가공시설(fabrication faciliticsl의 건섣올 의띠 

한다 

수 세기 간의 지속적인 원자력에너지 생산올 위한 대안을 논의 할 만 하지 

만 순수한 LWR- UOz park로부터 LWR-MOX와 FRs의 혹합 NPP park로 

발전시키는 데에는 수 10 년이 소요펠 젓이다. 

정기적인 새 우라늄 장전이 요구되는 재래식 LWR-UOz원자로는 새로운 。11

너지 생산시셀로 대체되어야 할 첫 번째 대상이라고 생각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LWR- (30 %l MOX원자로로 대체되기 시작하고 있다. 원자력 park에서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LWR-(lOO %l 

MOX 원자로는 LWR park에서 Pu연소를 위해 FRs과 경쟁할 것이다. 이 여 

러 혼성 원자력 생산 park에서 생산된 Pu의 품질(갱Pu， 240Pu, 242Pu 동의 증 

가)은 점차 열중성자원자로에는 부적합하게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FRs, 

FBuRs(Fast Bumer Reactorsl 및 ADS 둥이 잔류 Pu와 MAs의 연소를 위 

한 유일한 선택이 될 것이다. 

FR사용후 핵연료의 다중 재순환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왜냐하연 가공해 

야할 만큼 매우 높은 방사성혼합물(!:생Pu ， 갱 I Arn, 244Cml 이기 때문이다. 이 

개발단계에서 고온열화학적 재처2.j (pyrochemical reprocessingl가 TRU의 재 

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처분해야할 원자로심의 최대 재고량은 평형 MIX2의 경우이고 최소 NPP 

노심 용량은 FAST의 경우이다. 관리해야 할 총 TRU핵종의 알파방사능을 

표 41에 나타내었다. 원자로심의 수는 양쪽이 다 같으나 FAST의 경우 전체 

TRU재고량은 MIX2 경우보다 훨씬 많다 ( 329 tHM에 비해 672 tHMl. 

채 3철 장기 방사성 독생 재고량의 진전 

만약 포괄적인 TRU연소프로그램이 실용되지 못한다연 가속기 이용 변환 

(accelerator 따iven transmutationl , LWR-MOX, FBuR(고속연소로l-MOX， 

또는 FR-금속 동은 모두 폐기되어야 한다. 잔류 노싱연료의 성분은 원자로 

형 마다 각기 다르다 방사성독성 평가의 주요 인자는 알파방사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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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사용후핵연료의 형태별 TRU핵종의 알파망사능(TBq/tHM) 

[54, 55] 

UO" 40 GWcVtllM MOX , 40 GWcVtHM FR- MOX 150 GWe/ tlIM 

Pu -2갱 128.76 588.3 6,138.3 

Np- 2:~7 0.0148 0.00592 0.03잊% 

^m- 241 나 r.:.c:::υF니 324.12 2,223.7 

Cm-244 99.9 1,276.5 14,282 

선세 o 323.75 2,382.8 23,791 

냉 각시 간 (coo!ing time) ; 7 년) . 

위 표에서 가장 득이한 것은 Np이다 그 방사성독성올 볼 때 다른 TRUs와 

비교하면 무시될 만하다. 그러나 반감기는 매우 길며 (2x106 년) 그 기간은 
지질학적 현상 기간만큼 길다 시간 정과에 따라 Np의 지질학적 중요성도 

커지지만 초기의 방사성독성 재고량에 비해 아주 작은 절대 값으로 납는다. 

때우 장기간의 공학적 저장기간 동안 사용후핵연료 처분의 어려움은 

LWR-U02로부터 LWR-MOX로 또 종국에는 FR연료로 점차 커진다. 해결 

해야할 주요 문제는 bum-up과 TRU함량에 비 례해 커지는 붕괴열의 소산(消 

散)이다. 

40 GWd!tHM으로 조사된 LWR-U02핵 연료는 인출 10 년 후 1.43 kW/tHM 

의 열을 방출 하는데 이 방사성 붕괴열은 주로 FP 때문이며 100 년 후에는 

대략 100 W/tHM으로 감소된다. TRUs의 붕괴열은 100 년 후에 50 W/ tHM 

에서 10,000 년 후에는 0.75 W/tHM으로 떨어진다 100 GWe의 큰 NPP 

park는 1,600 - 2,100 tHM/y이고 확산 열원(diffuse heat source)으로서 10 년 

후 약 3,000 kW에서 1,000 년 후 약 25 kW로 감소된다. 약 30 년에 걸쳐 

70,000 tHM을 처분한 대규모 처분장(repository )은 평균 380(FP)+69(TRU) 

W!마표4 또는 31,400 kW의 열을 방출할 것이다 

해당 지 역 암반(host rock)의 자연적인 水J也質學的(hydro-geo!ogica]) 및 지 

력학적(띠力댈的， geo- mechanica]) 성질올 방해하지 않도록 지표 공학구조에 

서의 장기 냉각 또는 지하 강제냉각 둥 방법이 연구·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평형에서 100 GWe의 한 LWR- U02 NPP park는 700 TWh!y를 생산하면 

서 연간 1,760 tHM의 LWR-UÜ2와 440 난fM익 LWR-MOX를 방출한다. 

LWRs에서의 LWR-MOX로부터의 PU 재순환은 유용하지 않은데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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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핵연료 중 분해 된 PU 동위원소 성분 때문이다， 그러한 연료의 산업적 
규모 처분은 열과 핵엄제관련 문제와 함께 8.6 매나 증가된 방사생독성 재 

고량올 수용해야 한다 그 방사성 붕괴열은 2.22 (FPs) + 1.17 (TRU) = 
3.39 kW/tHM이나 되며 LWR-U02에 대한 것보다 2 떼나 많다， 사용된 

LWR-MOX핵연료의 TRU합량은 42.3 kg/tHM여서 

kg/tHM애 비해 3.7매이다 

U02핵연료 11.4 

처분 공정이 시작되기 이전에 50 년 이상의 매우 긴 냉각시간이 필요할 것 
이다. 사용된 MOX연료는 24J pu 뭉괴 후 16.7 kg의 핵분열동위원소(fissi le 

isotopes)를 함유할 것이다. 

LWR-MOX연료를 늦게 재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 방법 

은 아마도 가장 값싼 방법은 아닐 것이다 TRU합량을 다중순환하기 위해 

FR로 넘기는 것은 처분올 위한 한 가지 대안이다. 

최종적으로， FRs의 잔류노심으로부터 나온 사용후핵연료 관리가 핵연료 후 

행핵연료주기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54]. 30-

40 %의 TRU를 함유한 연료는 120-150 GWd!tHM 조샤된 것이다 그 방사 

성 붕괴 열은 20-25 kW/마삐4이 다 만약 NPP park룰 수 십 년간에 걸 쳐 점 

차 감축한다면 마지막 부분은 FR에서 남은 것일 것이며 이 보고서의 가정에 

따라 첫 NPP park의 30% 즉 30 GWe에 달할 것이다 그 “최종 잔류”노심 

은 각기 6 tHM의 TRU를 함유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180 tHM의 고준위 

방사성 처분이 될 것이다. 

세 가지 방안올 고려 할 수 있다 즉 ; 

· 사용 후 핵연료집합체들을 커다란 재래식 처분장에서 사전에 냉각된 

HLW유리나 사용 후 UQz핵연료를 섞어서 “회석”하는 방법 

• 수 백 년 간 영구적 bunker 안에 고 방사능 핵연료를 저장하는 방법 

• 가속기를 이용하는 변환시스템을 써서 TRU를 변환시키는 방법 둥이다. 

이 형의 연료는 244Cm, 24lAm, g8Pu 동의 존재에 따라 그 방사성 독성은 

매우 높다 (U02연료의 약 84 매). 방사성독성 재고량은 갱4Cm의 반감기 

(18 년)에 따라， 또 다음은 짧Pu(87.7 년)의 반감기에 따라 점차 감소된 

다 

암표{당 전체 일파 방사능은 100 년 후 5,217 TBq, 500 년 후 1,110 
TBq 퉁으로 감소된다， 이러한 종류의 폐기울의 장기간 방사성독성 재고 

량은 매우 높아서 지충 처분장에서 안전하게 붕괴시키려연 특별한 조건 

조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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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지막 방법은 이 최종 잔사를 원자핵 분열 따;f;c(cra)쿄부터 ADS에서 

의 변환반웅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 방법이건 간에 또 장차 어떼한 

원자력 개발이 기대되건 간에 상판없이 처분을 위한 더 이상의 다른 방볍은 

없다. "H우 농축된 TRU폐기물에 대해서는 P-T 선택이 장차 기술개발을 위 
해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방사생독생 재고량올 가능한 한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처분개념 및 고 방사능 준위 TRU폐기물 처분을 위한 구조개발(즉， 

사용후핵연료， HLW 또는 동위원소 표적 둥 농축된 원자 열원을 host rock 
이 안전하게 가두어둘 능력)은 원자력연료 사이클의 개발에서 높은 우선순위 

로 남아있다 

1. 가간 단축의 역할과 영향 

낮은 반감기 단축이란 짧은 반감기 핵종에 대해 변환을 생각하지 않는 

한도 이하엄을 말한다 대부분의 FPs는 일 (day) 단위에서부터 l 또는 2 년 
단위의 반감기를 갖는다 방사성 (radioactive properties)에 영향을 주는 원자 

력 공정은 아무런 이득도 없음이 분명하다. 약간의 중기적 예외가 았으며 이 

를 위해서는 반감기가 기술수명에 비해 길다 즉J37Cs(반감기 30 년) 및 

!X)Sr (반감기; 28 년) 퉁이 대표적 예이며 그것이 자연적 붕괴에 의해 없어지 

려연 300 년이나 걸린다 

폐기물관리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분리 

(partitioning)는 수 십 년 동안 많은 R&D의 관심사였다. 원자력 stream에서 

이들 핵종의 제거는 처리， 조건조절 및 처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 

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J37Cs와 !X)Sr은 유리화된 HLW에서 주요 방사성 용 

괴열원이므로 HLW로부터의 분리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137Cs와 !X)Sr의 LWR에서의 변환은 매우 작으며 핵분열을 수반하지 

않는 가속기 이용 변환시스템은 매우 i힘따여서 이들 핵종들에 대한 변환연 

구 노력이 정당화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특이한 원자핵 반응 즉 예를 

들연 “ Adiabatic Resonance Crossing"이 아마도 탐구해 볼만한 새로운 길일 
것이다 

반감기가 20 년이거나 그보다 짧은 다른 FPs를 포괄적인 P-T전략에서 고 
려될 필요가 없다 TRU핵종을 위해서는 상황이 좀 다르다 왜냐하면 대부 

분의 중금속은 방사성붕괴계열(4n， 4n+ 1, 4n+2, 4n+3)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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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문이 다， 중요 한 해 종은 241 pU , 생Cm， 김4Cm 퉁이 벼 이 윤은 각각 갱 IAm， 

3Pu, μOpu 둥의 어미핵종이고 전체 방사성독성 재고량에 띠치는 영향이 크 

다. 

시간 스케일 상 다른 극단적인 것은 장반감기 FPS( I35CS, 앤Tc， I 잉I)와 강7Np 
빛 초 장반감기의 천연 악티늄족원소(U 계열)에 있다- 장반감기 FPs의 분리 

는 어렵다 같은 원소의 다른 동위윈소가 수반되기도 하여 FPs의 동위원소 

분리는 현 단계에서 고려되지 않고 있다. 

I37CS의 경우 천연 l잉Cs가 변환-감손반응플 간섭한다 천연 l긴I에 의한 유 

사한 간섭올 12)변환에서 한층 더 연구하여야 한다. 천연 동위원소가 없는 

유일한 방사성동위원소인 ~c의 변환은 아무런 간섭 없이 이루어질 수 있 

다. 

대부분의 TRU는 인간의 수명 길이 (human life span) , 문명화， 혹은 심지어 

지질학적 기간 등괴 비교해도 반감기가 매우 길어서 심각한 문제이디- 원리 

적으로 모든 P-T활동 즉 인공 악티늄족원소의 장기적 영향을 감축시키는 

일은 유익하지만 인류의 지매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危멸 평가를 위해서는 단축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 3 개 기간이 었다， 

. 10,000 년 

100，αU 년 

1 ，000，αm 년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관리 한도 (미국)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의 딸핵종인 ZÆRa 및 기타 핵 

종들이 방사성독성을 크게 나타내기 시작하는 기간 

지각 변동 상 유의기간 

1만 년은 아마도 과학적으로나 지질학 관점에서는 짧을 수 있겠지만 1백만 

년은 결정적으로 인류학의 지평선 너머에 있다 10만 년이란 단축기간이 방 

사선학적 독성 영향 평가를 위한 적절한 對數的Oogarithmic) 절충이라고 생 

각된다. 

237Np을 제외하고는 100만 년 넘게 남는 뚜렷한 TRU재고량은 없으며 그 

기간을 념으연 우라늄과 그 붕괴생성물의 자연방사능이 주요 방사성독성 재 

고량이 된다[70]. 다른 인공 TRUs의 방사성독성의 장기간의 비교에서는 천 

연 우라늄뿐만 아니라 감손우라늄이나 재처리된 우라늄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의 단축기간 선정은 폐기물의 방출과 처리에 의해 변하는 집단선량 

(collective dose)[71]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인구증가의 불확실성， 그 

분포와 국지화Oocalization) 퉁올 고려할 때 폐기물관리 시나리오 평가의 최 

종결론 도출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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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4절 방사성폐기물관리 개념 

1. u) 순환주기 개념과 직접처분 

P-T 연구에서는 항상 잔류 벙사성독성애 대해 주의를 집중해야하며 악 

티늄족원소의 분리가 중요한 이슈이다. 그러나 투시 적 시나리오에 의한 사람 

에 대한 선량문제를 다룰 때에 장반감기 FPS( I잉I 및 !l!JTc 등)는 그들이 점 
토나 웅회암 매질에서 특별한 이동성을 갖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하는 중요 

한 핵종들이다- 전 처리 없이 시행하는 변환에 의한 제거는 기술적으로나 

(매우 긴 조사시간) 경제적으로(분열 에너지가 없음) 대단히 붙확실한 것이 

다. 이 원소들의 정량적 변환은 현재의 기술로 보아 적절한 기간 내에 이루 

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을 위한 RFC(찌쳐랴핵연료주기 ) 개념 

RFC의 경우， 폐기물관리와 처분은 재처리과정과 그 지층 처분과정에서 

생성된 중·고준위 폐기물의 전처리 (conditioning)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사례가 알려졌다 즉， 독일에서 제안된 salt dome 처분과 

Belgium에서 연구된 점토층 처분이다. 두 경우 모두 선원 항(source term)은 

프랑스의 La Hague의 Cogema재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폐기물 캐니스터이다 

그러나 이들 원자력프로그랩의 크기는 분명히 다르다 (29 GWe 및 5.9 

GWe). 

가. 암염 총 처 분 (Disposal in salt formation) [72] 

암염층 처분의 창조처분장(reference repository)은 독일 북부에 있는 

Gorleben salt dome이 며 그 넓 이 는 약 14x4 km2이 고 처 분 기 반은 지 표로부 
터 300m 아래에， 참조 처분장은 cap-rock의 450 m 아래에 각각 자리 잡 

고 있다 폐쇄 후 처분구조는 댐에 담긴 바닷물(소금불)로 채워지고 그 않水 

따(permeability)는 7x lO-16 m/s로 될 것 이 다. 

독일의 방사성례기물 처분개념에 의하면 발열성 폐기물은 bore hole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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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열성 폐기물은 chambcr어l 각각 처분된다 公따 초기 량 73,000 tI미4의 사용 

후핵연료에 상당하는 약 58，α)() 캐니스터의 HLWOO,454 m2)가 처분원 것이 

다. Fced sludge와 c1adding 폐기물 등 도합 80,000 m:! 이 그 처분구조에 

HLW를 곁들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안전상 요체는 폐기불 定l딴륜 위해 만 

든 空n페으로 염이 收劍하는 것이디 

EVEREST 프로젝트의 틀에서 [55] 몇 가지 시나리오플 연구하였다 즉 대류 

-확산 시나리오， 동굴-대류 시나리오， 및 융기 시나려오 등이다 

폐쇄 후 500 - 1,000 년 사이에 사람이 침입할 경우(동굴-대류 시나리오)， 연 

간 최대선량은 대류-확산모텔에서 보다 10 단위만큼 크다( 1 IJSv!y). 그러나 

최고 농도의 도래시간은 매우 늦다 가장 띤감한 파라띠터는 침입위치가 

처분지역에 자리한 경우이다. 

나. 점토총 처분 [72][73] 

벨지움의 Mol site에 있는 Boom 점토층 처분장은 점토만으로 된 처 

분장의 성능연구를 위한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유럽대륙이나 영국에는 이와 

유사한 정토형성 지층이 많이 있다. 

Boom의 접토층은 약 100 m 두께이며 평균 깊이 는 약 220 m 이다. 약 80 

%의 雲m群(illite)과 버미률라이트( venniculite) 점토광물로 되어 있으며 지름 

2-20 IJm의 매우 미세한 입자들로 되어있다. 점토층의 전반적 값水l요 

(permeability)는 10-10 m1s 이하여서 이동을 확산으로 감소시킨다. 1982 년도 

에 지하실험실이 건설되었는데 이후 어떤 좋지 않은 수문학적 현상(adverse 

hydrological behavior)이 최근 15 년간 발견되지 않았다 일련의 FPs와 악티 

늄족원소에 대해 현장 및 실험실적 이동 데이터가 얻어졌다 점토의 강한 홉 

착력으로 인해 이동속도는 매우 느려서 유리화한 HLW 캐니스터 안에 묻 

어놓은 대부분의 방사성핵종들은 점토충 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였으나 

237Np, 99Tc, J35Cs, 23Jpa 및 Np의 장기간에 걸친 딸 핵종들은 예외였다 (즉， 

어느 정도 점토총올 빠져나왔다). 

30 년간 운영한 개념적인 10 GWe 원자로 park로부터 발생된 HLW처분의 

장기 영향 평가를 위해 1988 년 성능 비교연구(PAGIS)가 EU에서 수행되었 

다. 동둥한 8,180 tHM 유리 캐니스터 (약 900 m3 유리화된 HLW)가 방사 

성 선원 항(FPs， MAs, 및 부식생성물 둥)으로 사용되었고 PACOMA 및 

EVEREST 프로젝트에 의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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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n 및 Cm과 그 딸핵종인 24UpU 등은 침로층의 첫 10m 이내에서 완전히 

붕괴되었다. 만약 잉7Np이나 U이 처분되었더라띤 그것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 

이다. 점토총 근처 상류 뿜水l현 우울의 음용수를 마실 정우 WNp의 존재로 
언한 연간 최대선량은 약 0.02 ~Sv/y이다. 같은 시나리오에 의하여 I35CS 및 

99Tc의 선량은 각각 0.015 ~Sv/y 및 0.15 ~Sv/y이다 

기후변화 시나려오에서는 점토층 아리l 애 깥려있는 붙이 음용수로 쓰일 수 

있으며 만약 모든 요오드 폐기울을 재처리공장의 유출울로부터 회수하여 점 

토 처분장에 (Ag1 형으로) 저장한다는 가정 하에서 l잉l 의 사람에 대한 선량 

은 허 용준위 인 0.2 mSv/y에 달한다 

95 -99 %의 1291 는 HLW로부터 분리된다 그러한 HLW는 재처리 시설운 

영기간 동안 발생하며 일부 해양으로 나가고 1-5 %는 피복재와 결합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결국 MLW로부터 용출이나 이동에 의한 선량은 약 30 ~ 

Sv/y이다 재처리 기간 중 1291의 분리와 요오드의 잔류량 극소화를 위한 피 

복재 표피의 세척 등이 매우 중요하다. 

요오드폐기물의 LWR에서의 n-1(반응에 의한 재래식 변환방법은 효과적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다른 조사시설(ADS 또는 다른 형의 원 

자로)에 의한 선택적 변환이 현재 연구되고 있다 

3. AFC-특이 폐기물관랴 문채 (표적， 원자로심) 

조사된 표적과 원자로심 잔류 폐기물관리에 대한 예견을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데 그 이유는 그것이 미래 원자력에너지 개발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AFC시나리오의 잠재력 있는 직접적인 이득은 유리화된 HLW 내 

악티늄족원소의 정량적 감축(감축인자 10- 100)일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기본적으로 유리화된 HLW의 1호멸인식올 개선할 것이지만 처분장 건설필요 

성을 덜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연 처분장 건설은 폐기물의 발열량에 

따라 결정되며 방사성독성 재고량에 의해 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유리화 

폐기물을 위해 필요한 지하 갤러리 공간은 첫 200 년간 그 MA양과는 무관 

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 처분장을 지어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폐기물처분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말열성 핵종들e37Cs. ooSr 둥)이 분리되어야 

한다. HLLW로부터 이들 핵종을 분려하띤 처분장 부피와 처분비용 상 유익 

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이들 방사성핵종 농축물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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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백 년간 지상에 저장해야한다는 사실을 상상할 때 그리 바람직 스럽지 않 

다. 

이러한 가정 아래 그 핵종들플 약 300 년간 공학적 시연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초 장반감기 FP들 예를 들연 l:l9r, 99Tc 둥 폐기풀이나 처분장의 형태 
에 따른 분리와 변환을 수행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중·저준위 

폐기물이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이 들 FPs의 전체 방사싱독성 깨고량은 만 

약 조사공정이 효과적이라연 줄어들 것이다. 잔류 FP표적뜰은 HLW로보다 

는 오히려 MLW로 생각될 수 있올 것이다. 

AFC시나리오의 주요 잠재적 이득은 다음과 같다， 

• 유리 화된 HLW의 Pu ç} MA의 감축 및 지 충 처 분(geological disposa!) 

• 모든 폐기물에서의 TRU의 전반적 감축 및 잔류 사용 후 핵연료의 핵분열 

원자로 노심 (LWR 및 FR)에서의 체계적 재순환을 통한 감축 차후 그러한 

감축은 하이므라드 원자로에서 이루어져서 처분되기 이전에 TRU 함량을 

한층 더 갑축시킬 수 있을 것임 

• 잠재력 있고 더욱 효과적인 조절을 분랴된 각 핵종이나 감손표적에 적 

용함으로서 핵종으로 인한 방사성독성의 감축 

• 현재의 MA와 FP 파쇄기술은 장차 개발될 것임. 현존 장반감기 FPs의 
파쇄기술은 산업적 이용에는 맞지 않음. %Sr, gTc, lgI 표적들은 장차 중 

성자에 의한 개발이 적절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특수한 예임 . 

4. 혜임채 안전 
사용후핵연료는 처분에 앞서 중금속량으로 수 톤 씩 캐니스터에 봉입 

된다. 이것은 l 개 캐니스터 안의 사용된 농축 핵연료가 이론적인 핵엄계질 

량보다 더 많은 핵분열성 물질올 함유함올 의미한다. 전체 처분장으로 치연 

수배나 많아진다.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은 핵분열성 물질의 비의도적 핵엄 

계에 대한 가능성을 안전성 분석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즉， 

• 캐니스터 안에 저장할 때의 빼연료 핵임제 도달가능 危멸 

• 핵업계 방지를 위해 핵분열성 물질의 재배치 즉， 선택적 누설이냐 핵분열 

성원소의 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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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적으로 핵핵연료를 미 엄계상태가 되도록 재배치함으로서 목적을 이 룰 

수 있다 또한， 연료 연소도의 엄직한 판리 조정， 연료 띨봉시설에서의 주요 

파라띠터 및 연료와 중성자홉수재와의 혼합 또는 각 연료집합체간 벽체 설 

치 등을 시행한다. 

Yucca mountain 처분장에 대한 최끈의 연구결과[74] 유리화된 무기 급 

PU로부터의 2최PU의 (나중에는 갱U의) 자발 입 711 상태에 이르는 농도가 너무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판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비의도적 핵임재의 리 

스크를 만들 여러 가지 정로가 대량 햄분열성 불질 처분장에 대해 알려져야 

한다. 그러한 평가는 각 특이 처분장의 지질학적 환경과 처분설 711 에 대해 이 

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핵엄제 시나리 

오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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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및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고준위 방사성폐기찰의 발생， 형태 빛 특성， 이의 처리를 위한 기초화학자 

료 및 처리 · 처분에 관한 자료룹 조사겸토하고 그 결과애 따라 다음과 같은 

결콘플 도출하였다. 

• 악티늄족원소의 화학반응애 관한 않은 기초연구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리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충분치 못하므로 이에 대하여 심층연 

구가 필요하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방법의 하나인 군분리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 

고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최적인가를 일의 

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각 나라의 핵연료주기 및 원자력정책에 부 

합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관련기술윤 연구 · 개발하여야 한다. 

• 고독성 · 장수명 핵분열생성물의 소멸처리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이도 각 

나라마다의 여건에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여 연구 · 개발하여야 한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500m 이상의 심지층에 처분하는 것이 공통적인 

처분개념이지만 각 나라의 처분조건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분석 및 처분시스템의 개발이 장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P-T는 과학적으로 대단히 도전적인 핵연료 사이클 기술 개선방안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고준위 방사폐기물처분에 대한 단기적 代옷은 아니다 장기 

적으로 P-T는 방사성폐기물을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지만 모든 악티니드 

와 관련되는 危휩 장재성을 제거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 

전력의 추가적 생산과 같은 성과가 기대되므로 관련기술올 지속적으로 개 

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속로와 가속기 유도 변환장치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P-T처리 후 처분기술에 대하여 논의가 많지 않은 이유를 유추해 본 바， 

그 이유는 P-T기술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고 새로이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 

점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P-T기술이 성공단계에 접어들어 어느 

정도 최종폐기물의 특성이 확연히 들어났을 경우에만 그에 적합한 처분기술 

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로 미루어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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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기숨5~ 치리원 고준위폐기물은 기존의 고준위폐기울 처분방식올 거의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는 중장기적 원자력정책방향과 실정에 부합하는 원자력발전 

시스템 빛 핵연료주기기술플 선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 

더라도 발생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불의 안진 처리 • 처분은 원자력이용올 지 

속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이에 대미하여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능한 핵연 

료주기로부터 매출원 수 있는 장수명 • 고독성 핵종뜰의 분리플 위한 화학적 

거동을 검토하였고 이 결과는 앞으로 추구할 핵연료주기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이들의 처리 • 처분)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처분에 

영향하는 것은 고방열/장수명 핵종이다 예컨대， 사용후핵연료 중 방사성붕괴 

반감기가 30년인 I37CS과 28년인 !JOSr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열 부하 
량을 50%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장수영 핵종인 1291 및 99Tc과 악티늄족 

원소를 분리/핵변환시킴으로써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 

킬 수 있다. 

그러므로 방사성뭉괴열 부하와 장수명핵종의 방사선적 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핵종의 분리/핵변환기술개발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개발 

이 펼요하고 이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채택되는 핵연료주기에 따라 Pu, Am 및 Np 둥올 재순환함으써 처분장의 

열 부하를 감소시켜 처분량을 증가시키는 이득에 대하여 처분장을 설계할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현실적 한계를 규명하여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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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핵연료 주기 구성 

고준위 방사생 폐기물의 형태나 발생량은 핵연료 주기(핵연료 설계 및 가공 

기술 개발을 부록 2에서 다룰 것임)의 구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 

에 여기서는 이에 대하여 다루려고 한다 고려대상 핵연료 주기들은 장기적 

인 지속 가능성을 감안하여 현재 여러 OECD 회원국들이 기 숨개발을 추진하 

고 있는 것들로서 환정에 위해가 없으면서도 비 용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이런 관점에서 각 핵연료 주기들의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핵연료 주기의 대안을 선정하는데 있어 

서 기술개발의 성숙도와 그 잠재적 영향도 고려하였다 

총 137fl 의 고려 대상 핵연료 주기를 표 l에 제시 하였다[1J. 단기， 중기 및 

장기적으로 산업에의 응용 장재성이나 기술의 성숙도를 고려하여 핵연료 주 

기들을 분류하였다 

표 1. 고려대상 핵연료 주가 

이마 산업 규모로 개발된 책연료 주기 

OFC: LWR 직접처분 핵연료 주기 

HWR<CANDU) : PHWR 직접처분 핵연료 주기 

RFC: 1 회 재순환 핵연료 주기 

향후 25년 안에 산업규모로 개발 가능한 핵연료 주기 

DUPIC 듀픽 핵연료 주기 

HTCR 고온가스 냉각로 핵연료 주기 

RFC 다중재순환 핵연료 주기 

LWR 불활성 모재 핵연료<IMF) 주기 

LWR - PU + MA 재순환 핵연료 주기 

향후 25-50년 안얘 산업규모로 개발 가능한 핵연료 주기 

흔함 LWR +FR 핵연료 주기 

100% FR 핵연료 주기 

이중 P&T 해연료 주기 

토륨 핵연료 주기 

용용영 핵연료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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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숙된 핵연료 주기 

이띠 개발된 핵연료 주기룹 크게 3가지， 즉 OFCιWR(Open Fucl Cycle / 
LWR 또는 Once-Through LWR Cycle) , HWR(CANDU) 및 RFC (Rccycle 
Fucl Cyclc)로 나눌 수 있다. 이런 해연료 주기들은 향후 10-20년간 핵연료 
주기의 표준이 되겠지만 점증하는 선댁 부문틀간 경쟁으로 인하여 원자력에 

있어서도 원자력 발전소 건연비 및 관련 핵연료 주기비의 감휴이라는 과제 

를 요구 받고 있다. 사실 이것들은 화력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전소 건 

설비가 크나 핵연료 주기비의 상대적 저가로 보상받고 있다 

그림 1-3은 이미 개발된 핵연료 주기들의 부문들간 흐름과 관련 물질의 

흐릅올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각 기술의 성숙도를 그립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박스 안에 빗금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l에 나타낸 LWR 직접 처분 핵연료 주기는 OECD 회원국들에서 운영 
하고 있는 기준 핵연료 주기다 작금의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의 과잉생산과 

원자로 내 고연소도화는 저농축 우라늄 가격올 낮추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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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 LWR 직접 처분 핵띤료 주기 (OFC) 

그림 1의 물질 흐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을 제외하 

고 핵연료 주기를 구성하는 모든 단계는 산업적으로 성숙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 혹은 이의 재처리 과정 중에 생기는 고준위 방사성 폐 

기물의 영구 처분을 지금까지 OECD 회원국에서 산업적 규모로 수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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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며， 단지 수십 년간 임시 중간저장(습식 또는 건식)을 원자랙 발전소 부 

지내 또는 부지 밖에 중앙 집중식 시설을 건실하여 운영해 왔다 사실 고준 

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을 위한 주요 제약 사항은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사 

회 · 정치적 이슈와 연관되어 있다고 불 수 있다 

지난 10여 년간 방사성 폐기물 지층 처분기술의 실현을 위한 많은 기술적 

인 진전이 이루어졌디. 주쿄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을 좀 더 이해하고 처분기 

술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처분시설의 산업 

화는 사회 · 정치적인 제약， 득히 국민의 신뢰성 결여로 연기되어 왔다. 미국，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는 원자력 말전소에서 사용후 핵연료 수송 중에， 그리 

고 외국의 재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국내 저장시설 

로의 반환과정 중에 일반 주민들의 저지로 수송지연 사태가 일어났다. 이 것 

은 결국 사용후 핵연료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울의 저장관리 비용올 증가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하나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대안인 핵종분리/핵연환을 사회적 ·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다. 핵종분라/핵변환을 처분 대상 장수 

명 핵종의 양과 독성을 최소 100배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핵종분리/핵 

변환 시스템의 상용화와 장수명 핵종의 감축 문제는 향후 100년간에 걸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립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수로(HWR) 핵연료 주기는 우라늄의 농축 단 

계가 없기 때문에 경수로(LWR) 핵연료 주기보다 다소 간단하다 그리고 중 

수로에서 핵연료를 저연소(전형적으로 7.5 GWd!tHM에서 15 GWd!tHM사 

이)시킴으로써 전력 생산량(TWhe)당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은 경수로에 비 

해서 많다- 또한 중수로에서의 저연소는 핵분열 폴루토늄(fi ssile Pu)의 발생 

량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사용후 핵연료의 방사성 붕괴열은 경수로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중수로에서 연소도를 중가시키 

고 핵연료 무게 당 전력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저농축 우라늄 또는 

재처리 회수 우라늄(여기에는 u-잃6이 들어있다)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 

우라늄 농축도를 1.2 %로 올렬 경우， 연소도를 15 GWd!tHM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 

그립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플루토늄 재순환 주기는 직접 처분 주기와 비 

교할 때 천연우라늄을 약 12 % 절감할 수 있다 회수 우라늄까지 재사용할 

경우 20 % 까지 절감할 수 있다. 재순환 주기의 원자로에서 인출한 사용후 

핵연료 중의 단 반감기 핵분열 생성물로 인한 방사성 붕괴열 및 방사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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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기 위하여 처유 약 4년간 저장한 후 재처리하여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회수한다- 현재 플푸토늄의 재순환을 l회만 하고 있다. 그러나 재순환시킨 

핵연료를 다시 재순환시키는 것은 기존의 원자로에서 반응도 제어시스템과 

같은 일부 설계 변경만으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3번 이상의 재순 

환은 플루토늄 동위원소 조성의 변화에 따라 보이드 계수와 같은 안전 파라 

미터들이 크게 영향올 받윤지 모른디 따라서 이를 위하여 기존 원자로 시스 

템은 많은 설계 변경올 필요로 할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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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HWR 직접 처분 핵연료 주기 [(HWR(CAN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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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1희 재순환 핵연료 주기 (RFC). 

일반적으로 UOX 사용후 핵연료의 방사성 붕괴열은 4년의 냉각기간을 거친 
후 약 2 kW!tHM 인데 비하여 MOX 사용후 핵연료의 방사성 붕괴열은 약 
8 kW!tHM 이다 이 때문에 MOX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기 전에 더 오 
랜 기간동안 저장을 해야한다. 

기존 재처리 개념에 대한 기술개발로 재처리 바용올 적어도 30 %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재순환 핵연료 주기에서 현존 재처리 비용은 전체 핵연료 

주기 비용의 30 %를 차지하므로 기존 재처리 개념에 대한 기술개발은 핵연료 

주기 비용의 약 9 %를 줄일 수 있게 한다 특히 기존 재처리 시설에서 공정 

및 폐기물 처리단계의 간결화와 단계축소 회분공정을 연속 공정으로의 전 

환， 장비 사이즈의 축소 동을 통하여 재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회분 공 

정으로 운영하는 핵연료 용해공정은 많은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고 또한 많 

은 2차 폐기물을 생기게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개선 분야는 사용후 

핵연료 절단공정으로서 핵연료와 폐피복관을 액체 펄스나 원심접촉기 

(centrifugal contactor)에 의하여 이송토록 하는 용해로 개발， 탈피복과 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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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윤 결합하는 신기화학적 공정개발이다-

PU02'X는 울에서의 높은 용해도쿄 인하여 지하수에서 이동성이 크다는 것 

이 밝혀졌다. 이 말견은 뜰루토늄을 포함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지층처분에 

영향올 줄 수 있디 [3] 또한 이는 플루토늄 생성 최소화의 중요성을 일깨웠 

으며 직접처분 핵연료 주기에서 처분시에 핵연료 자체는 건전해야 한다는 

요건 문제가 대두 되었다 그러나 프팡스에서의 실험결과， 지층 처분조건에 

서 이산화 플루토늄보다 높은 산화상태는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3개 핵연료 주기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주로 

사회 · 정치적 상황에 따른다 현재까지 이 3개의 핵연료 주기는 경제생， 환 

경적인 측면 및 안천성 측면에서 만족할 만하다고 결론을 내렬 수 있다 추 

후 논의하게 될 이런 핵연료 주기의 개발은 주로 각국이 처한 경제적， 사 

회 · 정치적 및 기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존 기술의 개선에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앞서 논의한 3개 핵연료 주기는 기술적으로 이미 성숙된 것으로 더 개선시 

키지 않은 현재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그림 4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핵연료 주기별로 비교할 때 모든 기준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이는 어떤 기준은 높지만 또 다른 기준은 작게 나타나는 경 

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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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성숙된 혜연료 주기 [OFC， RFC 및 HWR(CANDU)]. 

2. 단·중기 산업화 가능 핵연료 주기 

단기적으로 핵연료 주기 개발은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핵연료 주기 비 

용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 후행 핵연료 주기의 개선， 즉 사용후 핵연료내 초 우라늄 원소 

의 관리둥과 같은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을 기 대할 수 있다. 또 전력생산 뿐 

만 아니라 다용도의 고온가스로 같은 새로운 원자로 시스템의 핵연료 주기 

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가. 플루토늄 다중 재순환 핵연료 주기 및 MIX 시스템 구성 

오늘날 재순환 핵연료 주기 기술 개발은 프랑스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분리한 플루토늄 재고의 안정화에 역접올 두고 있다 플루토늄 재고의 감소 

는 MOX 핵연료에서 플루토늄 함량을 중가 시키던가 또는 LWR에서 MOX 

핵연료 비율올 100 %까지 증가시킴으로서 가능하다. 이는 고감속 원자로 

(High Moderation Reactor, HMR)와 MlX 개념의 도입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대안 이라 볼 수 있다. 

- 143 -



기존의 표준 LWR에 100 % MOX 해연료릎 장전하는 경우， 제어 시스템에 

문재륜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원자로나 핵연료 주기 시스템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고감속 원자로는 고감속 해연료 집합체를 채용함으로서 원자로 

에 변화를 준 경우다. 만일 기존의 원자로 시스템 또는 약간 변형시킨 시스 

템에서 플루토늄올 여러 번 째순환하는 경우. MIX 대안이 적절할 것이다. 

고김속 원자로 대안은 기존의 원자로 시스템에서는 두 번 정도의 재순환만 

가능하다. MIX 핵연료 주기의 물질 흐룹을 그림 5에 나타내었으여 그립 6에 

는 MA(Minor Actinidesl 재순환 MIX 핵연료 주기에 대한 물질 흐름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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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5. MA 재순환이 없는 MIX 핵연료 주기. 

F~tracl ’‘’” 

MOX와 MIX 핵연료 주기의 차이점은 핵연료에서의 PU 재고량이다 두 번 

재순환하는 MOX핵연료 주기에서 MOX^~용후 핵연료에는 15.4 kgPu!TWhe 

이 남아서 지충 처분 시설로 가지만 MIX 핵연료 주기에서는 PU을 모두 재 

순환시킨다 그러나 MIX 핵연료 주기에서 pu을 다중 재순환하기 위하여 

MIX 핵연료 제조시설의 용량을 확장해야 한다(2042 kg/TWhe. MOX 핵연 

료 주기인 경우 용량은 227 kg/ TWhe 임 l. MIX 핵연료 주기 대안은 이미 

성숙된 기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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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 "'1 분시실로 가는 플푸토늄이 크게 감소하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딴 

대포 MA양은 2 1새로 증가한다(8.7 kg/TWhe, MOX 핵연료 주기인 경우 5.5 

kg/ TWhe) . MA 양이 누적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그림 6에 나타낸 tl} 

와 같이 MIX- MA 핵연료 주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핵연료 주기에서는 처 

분시 설로 가는 MA 양올 100uH 줄일 수 있다(().01 8 kg/TWhe, MIX 핵연료 

주기의 정우c 8.7 kg/TWh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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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 MA 재순환 MIX 핵연료 주기 . 

F.xtraction 

핵연료 제조시 MA를 MOX에 첨가할 때 몇 가지 문제가 생긴다 Np-232는 

알파선， 중성자 방출과는 관계가 없지만 Pa-233에 기인한 감마선 방출을 중 

가시킨다. 여러번 Np를 재순환하는 경우， Pu-정8이 증가한다. 이는 중성자 

방출과 열[대부분 ( a，n)반웅에 기인] 발생을 증가시키므로 재처리 및 제조 공 

정에 영향을 준다 U- Pu 분말에 Arn의 첨가는 감마선 방출률을 약 4.5배 중 

가시킨다. 이것은 0.3- 1.0 m 정도의 폴리에틸렌 차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격조작을 필요로 하고 제조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4]， 

따라서 MA 재순환올 중요한 요건으로 고려할 때 LWR을 이용한 재순환은 

고속로(FR， Fast Reactor)를 사용한 재순환과 비교하면 최적의 해결책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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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이륜 위하여 균진화시킨 핵연료 보다는 소딸용으로 표적플 쓰는 것이 

좋다. 

그림 7에는 이런 핵연료 주기의 정량적 자료를 나타내었는데 여기에는 비 

교목적으로 RFC륜 포함 시켰다 선행 핵연료 주기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후행 핵연료 주기 ， 특히 처분장으로 가는 폐기불의 특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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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 RFC, MIX 및 MIX- MA 핵연료 주기 벼교. 

나， DUPIC 핵연료 주기 

현재 LWR 사용후 핵연료(35 GWd!마페1)를 HWR(CANDU)에 다시 연 

소시킴으로서 OFC!LWR 핵연료 주기를 훨씬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런 원자 

로는 중성자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DUPIC(Direct Use of PWR spent fuel 

in CANDU) [5] 핵연료 주기에서는 LWR 사용후 핵연료를 연소도 15 

GWd!tHM 까지 더 태 울 수 있다. 사용후 DUPIC 핵연료의 경우， 중간 저장 

한 다음 그것을 처분하게 된다[그립 8] 

DUPIC 핵연료 주기의 핵심공정은 OREOX(Oxidation and REdu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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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 Fucls)공정으로 LWR 사용후 핵연료를 HWWCANDU)용의 새로운 

핵연료로 제조하게 펀다.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cd 

(Canada)]과 KAERH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는 OREOX 

공정의 실험적 연구흘 수행하여 왔으며 제조한 핵연료의 조사시험을 수행하 

고 있다. 건식공정인 OREOX 공정에서 LWR 사용후 핵연료내 우라늄을 미 

세분딸로 안둘기 위하여 산화 · 환원과정을 딴복한다 이 띠세분말을 DUPIC 

해연료 펠렛저l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 이 분말을 압축하여 펠렛으로 만 

들고 밀도룹 증가시키기 위하여 소결공정올 거치게 된다. 소결체를 적당한 

크기로 연삭한 후， 지르칼로이 피복관에 넣어서 용접 • 밀봉하게 된다. 모든 

공정을 핫셀 안에서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기화성 핵분열 생성물은 사 

용후 핵연료로부터 빠져 나가는데 세라믹 멸터에 이것올 포집하게 된다 가 

장 방사능이 높은 Cs- 137의 방사성 붕괴열이 크게 감소할 때 까지(약 50 -

100년) 저장해야만 한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연 Cs을 DUPIC 사용후 핵 

연료와 함께 처분하는 경우 처분비용은 약 10% 중가할 수 있다고 한다. 

OREOX 공정에서 나오는 다른 핵분열 생성물들의 방사성 붕괴열은 높지 않 

지만 이들은 장수명 핵종들(I-129， Tc-99, C- 14)이기 때문에 심지층 처분이 

필요하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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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DUPIC 핵연료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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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IC 핵연료 주기는 동일한 원자로 시스템(CANDU는 천연 우라늄， 

LWR은 저농축 우라늄)올 갖는 직섞 처분주기와 비교할 때 단위전력 생산량 

당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을 약 3배 줄일 수 있다 전술한 두 가지 형의 원자 

로룹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하다띤 이런 핵연 

료 주기 대안을 선택함으로서 관리대상 고준위 방사성 폐기콸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고연소도 핵연료가 DUPIC 해연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펼요가 있다 그리고 고연소도 핵연료에는 많은 양의 MA가 들어있 

게 되는데 이것은 OREOX 공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DUPIC 혜연료를 한국(KAERD， 캐나다(AECLl 및 띠국<DOE， LANLl이 공 

동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 있는데 1991년 타당성 연구를 수행한 후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OREOX 공정을 선정하였다.OREOX 공정의 실증적 연구 

를 실험실 규모로 현재 진행 중이다. 그동안， 실제 DUPIC 핵연료플 제조하 

여 캐냐다 NRU 연구로와 한국의 하나로 연구로에서 조사시험올 해왔다. 

경제성 여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DUPIC 핵연료 주기 및 OREOX 공정의 실 

용화 개발을 위해 앞으로 10-15년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LWR 핵연료의 연소도를 크게 증가시켰기 때문에 DUPIC 핵연료에 대한 매 

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UPIC 핵연료 제조비용은 현재 MOX 

핵연료 제조비용과 유사한 430-800 USD/kgHM 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6]. 이는 재처리 비용과 사용후 핵연료 처분을 위한 처리비용과 비 슷하지 만 

천연우라늄올 사용하는 CANDU 핵연료 제조비용(43-83 USD/kgHM)의 10 

배 정도 비싸다. KAERI의 고원일 [6)은 PWR과 CANDU 원자로로 구성된 

한국의 원자로 시스템 하에서 DUPIC 핵연료 주기비용에 대한 확률론적 불 

확실성을 평가한 바 있다 그의 분석 · 평가에 의하면， LWR 직접 처분주기에 

비하여 LWR 대 CANDU 원자로 비율이 7:1 일 때 약 5 %, 그리고 2:1 일 

때 약 30 %를 DUPIC 핵연료 주기는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평가에 의하연 DUPIC 핵연료 주기 비용은 직접 처분주기 비용보다 약간 작 

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DUPIC 핵연료 제 

조비용이 430-800 USD/kgHM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다. 고온가스 냉각 원자로 핵연료 주가 

고온가스 냉각 원자로의 핵연료 주기는 재순환하지 않는 직접 처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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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코팅한 핵연료 입자들은 핵분열 생성물을 가두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 

에 이 원자로의 사용후 핵연료는 직접 처분의 고려 대상이 펀 수 있다는 것 

이다 그러나 초기 HTGR(High Tempcrature Gas-coolcd Reactorl 핵연료 

주기 개념은 고농축 우라늄을 포함하는 Th- U 핵연료 주기였는데 ， 이때 

U-235와 U-233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후 행연료를 재처리하게 된다 

HTGR 초고연소도(약 700 GWcI!tHMl 핵연료와 LWR 핵연료 (45-65GWcI! 
때[Hl가 다른 점은 HTGR 핵연료인 경우， 천연 우라늄을 획기적으로 절감하 

게 되고 그래서 처분시설로 가는 사용후 핵연료의 양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OFC!LWR인 경우 소요 천연 우라늄이 2여2 kg/TWhe인 반면에， 연소도 

600 GWcI!tMH인 HIGR은 단지 145 kg/TWhe만을 필요로 한다 플루토늄 

생성량도 OFC!LWR은 26 kg/TWhe인데 반해， H1GR은 15.3 kg/TWhe에 불 

과하다 그리고 MA 생생량은 OFC!LWR언 경우 3.76 kg/TWhe인데 반해， 

HIGR의 경 우 2.3 kg/TWhe에 불과하다‘ 

일본 원자력 연구소(JAERI， Japan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l는 

재 처 리 가능성 을 포함하여 몇 가지 HTTR(High-Temperature Test 

Reactorl 핵연료 주기를 검토해 왔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걸쳐서 

HTTR 핵연료의 재처리 연구를 수행하여 왔으나 현재는 수행하지 않고 있 

다. 기존의 PUREX(Plutonium URanium Extractionl 공정올 HTTR 해연료 

의 전처리에 사용 가능 한지 연구하였다. JAERI는 또한 탄소와 C02 반응과 

전처리 공정으로서 셋 그라인드 방법 (jet grind methodsl의 가능성을 연구하 

였다[7). 

3. 장기적 산업화 가능 핵연료 주기 

핵연료 주기의 단 · 중기적 연구 · 개발은 새로운 웅용 (Pu 또는 MA 연소) 

에 관한 지식을 확보함은 물론 경제적 규모에 쏠려있다 향후 20년 안에 실 

현할 수 없는 보다 선진화된 핵연료 주기들을 이론적 또는 실험실 규모로 

몇 년 전부터 연구하여 왔다. 대부분의 연구 · 개발은 핵연료 주기 중에서 후 

행핵연료 주기 분야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분야에 초점을 맞춰왔다 기본적 

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에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8， 9]. 

• 최종 처분용 방사성 폐기물의 양과 방사능을 줄이기 위한 핵종 분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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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변환과 같은 추가적인 방사성 폐기월 관리 대안， 즉 PU 뿐만 아니라 
MA에 대한 폐쇄 핵연료 주기의 도입. 이런 시스템[LWRlFR과 2중층 

(double strata)]의 첫 번째 층은 LWR 기술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음 

TRU( Transuranic/Transuranium isoto야s) 혹은 MA 연소룹 위하여 고 
속로(FR) 시스템(두 번째 층이라 함)플 도입하고 있다 . 

• 100 % 고속로 혹은 용융염 핵연료 주기와 같은 완전 일체화된 핵연료 주 

기 쪽으로의 이행. 천연 우라늄 사용플 최적화하기 위하여 원자로 열효율 

올 증가 시키고 최종처분용 폐기물 발생올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 핵연 

료 주기를 도입하고 있다 . 

• U/Pu 핵연료 주기에서 장수냉 방사생 핵종의 장기 적 영 향을 감소시 켜 주 

는 Th핵연료 주기로의 이통. 기존의 LWRs, FRs, HTRs (High
Temperature Reactors) L.j- MSRs(Molten Salt Reactors)들올 조금씩 수정 
하여 여러 개념의 핵연료 주기들올 제안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주요 장점을 밝혀내고 이들 개념들의 장기적 방향을 조망하 

면서 몇 가지 주요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려고 한다 대부분의 자료들은 

실험실 규모의 연구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계산에 의해 얻은 자료의 외삽으 

로 구한 것이므로 불확실성이 많다. 

가. 고속로 핵연료 주기 

대부분의 초 우라늄 원소는 고속 중성자 스펙트럼에서 핵분열 할 수 있 

기 때문에 이들은 에너지 생산에 기여함과 동시에 처분용 초 우라늄양도 줄 

어들게 된다. 

초기에 고속로를 중식개념， 즉 소비한 핵분열 물질보다 더 많은 핵분열 물 

질을 생성시키는 개념으로 설계하였다. 그러나 원자력 에너지 수요가 예상보 

다 감소하고 우라늄의 저가로 인하여 이런 고속로를 개발할 펼요성이 줄어 

들었다 결국 이것은 고속로에 대한 연구개발올 증식개념에서 플루토늄 연소 

개념으로 바꾸게 하였다 일본， 러시아， 중국 동 몇 몇 국가에서는 여전히 고 

속로 연구프로그랩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프랑스 둥에서 

는 고속로 연구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GEN-IV 프로그랩 

및 다른 국제기구에서는 새로운 고속로 연구의 추진 가능성을 조사 하고 있 

다 

고속로를 기존의 LWR과 연계하여 악티니드 원소의 연소로로서 설계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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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LWR에서 생긴 악티니드 윈소륜 고속로에서 연소시킨다 초 

우라늄 원소의 연소로로서 고속로는 단지 PU만을 태우는 CAPRA 형 원자로 

와 Pu 2/- MAs를 모두 연소시키는 IFR(Integral Fast Reactor) 형 왼자로가 있 

다， 이 때 핵연료 내 균질하게 분포시킨 MA룹 태우는 방법과 MA를 표적형 

태로 가공하여 비 균질화한 상태로 연소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태운 핵 

연료나 표적을 재처리 하거나 직접 처분하기l 된다 그램 9 빛 10에 는 이들 

해연료 주기릎 나타내었다. 

표적 MA 핵연료를 재순환하지 않고 한번만 연소시키는 것은 지l순환하는 

정우와 비교할 때 처분용 폐기물 발생량의 감소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뭇하다. 

그 밖에 이런 핵연료 제조와 취급에는 특별한 기반시설을 필요로 한다- 특히 

Cm 딸핵종의 장기적 방사성 독성과 Cm-244에서 방출하는 중성자 때문에 

Cm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의 대안은 Cm이 붕괴하여 플루토늄으로 

될 때까지(방사성 붕괴 반감기는 18년임) 임시 저장하는 것이다. 이 때 생긴 

플루토늄을 고속로에서 재순환 할 수 았다， 표적 MA 핵연료를 고속로에서 

불균일 순환하는 경우의 또 다른 단점은 핵연료 주기에 필요한 고속로의 분 

률이다(50 % 이상의 고속로가 필요함). 이 것은 핵연료 주기 비용 및 전력생 
산 단가에 크게 영향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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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9. 초우라늄 핵연료를 균질 다중 재순환하는 혼합 LWR + FR 
핵연료 주기. 

LWR과 고속로를 연계한 혼합핵연료 주기는 천연 우라늄 사용과 같은 선행 

핵연료 주기를 크게 개선하지 못한다. LWR에서 천연우라늄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고속로 분률을 점차 100 % 쪽으로 올리연 선행 및 후 

행핵연료 주기를 크게 개선시키게 된다. 

플루토늄올 무한히 재순환하고 MA를 분리하며 폐기물을 최종처분장으로 

보내는 100 % 고속로 시스템올 그립 11에 나타내었다. 이런 핵연료 주기에 

는 많은 감손 우라늄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처분장에서 초 우라늄 

원소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 핵연료 주기에 MA 연소를 추가할 경 

우 장수명 MA를 태울 수 있으므로 그런 영향올 더욱 줄일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고속로 시스댐에서 일부 핵분열 생성물뿐만 아니라 플루토늄. MA 
와 같은 초 우라늄 핵종올 재순환 할 수 있다. MA!FPs를 재순환 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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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ilil 기 물 재고량과 이와 관련한 방사생 녹성은 크게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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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0. 표적 MA 핵연료를 비균질하게 연소시키는 혼합 LWR + FR 

핵연료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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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00 % FR만의 원자력 발전 단지. 

선진 고속로 시스템의 경쟁성은 앞으로 고속로 시스템의 상용화를 실현하 

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일본 JNC(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는 핵연료 주기비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10]. 2030년에 운전 가능한 차세대 고속로의 전력생산 비용은 장래에 도입 

하게 될 LWR 비용과 같거냐 적도록 그 목표를 셜정하였다. 표 2에는 현재 

의 고속로 건설비용과 장래에 도입하게 될 첨단 기술올 접목한 고속로 비용 

올 나타내었다. 여기서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속로는 저제염올 달성할 수 있 

는 습식 MOX 재처리기술， 동결 (gelation) 및 진동압축 방법을 이용한 핵연 

료 제조기술 동을 채택하여 같은 장소에 전체 핵연료 주기시설을 설치하도 

록 하는 개념이다 

표 2. 추산한 현재 및 미래 고속로 벼용과 관련 핵연료 주기 1:11 용[11] 

항 I-E1 현 재 111 래 

연소도(GWd!tHM) 80 150 

원자로 건설비(USD!kWe) 4,700 2,000 

재 처 리 비 (USD/ kgWe) 7.800 2.700 

핵연료 제조비(USD!kgWe) 4.900 1,600 

표 3에는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여러 핵연료들의 특성올 나타내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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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는 핵연료 주기의 각 단계에서 정량적 비교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연， 재순환 핵연료 주기에서 폐기물에 들어있는 악티니드 

원소가 감소함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그립 12는 이들 자료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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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ORC- CANDU h‘。norec MlJ( MlJ( with MA Mαed Mixed LWR+ Pure FR Double-

LWR OFC- RFC- multirec multirec. RFC LWR+FR FR FC with park strata 

HWR LWR RFC-MlJ( Pu&MA-MlJ( FC AmCm tarl/ets FC 
Bum up(GWd/tHM) 60 < 15 60 60 60 6O&150<FR) 6O&145(FR) 123 ? 

efficiency 0.34 ? 0.34 0.34 0.34 0.34&0.42 0.34&0.40 0.40 
Park (%) UOX 100 100 89 0 0 56 44 0 65 
MOX-L까IR 0 0 11 0 0 0 0 o 9.5 
MIX-LWR (or ADS) 0 0 0 100 100 0 0 o 6 (ADS) 
MOX-FR 0 0 0 0 0 44 56 100 19.5 
Enrichment UOX 23SU 4.9 <1.2 4.9 5.3 4.9 ? 

(%) 

Enrichment (%) 
MOX/MIX 23SU 0 ‘g 4.38 4.52 0.3 0.25 0.25 ? 

pu tot 10 2.08 2.82 23.3(oor.) 22.7(cor.) 19.9 core ? 

MA o o 0.86 o 0 
Unat (νfWh) 20.7 18.7 18.4 183 18.9 13.8 9.4 0.7(depJ.) 11.95 
Enrich. (SWU) I앉!25 o 14075 13900 14850 8808 7αm ? 

Fab.(t/fWh) 
UOX 2.04 18.7 1.82 0 0 1.13 O 잊E 0 1.58 
MOX-LWR 0 0 0.23 0 0 0 0 0 0.23 
MIX (or ADS) 0 0 0 2.04 2 여 0 0 o O.OO7 (ADS) 
MOX-FR 0 0 0 0 0 0.28 0월3 0.84 0.11 
Am-Cm targets o 0 0 0 0 0 0.0039 0 0 
Reα"()c.(νfWh) 
UOX 0 o 1.82 1.13 O 잊)5 1.58 
MOX-L\\π‘ 0 o잉 

MOX (or ADS pyro) 2.04 2여 O.OO7 (pyro) 
MOX-FR 0.28 0.393 0.84 0.11 
Wasres (kg/TWh) 
pu 25.8 50.5 15.4 0.04 0.06 0.06 0.24 0.14 0.09 
MA 3.76 ? 5.5 8.7 0.018 4 0.28 4.3 0.01 
Np 1.87 1.71 1.68 0.003 1.25 0.003 0.43 
Am 1.61 3.08 4.62 0.007 2.12 0 여 3.58 
Cm 0.28 0.72 2.37 oα)9 0.55 0.235 0.28 
PF 125.4 125 124.2 120.3 108.6 ? ? 6.5 

주기 표 3.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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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2 (1). 핵연료주기별 핵연료채조 및 재처라 수요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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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핵연료주기별 처분대상 TRU 양 (kg/TWhe). 

1 ‘ 

~ .o ν 
: 
늦 
• 

) 

대
-
-
z
z
ν
ν
(
)
 -
g
a
ν


‘ 

0 

O‘ 

O. I~ 

181 

~“ 
“” 

빼
 야
 

-

디
 口
디
 

RFC MIX Mrx.、1A LWR"f"FR Ik t. L\\'R- rR r\IFR DouÞ leSl1"am 

- 157 



60 

@ 

.J:: 
~ 50 

안 
g‘ 흔 40 

"" I 

.얻 )1’ 
』

여 

잉 

영 3‘’ 
흐 
걸 10 

!-
O 

。

O 5 

• 

• 
× 

• 
10 15 ~O 

Uraniurn use (k앙rWh야 
1S 

. UI 'l 
-CANDII 

RI.t 
x 、IIX

:< ~IIX ~↑ A 

e L“R rR 
’ 11ι11 WR FR 

。^" FR 
디 [)\)ublè Slrata 

그림 12(3). 핵연료주기 벌 우라늄 사용량파 처분대상 TRU 양과의 tI)교. 

소위 “이중총(double strata)"이라는 c 
T 

13은 

위한 

주기 

번째 단계에서 ADS{Accelerator-Driven 

념으로 이것은 혼합 LWR+FR 핵연료 

UOX!Mox 핵연료 주기 단계에서 

핵연료 주기는 분리한 모든 MA를 

System)를 이용하여 소멸시키는 

주기를 확장한 것이다. 그립 

발생하는 플루토늄을 연소하기 

CAPRA형 고속로를 포함하는 해연료 

는 혼합 LWR+FR 핵연료 주기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수행하게 된다. 

주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 핵연료 

발생하는 MA의 분리 · 핵변환 작업올 

이중층 개념의 장점은 고독성을 갖는 방사성 핵종들을 핵연료 주기 속에서 

분리하여 ADS와 같은 시스템을 써서 이들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 외에 이 

런 소멸 및 관련 핵연료 주기 시스템이 매우 고가이기는 하지만 전력생산올 

위한 분률은 전체 시스랩의 5-8 %에 불과하다. 비용평가에 따르연， 평준화 
한 핵연료 주기 비용은 15 % 증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12] 고독성 방 

사성 핵종의 질량과 그 방사능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lFR의 그것과 비교하 

였다 그러나 이중충 개념에서 ADS는 lFR만을 이용하는 것 보다 잔류 방사 

성 폐기물을 더 빨리 연소시킬 뿐만 아니라 평형상태도 더 빨리 이블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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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렵 13. 이중총 혜연료주기. 

그림 14는 방사성 폐기물 독성도의 감소량을 나타낸 것으로 OFCιWR 비 

순환 핵연료 주기의 방사성 폐기물 독성도와 상대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그 

리고 그림에는 비교를 위해 천연 우라늄의 방사성 독성도를 나타냈다. 그림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 해연료 주기에서 최종 처분용 방사성 폐기물의 

독성도가 크게 감소함올 알 수 있다. 그 감소율은 OFCILWR 핵연료 주기 

대비 최고 200 - 300배에 이른다 더 나아가 일정 시간이 지나연 선진 핵연료 

주기의 독성도는 천연 우라늄의 그것보다도 작다. 그러나 많은 가정 하에서 

이론적 계산에 의하여 이런 이득 평가를 수행한 것으로 실증하지는 못하였 

다. 따라서 이런 이득을 생취하기 위하여 장기적 연구 · 개발과 수십 년의 사 

용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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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14. 천연 우라늄과 이교한 혜연료주기별 방사성 혜기물 독성도 

(TWhe 당). 

냐. 토륨 핵연료 주기 

핵연료 원료물질 또는 핵연료 친 물질(FM. Fertile MateriaI)인 토륨을 
핵연료로 사용하는 문제는 이의 중성자 경제성 때문에 원자력 기술의 대두 

와 더불어 관심의 대상이었다. 중성자를 홉수한 232Th은 열중성자 및 중속 
중성자 에너지 스펙트럼 영역에서 핵분열을 잘 일으키는 mu으로 변환한다. 
따라서 장기 중성자 조사 기간 중 원자로 심에서 232Th이 233U으로 변화하는 
능력은 ZJSU이 짧PU으로 되는 것보다 높다. 더 나아가 열중성자 에너지 스펙 
트럼에서 ~h의 열중성자 포획단면적이 짧U의 약 3배 이상이기 때문에 핵 
분열 물질인 233U으로의 변환비가 클 수 있다. 이는 동일한 연소도를 얻기 
위하여 초기 핵분열 물질의 농축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토륭 해연료를 이용함으로서 단위에너지 생산당 핵연료비와 사 

용후 핵연료 생성 량을 줄일 수 있다， 사용후 핵연료(PU 생산이 크게 줄어든) 

의 향상된 핵확산 억제 특성은 물론 이런 장재력은 최근에 토륨 핵연료를 

재평가 하게 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mu은 ZJ.SU보다 좋은 핵 

분열 물질이므로 233U와 관련한 핵확산연의 잠재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앉ìO년대 및 1970년대 LWRs에서 Th-U 산화물 핵연료를 전 로심 (re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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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c) 에 장선하여 연소하는 시범을 디음과 같은 두가지 형식으로 실시하였 

다 

• 균일 격자 형 태로 고농축 U 산화불과 Th의 혼합. 

• 시 드(sccd) 핵연료체와 블랭킷 (blankct)을 불균질하게 배치하여 사용. 

여기서 시드 핵연료체는 고농축 핵분열 물질 (fissilc material)이고 불랭킷은 

고 비율의 Th으로 대부분 노심내 생산용임 . 

Th八J 핵연료 주기는 비순환 핵연료 주기인 RTR(Radkowsky Thorium 

Rcactor)개념의 도입을 통해 최근 되살아났다[l3] 다증 시드 핵연료체와 블 

랭킷 다발로 노섬 ( reactor core)을 구성하는데 블랭킷 다발을 표준 LWR 우 

라늄 핵연료 다발과 같은 수와 외부 치수를 갖는다.20 % 띠만의 농축(정U) 

핵연료 사용， 용해성 중성자 홉수시스템의 배제， 원자로 제어 및 폐기물관리 

필요성의 단순화를 통해 해 비확산성올 띄연서 환경적 빛 경제적 이득을 얻 

올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시드 핵연료체와 블랭킷에 20 % 띠만의 농축 
U올 사용하는 것 외에 시드 핵연료체에서 금속 U-Zr 핵연료를 사용하고 블 

랭킷 핵연료 봉에서 ThOl(또는 감손 UOl)를 사용하는 설계를 필요로 한다. 

두가지 핵연료 관리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드 핵연료체 유니트를 위한 것 

이고 다른 하냐는 블랭킷 유니트를 위한 것이다. 시드 핵연료체 및 블랭킷 

양자 공히 100 GWdltHM 이상의 연소도에 달하여 연간 총 폐기 핵연료량 

(체적기준)의 약 40 %를 절감케 한다 토륨 핵연료 주기는 현존 PWR에 비 

하여 PU 생성률을 115만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PU 및 기타 악티나 
이드 원소의 생성 감소는 사용후 핵연료내 장수명 핵종의 방사능을 200년 

경과 후 약 75 %까지 줄인다-
최근 INEEL[l]은 LWRs에서 혼합 Th-U 이산화물 핵연료를 쓴 비순환 햄 

연료 주기에 주목하였다. 1970년대에도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 

였다 RTR에서와 같이 혼합 nνU 산화물 핵연료에서 25% 및 35%U 성 

분비를 가진 초기 ~ 농축도를 20 %로 한정하고 있다 핵연료비를 근거로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연소도가 72 GWdltHM 일 때 ThQz- U02 핵연료를 장 

전한 것과 모두 UQz 핵연료만을 장전하였을 때 핵연료비(현재의 U 및 Th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함)는 거의 같았으나 45 GWdI바-1M의 연소도에서 전자 
의 핵연료비는 후자에 비하여 약 10% 높음을 보여 주었다.U 가격이 2배 

로 상숭하고 할인가격 (USD 6O/kg)을 Th에 적용하였을 때 ThQz-U0 2 핵연 

료인 경우， 약 9%의 가격이득이 생긴다. 현재 특수목적으로 쓰이는 란탄계열 

금속과 Th올 함께 생산하는데 USD 88.5/kg으로 Th올 판매하고 있다 상업 

용 공급 추가는 수 년 동안 가격 상숭 압박을 받지 않으연서 Th올 공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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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또 다픈 이점은 Th의 우수한 땅사성 폐기물 형태다 U02는 U:lO~ 또는 U03 

로 산화할 수 있지만 Th02는 Th의 최대 산화울 형태라는 것이다 

표 4는 U02와 Th八] 핵연료의 PU 생산， 자말 중성자 빛 열 생산 특성올 비 
교한 것이다 PU 생산은 순수 UOl 해연료에 비하여 약 1/3로 적고 ~Pu의 

생분이는 훨씬 높다. 따라서 재예식 핵연료에 비하여 3.2 매나 높은 비방사 

성 붕괴열을 내고 핵무기급 PU보다 40매 높은 열올 방출 한다. UOX 및 

MOX 핵연료와 비교하여 핵연료내 MA 성분비를 그램 15에 나타내었다 

표 4. U02 빛 혼합 Th02-UÜ2 핵연료내 PU 생성 량. 
UO, UO, ThO,.UO, ThO,.UO, 

Irradiation time (years) 4 .5 6 6 7.5 
Bum.up (GWdltHM) 45 72 72 87 

Productioß g/kglαI 
':Jll pU 0.270 2.4% 0.697 4.8% 0.436 7.8% 0.627 9.2% 
2J9p、u 5.969 54.2 % 7.306 50.5 % 2.621 47% 3.065 45.0% 

"'Pu 2.454 22.3 % 3.147 2 1.8 % 1.018 18% 1.266 18.6% 

~" 'p、u 1.636 14.9 % 2.241 15.5 % 0.949 17% l.l65 17.1% 

-• ' Pu 0.687 6.2% 1.063 7.4% 0 ‘556 10 % 0.690 10.1% 
TOlal PII JJ .016 100"/0 14.454 100% 5.58 100"/0 6.813 100% 

Productioß 야rMWd 
Grams PulMWd 0.245 0.201 0.078 0.078 
Relative 1.00 0.82 0.32 0.32 
Grams : j ’ PulM Wd 0.133 0.101 0.036 0.035 
Relative 1.00 0.76 0.27 0.26 

COJll!lariSO_II()f Sp()ßtaneOus ne~Inlßandheat p",dUCtiOD 
Sponlllneoι n~lItrtÞn produc~on 

N/h .s 3.72 10' 4.4810’ 15.39 10' 15 .81 10' 
Relative 11.00 1.20 11.45 11.56 

Decay heat 
Wlkg 16.9 30.1 46.6 54.4 

relative 1.00 11.78 12.7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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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사용후 핵연료내 악티니드 및 15. U02. MOX 

(g/tHM). 

그림 

다. 용융엽 핵연료 주기 

1960년대 및 1970년대에 용융염 원자로를 광범위하게 연구하였다. 

ORNL은 8 MWth 원형로를 운영하면서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시 목적 

은 증식로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이런 원자로형과 관련 핵연료 주기 

가 TRU 연소로로서의 잠재성 때문에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하나를 프랑스 EdF(Eléctricité de France)가 연구하면서 이 

것을 AMSTER 개념이라 명명하고 있다[14]. 이 개념은 흑연 감속 용융염 

원자로로 여기서는 염 처리계통을 재설계하여 방사성 폐기물의 발생을 줄였 

다 이 개념을 이용하여 장전 및 재순환 생생물에 따라 여러 형태를 정의할 

수 있다 쟁U 또는 =rh. 펼요하다연 농축 쟁U을 이 개념에서 채용할 수 있 

다， 

수 있으며 

16은 일반 

분 

또는 Th 핵연료와 조합한 여러 다른 

우라늄 원소와 장수명 핵분열 생성물을 

적인 재순환 원지를 보여준다， 

초 우라늄 원소를 이들과 희토류 원소를 창연 (bismuth) 역류계통에 의해 

리 · 추출함으로서 재처리 유니트에 한정시킨다. 

핵연료 형태로 사용할 

다중 순환시킨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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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rilìcation 

Depleted U + 1J6U 

그립 16. 일반적인 AMSTER 재순환 원랴. 

(1) 선행 핵연료 주기 

UF6형의 염으로부터 먼저 U올 추출하고 적당량의 천연 U(역시 

UF6 형 태)과 혼합한다. 초 원심 분리기 (ultra-centrifuge)를 사용하여 필요하 

다면 새로운 염에서 요구되는 g악j 농축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이 혼합물 

을 농축 시킨다. 이 용액은 첨가시킨 적은 양의 ~으로 인해 소수의 원심 

분리 기 를 필요로 한다. 사용후 용융염 내 많은 쟁U비 율(약 35 %)을 갖는 잔 

류 감손 U을 제거한다. 이것은 Z:JOSU의 축적으로 노심 (reactor core)의 독성화 

를 방지케 한다. 

(2) 후행 핵연료 주기 
용융염 액체금속 교환기내 초 우라늄 원소를 분리한다. 양호한 분리 

인자(약 10)로 연속 6단계를 사용하면 용융엽은 대단히 적은 초 우라늄 원소 

의 잔류량(초기량의 약 10-5 )을 내포할 것이다 연소대상 장수명 핵분열 생성 

물을 제외하고 고 분리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으연서 용융염으로부터 Th와 

핵분열 생성물을 추출한다. 핵분열 생성물과 함께 용융염내 잔류 초 우라늄 

원소를 추출하는데 이것올 핵분열 생성물과 같은 방법으로 유리화하여 저장 

할 수 있다. 

Th 보조체인 경우， 가외노심 구역 (extra core zone)에서 mu 형태로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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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핵분열 U의 소모가 충분히 낮다‘ 노섬 주변에 위치한 핵연료 원 

료물질 장전구역 (fertile zone)은 용융염 삽입동공(salt holcl의 직정을 증가시 

킴으로서 중성자 감속을 억제할 수 있디， 이런 개념에서 αU을 자체 생산하 

는 원자로(핵연료 원료물질 장전구역에서의 생산은 핵분열 구역에서의 소모 

를 보상할 수 있다)를 만들기 위해 핵연료 원료불질의 장전구역의 크기를 채 

택할 수 있다. 용융염 공정은 핵분열 생성울을 간단하게 제거하고 233Th 및 

또는 갱U의 같은 양을 대체하는 것이 된다 
용융염 원자로의 핵연료 주기계통으로서 AMSTER 개념은 초 U 원소 폐기 

물(TWhe 당 수 g)을 소량 발생시키연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고독성 

방사성 물질의 수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노심 주변 핵연료 원료물질의 장 

전구역 (fertile zone) t.Jl Th- U 보조체는 그 자체가 U을 중식시키는 것으로서 

에너지 생산성능을 더욱 향상 시킨다. 이런 핵연료 구성은 사실 깅카J 장전 
Th 원자로의 그것과 같은 연소(또는 소각)성능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우라늄 

농축을 펼요로 하지 않아 핵 비확산형 원자로 특성을 갖게 한다. 더 나아가 

이 런 자가 증식 원자로(self-breeding reactor)는 TWhe 당 50 kg의 Th과 50 

kg의 쟁U 만을 소모케 하는데 알려진 바로는 2，αlO - 7，000만 TWhe의 전력 

을 생산할 수 있다. 예컨대， 프랑스가 저장하고 있는 감손U(200，000 t)과 

200,000 t의 Th은 400만 TWhe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현재 연간 전력 생 

산량은 2,540 TWhe입) 그림 17은 표준 비순환 핵연료 주기 PWR과 50 % 
U/50 % Th 보조체 (support)를 갖는 AMSTER에서 원자로 내외로의 물질수 

지 (mass balance)를 비교한 것이다 원자로에 장전 시키는 것은 천연 또는 

감손U 및 Th이다. 원자로에서 방출시키는 것은 초 우라늄 원소， U 및 Th으 

로 모두 핵분열 생성물과 함께 이들을 유리화시킨다 

4. 결론 및 권고 

여기서는 미래 핵연료 주기 기술개발의 전반적인 경향을 개관하였다 그리 

고 보다 나은 자원 활용， 고도한 성능， 저가 및 사회 · 정치적 문제와 우려에 

대한 개선 잠재력을 검토하였다. 

전문가 그룹은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은 진행형이고 원자력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는 한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가능한 모든 기술 

개발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따라서 이 업무를 연구 

재원과 제한 시간 내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가 그룹은 원 

자력 에너지가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지속가능한 전 세계 에너지 공급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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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소로 유지될 수 있는 것플 보장 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이는 단 

기(이후 25년) 및 중기 (25-50년 사이) 경향에 주의륜 기울였다 

가. 핵연료 주기 빛 지속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련하여 원자력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윈과 크게 

다은 다소 득이한 특성올 갖고 있다 사실 이것은 원자력 에너지갚 반대함은 

불론 많은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일부 관점에서 많은 과학자와 전문가 그리고 일부 언론매체와 대종은 원자 

력을 점증하는 전 인류를 구제하고 경제발전을 지속케 하는데 필요한 깨끗 

하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대량의 에너지룹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것으로 보 

고 있다. 이런 견해를 지지하는데 있어서 그들은 원자력 에너지의 특성을 지 

적하고 있는데 이들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

• 경제적 수요가 없는 다량의 천연자원(U 및 Th)이다 

• 증식로 및 선진 핵연료 주기플 도입하연 비 소모성 에너지원이 된다 

• 궁극적으로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U을 회수하여 사용하면 다량의 에너지 

를 얻게 된다 

Depleted U 
띠펴 Th 

FP 

TR 

) --------

g 

• LWR One-through liJ AMSTER Self-generating 1‘ hU 

그렴 17. 표준 네순환주기 PWR과 50 % U/50 % Th올 쓴 

자가생산 AMSTER애서 원자로 내외로의 물질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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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논의한 것괴 대헤되는 또 다은 관점에서 윈자력 에너지에 대한 비 

판론자들은 원자력 사고의 위험， 사용후 해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관 

리 문제와 핵무기 확산 위험 등을 들어 다른 견해를 표영하고 있다 그들은 

이런 문제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가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장기 공급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핵연료 주기의 전반적 개발경향은 디양한 땅법으로 경재적， 환경적 및 사회 

적 측면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목표플 성공적으로 달성하려연 첫 

번째 견해는 지지를 받올 것이며 두 번째 부정적인 견해는 억제되어 장차 

원자력 에너지의 역할은 크게 증대 될 것이다. 

(1) 자원의 지속생 

지구상에 존재하는 U 및 Th 자원의 정확한 양은 불확실 하지만 선진 

핵연료 주기와 함께 증식로를 도입하면 원자력 에너지는 장기 또는 거의 비 

소모성 에너지원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현존 원자력 발전 

소와 핵연료 주기기술을 이용하연 전 세계 우라늄자원은 앞으로 80년 정도 

현 수준의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는데 적젤할 것이라 한다 이것을 추정 석유 

및 가스 매장량에 의하여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간과 잘 비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라늄 자원 이용의 효용성은 원칙적으로 PU 및 U의 재순환과 함께 

고속 증식로의 이용으로 거의 백배 중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진 원자력 발 

전 및 핵연료 주기기술의 개발과 대규모 실현은 수천 년은 아니겠지만 수백 

년 간 현존 우라늄 자원만으로도 필요한 전력 생산에 충분하다-

끝으로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비 재래식 (unconventiona]) U 추출은， 그 경 
제성만 확보한다면， 에너지 자원을 막대하게 추가시킬 것이며 지속시킬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기간을 더욱 연장케 할 것이다. 

Th은 U보다 지각에 3배 이상 들어있는 원자력 에너지 생산용 1차 추가자 

원이다 토륨자원을 이용하기 위한 원자로 및 핵연료 주기의 개발과 실현을 

원자력 에너지 옵션의 장기 지속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접증하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원， 예컨대， 핵융합 에너지로 핵분열 에너지를 대체 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 

개발 노력이 성공적일 지라도 이 핵융합 에너지의 실현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올 요할 것이다， 향후 50년 동안 핵분열 에너지는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 

중에서도 주요한 한 일부를 계속 담당할 것이다. 

(2) 정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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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은 핵연료 워료윌질 (UJ의 가격싱숭에 대하며 안정성을 갖고 있 

다. 화석연료를 쓴 화릭말전소의 총 비용 중 약 80%가 연료비인데 반해 원 

자력 발전소인 경우， 천연 U 가격이 전 핵연료 주기벼의 약 25%이고 총 전 

력생산이의 5% 정도에 풀과하다. 따라서 U 가격이 2배 된다고 할 때(단시 

일 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원자력 발전비는 5% 정도의 상 

숭에 그첼 것이다. 그러나 천연가스 가격이 2매로 뛰띤(괴거 2-3년간 경험 

했딘 것처럼) 가스 화력 발전비는 80% 정도 오르게 된다. 그 밖에 우라늄 

자원은 지구상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저장하기 쉬우띤서 저렴하고 핵 

연료 주기 운영비는 비교적 저렴하다‘ 그러므로 핵연료 주기 중 어느 한 부 

분에서의 가격 변동이 앞으로 나타날 어떤 에너지에 비하여 원자력의 정제 

적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 같지 않다，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비용은 물론 폐기물 관리 및 처분비용이 이미 전력생 

산비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전력요금 납부 시， 앞서 논의한 비용을 

포함하여 지불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원자력 산업에서 

이런 OECD 국가들의 관행은 고전적 산업과 대비된다. 후자인 경우， 온실 가 
스와 분진 퉁을 일반 국민의 몫으로 방출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설비의 초기 자본투자비가 커서 다른 재래식 발전설비에 비하 

여 장기 재정적 부담을 필요로 하나 원자력 발전 셜비를 건설한 이후 핵연 

료 주기비의 저렴 및 안정화는 에너지비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한다 이런 

원자력 에너지의 유리한 입지는 해연료 주기의 개선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 

으로 기대된다. 

(3 ) 환정성 

일반 대중의 의식 조사는 물론 국제기구 또는 국가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의 독자적 개관에서 보고한 것처럼 원자력에너지는 산성비를 내리게 하 

거나 도시연무， 오존총 감소 또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온실 가스나 분 

진을 방출 시키지 않아 급중하는 세계 인류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검증된 대규모 에너지원이라 볼 수 있다‘ 특히 후자와 관 

련하여 핵연료 주기에서 COz 방출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고， 화석 연료 대 

신 현재의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올 생산한다연 전 세제에 방출하는 C(객 중 

8% 내외를 줄일 수 있다 

원자력 발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폐기물의 양은 다른 주요 에너지원에서 방 

출되는 폐기물과 비교하여 적다. 이것은 저렴하연서 인류의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올 줄이는 방법으로 수거 · 고립시킬 수 있게 한다 몇 가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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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특히 고준위 망사성 폐기물의 선지층 처분을 통해 이들 폐기물의 궁극 

적 처분을 위한 기숨은 확넙되어 있는 상태이나 아직 이것을 이행하기에 앞 

서 사회 · 정치적 합의도출플 대기하고 있다. 후자에 관하여 대중 동의를 제 

고하기 위해 파일롯 또는 실물크기 규모를 풍한 고준위 폐기물의 최종 처분 

대비 기술적 해법을 윈자력제가 실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속애 틀어있는 MA는 소량으로 이미 제어 가능할 지 

라도 이것의 장기적 영향을 더욱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 방법 

은 선진 핵연료 주기륜 필요로 한다 중 · 장기적으로는 고속로 및/또는 토륨 

기지의 핵연료 주기가 그 웅용성 및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장재력올 갖고 

있는 것 같다 

비록 일반 주민이나 환경에 줄 수 있는 단 한건의 방사선적 사고를 일으키 

지 않았으며 40여년 이상 사용후 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수송 

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 대한 일반 주민의 반대는 사용후 핵 

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수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 사희성 

50년 이상의 원자력 역사 중 OECD 국가의 일부 핵연료 주기시설에서 

소수지만 심각한 방사선적 사고가 일어났었다- 대부분 핵임계와 관련되었던 

사고로서 핵연료 주기시설에서 생긴 사고는 UF6 방출， 화재 및 발열반웅， 방 
사성 물질의 분실 또는 오염， 및 전력손실 퉁 이었다. 일반대중은 어떤 유해 

한 방사선 과피폭이나 오염사고를 입지 않은 반면 10여개의 핵연료 주기시 

설에서의 작업자들 일부는 사망사고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사건은 모든 핵연료 주기 산엽의 각 단계에서 엄격한 안전규제 및 품 

질 관리를 팔요로 한다. 

환경에 대한 핵연료 주기의 일상적 방사선 영향은 규제 한도치(인간이나 환 

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올 만큼 충분히 낮게 설정한 값)보다 훨씬 낮은 

방사선량 수준이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고 자연방사선이나 진단용 x-선 발생 

장치에서 1회 흉부 촬영 시 받는 영향보다도 작다. 방사선 작업자에 대한 방 

사선 영향올 낮게 그리고 엄격하게 억제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논의 한 것 

처럽 비록 일반인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라도 이런 사고나 사 

건은 가끔 일어날 수 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원자력 사업자는 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핵확산 위험은 일반 국민 및 정치권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마다 핵확산 위험올 달리 판단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주요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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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가 하띤 다든 쪽에서는 과거 수십년 이상 경험한 바 없는 경우 

(no-case-of-cxpericnce)라는 사실을 뜰어 무의식적 가공문제로서 핵확산 우 

려를 거부한다 대부분의 전문가 견해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제도는 군 

사 또는 테러목적의 민간 핵연료 주기로부터 감지되지 않은 핵물질의 확산 

은 없다는 것을 보장하는 데 적합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원 

자로 빛 핵연료 주기기술 개발은 핵확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해연료 주기시설의 핵확산 저항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INFCE 연구결과[15]는 원자로내 총합 재처리는 유익하 

고 다중 재순환을 통해 중 원소의 축적은 PU의 탈취에 "H 력을 느끼지 못하 

게 함을 암시했다. 

나. 미래 기술개발 도전 

오늘날 시장 볼이 환경 (market-cIriven cnvironment) 조건하에서 전술 
한 선진 핵연료 주기를 개발 · 실현하는데 필요한 장기 R&D 자금을 마련하 

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정치적 압력 및 예산 배정 우선순위는 정부지원의 

원자력 분야 R&D 자금마저 확보하기를 어렵게 한다. 가까운 장래에 정부지 

원이 늘어날 수 있는 기미가 보이지만， 재정암박은 개발할 수 있는 여러 핵 

연료 주기 융션올 제한할 것 같다， 

상이한 옵션에 대한 경제적， 환경적 및 사회적 인자의 잘 균형 잡힌 종합평 

가 결과를 포함한 포괄적 계획은 원전을 포함하여 장기 에너지 정책을 입안 

하고 결정하는데 점점 중요하게 될 것이다 원자로에 대한 그런 포괄적 계획 

은 개발의 최우선 순위로서 가장 유리한 지속가능 특성을 제공하고 기존기 

술[16， 17] 위에서 최적으로 설치한 원자력 발전시설과 핵연료 주기의 대안 

을 선택하는데도 유익 할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매우 안전하고 경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 

고 있는 한편，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원자력올 수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계 

속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 

대한 도전에 직연해 있다. 

• 선진 원자로 개념 및 핵연료 주기의 실현에는 장시간과 고가의 공정으로 

남을 것이다 따라서 다자간 또는 국제적 공동 R&D 프로그램은 한정된 

재원올 공동 부담하고 R&D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얻어 개념으로부터 상 

용화 단계를 단축시키기 위해 점접 중요해 질 것이다. 사실 미국주도 Gen 

IV 국제 포럽 (GIF)， IAEA 주도 INPRO 및 PBMR(Pebble Bed Mod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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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actorJ에의 다국적 관심을 포함한 공봉 연구 활동의 애가 있다 

• 원자릭 산업체가 사용후 핵연료 및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할 책임 

을 지고 있고 이들 처분시스템을 설치 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 

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연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실중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이들의 처분시셀 

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천연 핵연료 자원의 활용효율을 개선힘은 풀콘 

처분용 폐기물의 양을 감소시키거나 소요 격납기간을 짧게 하기 위하여 

더욱 선진화된 원자로와 핵연료 주기기술을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함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 . 

. u자원의 보존 또는 PU이용/재순환(군사용 PU포함)에 의한 이들 핵연료 
자원의 확충기술을 더욱 개발 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 자원 활용은 선진 

화된 원자로 시스템(즉， 고속증식로나 토륨장전원자로)을 도입하는 것이 

다. 

• 과거 핵무기용 물질을 처분하고 PU 재고 빛 기타 관련된 물질을 줄이는 

핵연료 주기 역시 군사목적의 핵물질 확산의 잠재성을 감소시키는데 도 

움을 줄 것이다. 

다.결론 

여러 기준에 대하여 분석 하였을 때 원자력 발전은 오늘날 지속 할 

수 있는 대규모 에너지원으로서 유일한 장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원 

자로형 및 관련 선진 핵연료 주기는 지속 가능기간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 

게 하고 앞으로도 전력 생산을 넘어 원자력의 응용분야를 크게 넓히게(예컨 

대， 열원으로 또는 수소 생산용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웹연료 주기는 원자력 에너지의 전연적 수용성에서 주요한 요소이나 그 점 

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는 있다. 이 들 개선을 위하여 각 핵연료 주기단계 

(농축， 핵연료 제조， 재처리 기술， 폐기물 처분개념)에서 현재 진행중인 단기 

산업 개발 프로그램은 비용 절감 및 환경 개선 대비 주요한 분야가 된다 

선행 핵연료 주기의 세계시장이 있다 기존 시설은 현 수요를 감당하기에 

적절하나， 특히 원자력 발전이 정점에 이르연 10여년 후 이 들 시설의 교체 

및 개발 문제가 따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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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n 핵연료 설계 빛 가공기술 개발 

부록 1에서는 기존 핵연료 주기를 포힘하여 단 • 중기 및 장기간에 산업화 

가 가능한 핵연료 주기를 다루었다. 여기(부록 2)샤는 핵연료 주기 중에서 

주로 해연료 설계 빛 가공기술 개발현황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핵연료(또는 핵연료 집합체)는 핵연료 주기와 원자력 발전소간의 접속역할 

을 할 뿐만 아니라 후행 핵연료 주기를 선돼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 

연료 설계 및 가공은 해연료 주기의 주요 요소이다‘ 

후행 핵연료 주기의 추가적 용션 개발은 물론 핵연료 주기와 원자력 발전 

소간 접속(interface)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올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핵연료에 대한 대부분의 기술개발 활동은 고성능(연소도， 핵연료 이 

용도)， 고도의 신뢰성(무결함 핵연료) 및 사용자는 물론 해연료 가공자를 위 

한 고도의 비용효과 개선에 목표를 두고 원자력 산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국책연구소 및 국제협력(예컨대 OECD!NEA Halden 연구로 계 
획)을 통해 핵연료 및 원자력 발전로의 안전생 관련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핵연료 주기의 장기융션 (!ong-terrn options)의 

틀 속에서 질화물 핵연료， 금속 핵연료 및 불활성 모재 핵연료와 같은 신형 

핵연료를 연구하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대책을 핵연료 

가공공정[예를 들연， 건식변환 공정의 도입으로 폐기물 발생을 완전히 피하 

면서 부산물(HF， CaF2) 판매를 허용하는 것]에 도입한다 

L 단기적 핵연료 개발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산화물 핵연료는 표준 핵연료로 남올 것이며 LWRs로 

부터 나오는 대부분의 사용후 핵연료를 차지할 것이다 원자력 발전사업자는 

전통적인 보수적 특질로 인해 자본집약적 원자력 발전시셜의 운영허가 변경 

시도시에 직연하는 많은 비용 및 위험의 관점에서 재래식 핵연료를 계속 사 

용하여야 한다는 제도적 압력을 받는다 따라서 기술개발은 주로 핵연료의 

성능 및 신뢰성 향상과 그의 비용 효과를 개선하는데 목표를 둔다. 

주로 핵연료 가공자가 기존 발전용 핵연료의 성능， 신뢰성 및 비용 효과개 

선을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접증하는 경쟁 

적 시장은 핵연료의 고연소도， 가동주기의 유연성， 발전소 출력의 향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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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연료의 선뢰도에 보다 역점을 주어왔다 예컨대， 프땅스에서 EdF 

<Eléctricité de Francc) 는 1/2 로심 (rcactor core) 관 리 룹 1/3 로 심 관 리 로 변 

경함으로서 핵연료 주기비를 9% 감소시킬 수 있음올 보여주었다， 이 외에 

1/3 로심을 1/4 로심으로， 그리고 1/4 로심올 1/5 로심으로 변경합으로서 핵 

연료 주기비를 양자 공히 6% 만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노 

심 관리 변경은 핵연료의 연소도를 증가 시킨다[lJ. 해연료의 최종 사용자는 

물론 핵연료 가공자에게 비용 절감올 보장하연서 핵연료 집합체의 구성품을 

유연하게 하고 인도기간올 단축하기 위해 핵연료 집합체 구성품의 표준화를 

점차 도입하였다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 샤업자가 저가 상품(예 . 천연u)의 

재고를 증가시키면서 고가 상품(예 : 가공한 핵연료 집합체)의 재고를 감소 

케 하는 그들의 구매 정책 변경에도 주목해야 한다-

앞으로 핵연료 사양과 가공에 있어서 보다 수명주기 설계방법 Oife-cycle 

design approach)으로 풍합하기 위해 초기 원자력 기술의 전개과정에서 취했 

던 방법을 접차 변경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많은 기술 개발을 요구 

할 것이다. 최근 수년에 걸쳐서 여러 원자력 발전소는 이용률 저하를 경험했 

거나 핵연료와 관련하여 예상치 못한 문제점으로 인해 가통주기 (operating 

cycle)를 조기 종료하기까지 하였다 이들 여러 문제점은 적어도 부분적으로 

핵연료의 장기사용， 예컨대 과부식. 1차 손상에 따른 피복관 재료의 심각한 

2차 퇴화， 불완전한 핵연료봉 삽입， 그리드(grid)의 핵연료 침식에 의한 손상， 

핵연료봉의 축방향 성장둥과 연관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 발전소 운영자 

는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점검하고 핵연료 손상위험에 대비 하여 장기 사용 

에 따른 핵연료비의 절감이득올 저울질 한다. 

안전성에 대한 연구범위 내에서 세라믹 (SiC)으로 싼 U02 펠렛과 홉수재 

(absorber elements)의 고온거동을 독일에서 연구하고 있다. 논제는 혁신적 

경수로에서 세라믹재료의 사용에 관한 연구와 일치하고 고온 범위에서 장수 

명올 갖는 신 핵연료 및 홉수재를 개발하는데 기여한다. SiC의 적합성과 재 

료거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 프로젝트에서 이미 연구하였다. 그 결 

과에 바탕올 두고 SiC 및 UÜz간 상호작용， 지르칼로이， 홉수재료， 산화중기， 

비산화 또는 불활성 분위기에 대한 문제룹 상세하게 다루었다. OSIRIS 및 
DRESSMANN 시험시설올 이용하여 2000 'c 이상의 고온 영역에서 연구하 

고 있다. 

2. 장기적 선진 핵연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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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 원진과 이에 적합한 해연료를 연구 개발하는 혁신식 대안으쿄 앞에서 

대두펀 일부 문제를 다룬다. 핵연료 주기의 최적화 방향은 원자력 발전시설 

의 가동성능과 더불어 선행 및 후행 핵연료 주기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어 

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자원보존 및 폐기물 관리를 개선한다는 취지에 따라 

혁신적인 핵연료 형 태를 제안하고 연구개발 하여 왔다. 새로운 요건을 만족 

시키고 핵연료 주기의 경제성을 개선 또는 적어도 악화시키지 않을 핵연료 

형태를 아직 개발하지 뭇했으나 작금의 연구는 다소 희망적인 발전을 보이 

고 있다. 조사시험을 포함하여 신 핵연료를 개발 완료 하는데 소요로 하는 

기간은 약 20년으로 2020년정이 될 것이다. 

연소도 증가는 핵연료내 MA(Minor Actinidesl 및 핵분열 생성물의 누적 량 
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핵연료 자체를 심각하게 제약한다 각국의 원자력 정 

책， 예컨대 장기저장， 재처리， 재순환 동에 좌우되는 후행 핵연료 주기의 선 

택에 따라 핵연료 거동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혁신적 

핵연료 기술올 분류하는데 두 가지 융션올 생각할 수 있다. 

• 버순환 주기 시나라오에서 

중간저장 또는 지층 처분으로 방사성 물질의 장가 격리와 결부하여 고연 

소도를 달성한다 이런 옵션에서 고연소를 달성하기 위해 산화물 핵연료를 

더욱 개선 · 개발하고 민수용이나 군수용 잉여 PU를 혼합하여 암석 같은 

핵연료를 만들어 비순환 연소시키는 것올 고려한다. 

• 재순환 주기 시나라오에서 

악티늄족원소의 재순환은 PU 및 MA의 고비율 장전을 포함하는 고연소도 
핵연료(특히， 고속로 조건에서)를 필요로 한다 다중 재순환은 고 방사능 

핵연료를 재처리 하는데 제약 조건이 된다 균질 재순환에서 MA를 포함 

한 산화물 핵연료를 연구하고 40 % 이상의 PU 성분비일 때 질화물 핵연 
료를 고려한다 보다 일체화한 핵연료 시스템에서 금속 핵연료를 고려한 

다. PU 및 MA의 비균질 재순환인 경우 불활성 모재 핵연료， 예컨대 
CERCER! CERMET(CERamic CERamic fuel form/CERamic METal fuel 
form)를 고려한다. 

상기 각 융션의 차이는 새로운 핵연료의 수영주기 셀계 철학(life-cycle 

design philosophy)을 도입하는데 홍미를 갖고 있음을 암시한다. 비록 두 가 

지 핵연료 용션의 의도와 기술적 목표는 달라 보이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사 

실상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70 GWd!t 이상의 고연소도와 악티니드 
원소의 연소는 공히 핵분열 기체 방출， 피복재 부식， 피복재 연성， 구조적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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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및 조사 팽창에 뜩별한 주의를 요한디. 핵연료의 열선도도를 증가시키고 

핵분열 기체의 누출올 억제시키면서 해연료 장전기간올 증가시킬 수 있는 

선핵연료 불질을 겁토하고 있다. 악티니드 원소의 연소융올 증가시키기 위하 

여 해연료에 불활성 모재를 사용한 것， 즉 현지 재처리(JFR형， lntegral Fast 

Reactor type)를 위한 금속 핵연료나 천연광물 모샤 핵연료와 같은 일체형 

핵연료를 개발하고 있다. 볼활성 모재 핵연료(IMF， Incrt Matrix Fuels)를 공 

히 LWR 및 FR용으로 개발하고 있다 높은 PU 조성비룹 갖는 보다 선진화 

한 핵연료는 산화형 또는 금속형 보다 질화불 핵연료다. DUPIC(Direct Use 

of PWR spent fuel In CANDU) 핵연료 주기라 칭하는 독특한 주기는 LWR 

과 CANDU 원자로의 연계이용과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LWR 사용후 핵연 

료를 재처리 할 때 PU와 U올 분려하지 않고 재가공 하여 CANDU 원자로에 

다시 사용하는 것이다 

FR 프로그램의 지연으로 인해 PU 재고는 늘어났고 재순환 전략을 추진했 

던 나라들은 LWR에 PU를 연소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MOX 

기술은 성숙단계에 도달했으나 인 · 허가 제약조건은 LWR에 MOX 핵연료를 

사용함으로서 PU 재고를 줄이려고 하는 것올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관력국이 PU 재고량올 감소시키려고 한다면 LWR에 PU 장전량을 증가시켜 

PU 소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절대적이다 표준 LWR에 100 % MOX 핵연 

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정상 또는 과도 조건에서의 냉각수 보이드(void)효 

과와 노심제어는 주요 한계가 된다 하나의 해법은 용해성 보론(8)과 정지봉 

에 농축 보론을 사용하는 것이다.100 % MOX 핵연료를 장전한 노심에 대 

하여 수행한 계산 결과는 적절한 특성과 과도냉각 거동(cooling transient 

behavior)올 보이나 반웅도 여유도는 다중 재순환 및 고연소도를 허용할 만 

큼 크지 않다.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PU 소모를 중가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 

은 보다 선진화된 핵연료 및 원자로 개념올 도입할 필요가 있음이 명백하다. 

• 표준 LWR의 안전특성에 대하여 고 성분비 PU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보정 하는 고감속 원자로(HMRs， High Moderation Reactors) 

• UÜ2 핵연료내 PU 농도의 희석， 예컨대 MIX 핵연료 주기 개념 

• 표준 LWR에 불활성 모재 핵연료(IMF) 사용， 예컨대 우라늄 핵연료를 

IMF(또는 Th)로 대체한 프랑스 PLUTON 개념 

• 일부 표준 UOX 핵연료 봉을 표준 MOX 핵연료봉(일종의 비균질 MIX 

개념)이나 환상형의 U 배제 핵연료봉(U - free fuel pin)으로 대체하는 프 

랑스 CORAIL 및 APA(Advanced Plutonium fuel Assembly)같은 특이 한 

핵연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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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수냉각 원자로의 하나보서 임관에서 최근 RMWRs mcduccd -

Moderation Water Reactors)를 연구하였다 이 원자로는 LWR 기 술에 기 

초를 두고 있으며 MOX 핵연료를 사용하여 1.0 정도의 높은 변환비를 가 

질 것으로 예상한다 U 자원의 효윤적 이용， 고연소도와 장주기 가동 및 

PU의 다중 재순환과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 JAERI에샤 이 원자로 개 

념을 개발하였다. 

이들 개념의 분석을 통해 HMR, RMWR 빛 MIX 융션이 LWR 내 PU 소모 

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함을 알게 된다- 안전계수를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은 

MOX 핵연료를 장전한 표준 LWR의 안전계수와 매우 비슷하다 반대로 

PLUTON 개념은 냉각수 보이드 효과에 관해서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제공 

하지 못하고 다중 재순환 전략에서 사실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그러 나 이 것 

은 비순환 전략의 경우에 있어서 잠재력을 갖는다. APA 개념은 적합한 특 

성을 갖고 있다 설계 최석화를 통하여 얼마간의 개선을 이루어내야 하나 이 

들 양자의 개념은 다중 재순환으로 PU 품질의 저하는 노심성능올 크게 저하 

시키므로 1 -2회 이상 PU 재순환 시나리오는 부적합할 수 있다. 

일부 LWRs(약 20 %)를 이용한 PU의 무한 재순환 타당성을 아직 실증하지 

못했다. 감속비를 4배로 향상시키도록 설계한 HMR 개념까지도 다중 재순환 

전략에 적합한 냉각수 보이드 매개변수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LWR에서 

PU를 연소시키는 시나리오는 MOX 핵연료 가공용량(특히 MIX 개념에서)의 

획기적 확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면， 연 400 TWhe 

전력을 생산하는 60 GWe 원자력 발전 단지 (nucJear park)는 연간 200톤의 

MOX 핵연료 가공을 요할 것인데 이것은 MOX 기술에 투입하는 가공 시설 

용량의 약 23 %에 상당한다. 특히， 선진 분리 및 핵연료를 가공 및 취급해야 
함을 암시한다. LWRs에서 MOX 핵연료를 사용한 성과가 매우 좋았다고 하 

더라고 PU를 고속로에 사용하기 전에 잠정적 해결책으로만 이런 핵연료 주 

기 옵션을 고려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MOX 핵연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고속로(FR， Fast Reactor)는 FR 로심의 

노몰리 특성으로 인해 LWR보다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FR에서 고연소도 

를 달성할 수 있고 PU의 성분비가 높은 핵연료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FR이 방사성 독성 핵종올 자원으로 잘 이용하여 핵변환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R용으로 잘 개발한 것이 MOX 핵연료이지만 이의 

상용화를 위해 그 경제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로 저가이연서 고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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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목표로 하여 핵연료를 개말하고 있다， 이것은 MOX 핵연료의 고연소도 

(예 150 GWd!t) 또는 높은 중성자 플루언스[예 250 dpa(displacements 

per atom, 원자당 변위 l)에서 맹윤 및 기계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피복판 

재료의 개발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JNC(japan NucJear CycJc devclopment 

institutcl는 가장 유망한 피복관 제료로서 산화분산 강화 제2천/마덴자이트 

(martcnsiticl 철을 개발하였다 JNC는 또한 U/Pu 성분조절， 소길등과 같은 

복잡한 공정을 배제하여 보다 간결한 가공시설이 되게 하는 간단한 소결법 

플 개발해 오고 있다. 러시아， 스위스 및 기타 여러 다른 나라들이 개발한 

진동 패킹 (vibro- packingl은 nß 우 간단한 공정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다- 여러 나라에서 질화물 및 금속 핵연료를 연구해 오고 있 

다. 그 까닭은 이들이 노심내에서 우수한 중성자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성의 개선 뿐 만이 아니라 장수영 핵종을 변환시키기 까지 하기 때문이 

다. 

FR내에서 PU 연소를 프랑스와 일본에서 폭넓게 연구해 왔다. 보다 선진화 

된 핵연료 주기， 예를 들연 MA를 재순환시키는(FR 또는 ADS 시스템에서) 
분리 · 변환(P&Tl 핵연료 주기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MA 재순환 
은 균질 및 비균질 모드의 FR에서 공허 가능하다‘ 물질수지는 고속 중성자 

스펙트럼이 고연소도에 이르게 함으로 열중성자 스펙트렴에 비하여 장점임 

올 보여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올 해결하여야만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 

• Am의 소각은 방사성 독성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다 

량의 Cm 생산 

• 슈퍼 뛰닉스(SUPER F ACT)에서 수행한 실험은 핵연료내 Am의 허용놓 
도를 제한할 수 있는 Am올 포함한 표적내에서 상당량의 He이 생김올 보 

였다 높은 중성자 및 알파 방사농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함으로 Cm 소 

각을 고려해야 한다 . 

• Cm을 취급하기 위한 여러 융션의 하나로서 원자로에서 표적을 빼낸 후 

Cm을 분리하여 충분히 긴 시간(약 100년) 중간저장 시설에 그것을 저장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저장 시 생긴 딸 핵종(갱Opu)올 고속로에서 재 

순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련 해결책은 많은 양의 고 방사농 원소를 중 

간 저장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는 안전 관점에서 더 많은 평가 

를 요함올 의미한다. 

이 모든 개념은 다중 재순환(multiple recycJing) 하여 재처리에 적합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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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흔 고연소도룹 딸성 할 수 있는 특별한 핵연료나 표적을 필요로 한다. 대 

부분 그런 핵연료 개념은 오늘날의 표준산화울 핵연료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것들은 불활성 모재 해연효 개념의 사용을 내포하고 있다. 

가- 핵연료 원료물질(FM， FertiJe Materia])을 사용한 핵연료(FFs ， FertiJe 

FueJs) 핵연료 연료 물질(FMJ올 사용한 핵연료(FFs) ， 즉 모재로서 U이나 

Th올 포함한 핵연료를 LWR 및 FR 용으로 개발한다. 핵연료 주기 계획에 따 

라 서로 다른 형태의 FFs, 즉 산화울， 금속 또는 질화물 형태의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l) 산화물 혜연료(oxide fuels) 

1984-1986 기 간 중 독 일 KarJsruhe ITU(Institute for 

TransUranium elements}는 고성분비의 Am 및 Np(Am 성분비 20 % 까지) 

을 포함한 산화물 핵연료를 최초를 가공하였다 구형입자를 압축 · 소결 한 

후 sol- geJ 공정을 사용하여 가공하였다. MA를 포함한 MOX 핵연료 가공 

및 조사거통 연구를 위해 JNC는 체계적인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입안했다. 

두 가지 가공법， 즉 펠렛 압축 및 진동 패킹법을 이용한 Np 기지 핵연료봉 

가공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003년경 Np 및 Am을 포함한 MOX 핵연료 조 

사를 JOYO에서 실시하였다， 

(2) 금속 핵 연료(metal fuels) 

l앉ìO년대 아래 미 ANL은 금속합금 핵연료를 개발해왔다. PU를 포함 

한 핵연료를 U-Pu- lO wt% Zr 합금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높은 융점과 ss 
피복재와의 양립성 때문이었다. 1984년 이래 U-Pu- Zr 합금 핵연료를 

IFR(IntegraJ Fast Reactor} 프로그램의 일부로 연구를 해왔다. lOOO7ß 이상 

의 핵연료봉을 주입 주조법으로 가공하여 EBR- lI에서 조사하였는데 조사 

연료 중 일부를 선출력률 500 W/s 이하 및 피복관 온도 6OOt: 이하에서 최 
대 18 atornic % 까지 아무런 손상을 업지 않고 연소시 켰다. 

조사 연구 및 금속조직의 특성화를 위해 일본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Jectric Power Industry)는 다성 분 합금 U-Pu-Zr-5MA - 5RE 

및 U-Pu-Zr-2MA-2RE를 선정했다. CRIEPI는 뛰닉스 원자로의 재가동 즉 

시 상기 핵연료를 조사시험 할 계획을 갖고 있다. 

(3) 질화물 핵연료(띠tride fuels) 

질화물은 진일보한 핵연료로서 높은 열전도도， 좋은 FP 보유력， 고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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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빛 상호 용해도와 같은 장접올 두푸 갖고 있으며 고온 화학적 방법으로 

그것올 재처리하기에 유러한 잠재력올 갖고 있다 1970년대 빛 1980년대에 

프랑스 CEA에서 혼합질화물 핵연료의 가공공정에 대한 실험실적 연구룹 수 

행하였다 주로 높은 증식 이득(brccding gain) 및 피복관 손상시 해연료A이a 

간 무반응 때문에 FR용 핵연료는 가장 앞선 핵연료로 보였다 핵연료 제조 

공정은 칠소 분위기에서 혼합 산화물을 탄열 환원(carbothcrmic reduction) ð l

여 고도 질화물(higher nitridc)올 단일 질화물(mononi tride)로 분해하는 것이 

었다. 이런 건식 공정은 산업적 웅용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였다. 질화물 

펠렛 핵연료봉을 프랑스 뛰닝스 원자로에서 조사 시험하기 위해 sol-gel 공 

정으로 가공하고 ITU(독일)는 HFR 원자로에서 조사하기 위해 sol-gcl 공정 

으로 질화물 핵연료를 가공하였다. jAERI는 선진 핵연료 주기 시스템의 관 

점에서 과거 10년간 혼합 U-Pu 질화물 핵연료의 가공기술 연구를 수행하였 

다. 그들 특성 측정 및 조사시험 용으로 질화물 펠렛을 가공하여 제공했다. 

JNC 역시 질화물 핵연료 헬렛올 가공하고 그들 특성을 측정하였다. 

이제 탄열 환원 방법으로 산화물올 질화물로 변환시켜 얻은 입자를 제분， 

압축 및 소결하여 펠렛형 질화물 핵연료를 가공하고 있다 15N 농축 및 재순 

환올 제외하고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14N(n, p)14C 반용으로 생기는 

다량의 14C 때문에 I~의 이용은 바랍직하다. PUREX 재처리 공정에서 질화 

물을 용해하는 동안 I~ 및 14C올 공히 남아있게 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용융 

염 전해정련으로 고온 화학 재처리에서 이들올 쉽게 회수할 수 있다. 천연 

질소에 0.365 %만이 들어있는 l에올 농축하는 비용의 관점에서 I~의 재순 

환은 질화물 핵연료의 유연성에 대한 주요 논점의 하나가 될 수 있다. 

JAERI는 근년에 용융염에서 질화물을 녹여 고율로 I~을 회수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였다[2]. 

질화물은 또한 ZrN 및 TiN와 같은 불활성 재료(inert material)와 함께 그 

것을 회석합으로서 Am올 연소 하기위한 표적 화합물로서 적합하다 Sol-gel 

방법으로 ZrN 및 UN 고처l용액(AmN 대용물로서)의 가공 기술을 연구하였 

다. 그런 핵연료를 CAPRA 원자로에서 PU 연소를 위한 후보 연료로 고려하 

고 있다. 

고속로는 PU 재고의 효과적인 관리문제를 해결케 한다. 많은 연구 및 실제 

규모의 실험결과는 PU 관리용 Pu 연소로 또는 자급중식로로서 고속로의 우 

위성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다 첫째 원자로의 안전 관련 파라미터를 과도하 

게 훼손시킴이 없이 이론적으로 100 %까지 핵연료내 pu 성분비를 증가시키 

는 것이 가능하다 두 번째 Pu의 품질이 좋지 않을지라도 Pu 소모 시 M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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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불활생 모재 핵연료(Inert Marix FueI) 

핵연료내 핵연료 원료물질(FM)을 배제， 즉 불활성 모재 핵연료(IMF， 

Inert Matrix Fuej)를 이용함으로서 PUL~ MA의 고연소율을 달성할 수 있다 

이들 핵연료는 고속로는 물론 LWR 용으로 그리고 MA 연소를 원한다면 비 

균질 재순환 또는 벼순환용으로 개발 중에 었다 

여러 연구그룹에서 불활성 모재 핵연료(IMF) 개념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 

프랑스 CEA는 CERCER(CERarnic CERamic fuel form) 해연료， CERMET 

(CERamic METal fuel form) 핵연료 및 고체용액 펠렛(SSP， Solid Solution 

Pellet) 핵연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험 결과， CERMET 

핵연료는 CERCER 핵연료에 비하여 좋은 integrity를 갖고 있으며 115Kr 방출 

역시 CERCER에서 보다 CERMET에서 3배정도 낮음을 보였다. CERMET 

핵연료의 장점은 금속 모재가 핵분열 가체 방출의 보조 방패막 역할을 하고 

PCI를 일으키지 않게 피복재와 모재사이의 금속간 밀착을 미룸은 물론 우수 

한 열전도도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CERMET에 관해 그런 비조사 핵연료 

(즉， 높은 열전도도를 갖는 핵연료)의 개념은 중대사고와 관련하여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을 뿐만 아니라 매우 높은 연소도를 달성케 한다는 관점에서 

대단히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 CERCER는 조사 저항력에 대한 잠재력을 보 

여준다 CERCER는 조사 저항력과 열전도도 및 점소성 (viscoplasici ty)을 올 

리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개발을 필요로 한다[3). 

여러 연구기관(예컨대， JAERI, PSI, ENEA 및 CEA)의 연구는 심지층 처분 

에 최적이라 여겨지는 암석 같은 모재를 얻는다는 점에서 YAG(Yttrium -

Aluminium-Gamet)형태에 맞춰져 있다 경제성을 갖기 위해 이런 해결법은 

고연소도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핵분열 물질의 잔류 

물은 가능한 한 낮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재료의 열전도도가 나빠 열 제거 

를 어렵게 한다. 

사용후 핵연료 및 해체 핵무기로부터 잉여 Pu의 처리를 위한 또 다른 옵션 

은 Pu 유사 암석 산화물(Rock-like OXide, ROX) 핵연료 시스템으로 일본에 

서는 LWR에서 이것을 비순환 연소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4). ROX 

핵연료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형석상(안정화 된 Z비2 나 ThOz) 및 첨정석 

(MgAl204)로 구성되어 있고 PuOz는 형석상(fluorite phase)속에 고형화 되어 

있다. 첩정석은 Cs 및 Sr 같은 알카리 및 알카리 토금속 핵분열 생성물을 

고정시키는 한편 산화 지르코늄(zirconia)은 악티나이드 원소 및 희토류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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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용해시킬 것이다 사용후 ROX 핵연료 역시 자연유사 안정한 상(phase)으 

로 구성시켜 약 50년 냉각 후 이것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직접 처분할 

수 있플 것이다 질산 내 ROX의 화학적 안정성은 재처리에 대한 화학적 장 

벽역할을 하고 그래서 핵확산 저항성을 높인디 핵연료 가공， 노심내 중성자 

조사 및 처분 둥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기존기술과 시설에 ROX-LWR 
시스템을 설치한다 사용후 ROX 핵연료를 처분하였을 때 그로부터 예상 할 
수 있는 예탁 유효 선량은 MOX 및 U02 핵연료 보다 2개 차수만큼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OX-LWR 시스템에서 사용후 핵연료 처분비용은 
LWR- UOX 및 MOX 핵연료 주기에 비하여 높다- 다른 단점은 대단히 작은 

Doppler 계수， 핵연료 원료 물질의 부재로 인한 반응도 요통 및 낮은 융점올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LWR 용 핵연료로는 좋지 않아 핵연료 원료물 
질(23:ιfh 이나 :rnu)의 첨가를 필요로 한다 이런 ROX 핵연료의 단점을 해결 
하기 워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다- 핵연료 물질로서 첨정석 (spine])은 팽윤과 

같은 좋지 않은 조사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피하기 위하 

여 형석과 첨정석의 이상균일 혼합물을 갖는 핵연료와 더불어 불활성 모재 

에 형석 입자를 분산시킨 핵연료를 시험하고 있다-

3. 고온 가체 냉각 원자로 핵연료 

대부분의 HTGR(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핵연료는 웅용하 
기에 적합한 형태， 즉 다중 도포층으로 싼 핵분열 물질이나 핵연료 원료 물 

질의 조그만 구형심 (spherical kemeJ)을 포함한 TRISO(TRi-ISOtropic) 도포 
입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밀도 흑연(완충재)층으로 핵분열 반조 원자를 

감쇠하기 위해 구형성 (spherical kemeD을 감싸게 하고 핵분열 기체를 가두 

기 위해 빈 공간을 둔다. 구형심과 완충재의 상대적 체적을 변화시키면 상이 

한 핵연료 성분(예컨대， UOX 핵연료， 해체 핵무기로부터 회수한 PU 연료 
퉁 )올 수용할 수 있게 한다. 연속총 형 태로 싼 완충재는 내부에 

PyC(Pyrocarbon) 도포， SiC(silicon carbide)총 및 외부에 PyC를 도포한 것 

이다 이렇게 하면 이들 층은 내 부식성 방벽과 기체 및 금속상 핵분열 생성 

물의 침투를 막는 방벽역할을 한다. 러시아， 일본， 네덜란드， 독일 및 미국은 

HTGR용 구형[핵연료 입자(마이크로 크기의 구체)] 업자상 핵연료를 HTGR 
용 입자상 핵연료로 가공하는데 성공 하였다 Sol-gel 공정， 단층 구조법 및 
건식 단괴에 의해 이산화 U(zæu의 농축도는 약 10 %)으로부터 마이크로 크 

기의 핵연료를 생산한다， 이 방법으로 생산한 마이크로 크기의 구형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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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하학적 및 구조적 득성을 비교한 결과， sol- gel 공정이 가장 우수한 것 

임을 보였다 우라늄 칠화물 용액을 만든 다음 진동 낙하기숨을 이용하여 구 

형 울방울을 만든다. 내부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구형 물방울을 숙성시킨 후 

질산화합룹플 제거하기 위해 씻는다， 건조 · 석회화한 다음 이것을 U02로 환 

원하고 고띨도 물질로 만들기 위해 소결하며 구형심으로 가공한다 PyC에 

대한 탄화수소와 SiC에 대한 실란 유도체 (silane derivati ves)의 열분해에 의 

해 유동층(fl uidized bed)에서 구형심 (spherica l kemeD의 도포가 이루어진다. 

핵임계 저l 약 때문에 도포공정에서 최대로 다루어야 하는 양(batch size)은 

1- 10 kg의 중금속 산화물이다. HTGR 구형 핵연료 입자의 방사선적 성능과 

관련한 주요 요건 중에는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이 10，000개의 입자(parti디e) 

당 l 개의 손상도포업-^Hdamaged coated-particle)에 해당하는 10-5보다 적어 

야 한다는 것이다. 출발생성물(starting product) , 즉 왜연료 미세구(micro 

sphere)가 매우 균일할 때만이 그런 엄격한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 

서 띠세구의 기본 특성에 대한 영시된 평균치를 담보함과 더불어 고도의 균 

질성 (homogeneity)은 한 묶음(batchl 내 그리고 미세구의 묶음(batch)간에도 

필요하다[5) 

원리상 두 가지 종류의 핵연료에 TRISO를 도포한 핵연료 미세구(micro 

sphere)를 포함한다 

• 소위 페블베드(pebble bed) 기체 냉각원자로용 핵연료 페블(ba!D로서. 

이 경우， 큰 핵연료 페블(직경 6 cm의 balD 속에 미세구(micro sphere)들 

이 함유되어 있다. 원자로 속에서 이들 핵연료 페블 중 약 700，000개는 

약 6m 직경 및 높이(예컨대， 이전의 300 MWe THTR-300 원전에서)의 

원주형 흑연 구조물에 loose bed를 형성한다. 가동 중 원자로심 상부 반 

사체에 있는 구멍 (opening)을 통해 계속 핵연료 페블을 넣고 원자로심 밑 

바닥에 있는 중앙 파이프를 통해 그것을 빼낸다 핵연료가 특정 연소도에 

이를 때 까지 반복-평균 6번-적으로 핵연료 패블이 지나가도록 한다 

AVR 시험로에서 40，000개 이상의 핵연료 페블을 시험하였고 10% 피마 

(f띠la) 연소도에 이르도록 중성자를 조사시켰다 원자로 가동조건에서의 

거동은 매우 우수함을 보였고 어떤 핵연료 결함도 나타나지 않았다[5) 

• 혹연 모재에 미세구를 박고 핵연료 봉에 핵연료 압축물(compact)을 쌓은 

HRGR 용 핵연료 압축물로서， GT-MHR(Gas Turbine- Molecular Helium 

Reactorl 용으로 직경 약 13 mm 및 길이 51 mm 정도의 원주형 핵연료 

압축물(compact)을 만들기 위해 흑연모재와 TRISO 도포입자를 묶는다， 

약 3，α)()개의 핵연료 압축물(compact)을 793 mm 길이 및 360 mm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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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6각형 흑연 핵연료 집합체에 장진하고 Fort Saint Vrain 윈자로에서 

조사시컸는데 그 결과， 이것은 우수한 생능을 보여주었다. 6각형 핵연료 

집합체의 102 칼럼 (columnl에 10개의 해연료 집합체룹 쌓아 환상형 노심 

올 구성한다. 그리고 노심의 안팎에 혹연 반사체 플록을 넣는다 

초기 HTGR 핵연쿄는 고농축 U(93 % Zt，U)였으므로 사용후 핵연료에서 고 

가의 핵분열 불질(fissile materiaIl플 회수하기 위해 그것올 재처리 하는데 

관심이 컸다 오늘 날에는 오직 저농축 우라늄 핵연료를 사용한 비순환 핵연 

료 주기만올 고려하고 있다. 또한 잉여 핵무기용 PU을 제거하기 위해 

HTGR의 핵연료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 핵연료 셀계 • 가공기술 현황 

앞서 논의한 핵연료 개녕의 기술 성숙도찰 아래 표 l에 제시하였다-

표 1. 핵연료 설계 • 가공기술 현황 

핵연료 유형 기술 성숙도 

UOX N 
MOX W 

lMF 
CERCEIl/CERMET 
ROX 
Nitride 
Metal W 

HIGR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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