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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급속히 성장하여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으며, 8기가 건설 및 계획 중으로 2015년이면 총 28기의 원자

력발전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2008년 12월에 발표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

획에 따르면, 원자력설비 비중은 2008년 24.8%에서 2022년 32.6%로 확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원자력발전은 최근 고유가시대가 도래하고 지구온난

화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7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 말 기준으로 총 20기의 원자로에서 10,761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

생되어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되어 있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2030

년경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이 약 30,000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전 보장과 미래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우리나라는 현재 사

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최종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만,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2004년 12월)에서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등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종합관리방침을 국가정책과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되 적기에 그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의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지 각 원전 부지 내에서 저장․관리하

도록 의결한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2016년부터 원전 부지별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기에 중간저장시설의 도입 등 대책이 시급한 실

정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

설의 현황과 인허가 관련 핵심사항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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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Korea has experienced rapid growth of nuclear power generation so far. It 
has currently 20 nuclear reactors in operation, 8 more reactors under 
construction or planning, thus making the total 28 by the year 2015. 
According to the 4th National Electric Power Supply Plan announced in 
December 2008, the portion of the nuclear power from the total electric 
power generation in terms of the capacity of facility will be increased from 
24.8% of 2008 to 32.6% by 2022.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s expected due to the high oil prices and issue of global warming.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evitably result in the increase of 
spent nuclear fuel generation. Every year ~700t of spent nuclear fuels are 
accumulated and total of 10,761t of spent nuclear fuels generated from 20 
reactors are stored within the reactor sites by the end of 2009. If this trend is 
maintained, it is expected that Korea will have ~30,000t of spent nuclear fuel 
by 2030. 
  The saf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i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safe operation of nuclear power reactors and efficient management of 
resources. However, Korea does not have a determined policy on the 
management of spent nuclear fuel. The 253th Nuclear Committee (December 
2004) decided that the policy on the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interim storage facilities shall be derived from sufficient 
discussions and investigations on the political and technical aspects with  
nation wide consensus. It shall be derived within an appropriate time line and 
by 2016, the spent nuclear fuels should be stored in the reactor site. The 
capacity of pools in reactor sites is expected to be reached from 2016 and 
Korea need to prepare measures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interim storage 
facility urgently.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described so far, it will be 
very useful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interim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in United States. This report describes the current status of interim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and some key aspects related with licensing of 
interim storage in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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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은 급속히 성장하여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

동 중에 있으며, 8기가 건설 및 계획 중으로 2015년이면 총 28기의 원자력발

전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증가시킨다. 2009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7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총 20기의 원자로에서 10,761 톤의 사용후

핵연료가 발생되어 발전소 내에 저장되어 있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2030년경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이 약 30,000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는 원전의 안정적인 운전 보장과 미래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

한 최종관리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253차 원자력위원회

(2004년 12월)에서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등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의 종합관

리방침을 국가정책과 국내외 기술개발 추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충

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되 적기에 그 추진방침을 결

정하고,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부지 내의 임시저장능력을 확충하여 2016년까

지 각 원전 부지 내에서 저장․관리하도록 의결한 바 있다.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 결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6년까지 발

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능력을 확보하거나 저장용량 확장계획을 시

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2016년부터 부지별로 포화상

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기에 중간저장시설의 도입 등 대책이 시

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최근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향후 국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중간저장시설과 관련된 최신 현황과 주

요 쟁점사항을 조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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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현황

2008년 발표된 미국의 국가보고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에 관한

자료” 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미국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표 2-1에

나타낸 바와 같이 59,370 tU에 이른다. 미국에서는 많은 원자력발전소의 부

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금속 캐스크, 콘크리트 캐스크 또는 횡형 사일로에

밀봉해 저장하는 건식 중간저장시설(Independent Spent Fuel Storage

Installation, ISFSI)이 운영되고 있다. 또, 계획 중인 저장시설도 다수 있으므

로 향후 10년간 사용후핵연료의 저장량이 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2-1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저장량1)

(2007년 말 기준)

구분 저장형태 시설수
저장량

(MTHM)

정부
습식 7 38.5

건식저장용기 5 2,400

민간

원전 내 저장수조 97 47,500

ISFSF(건식) 41 10,200

ISFSF(습식) 1 670

1. 부지 내 중간저장시설

미국은 2007년 말 기준으로 30개의 부지에 있는, 43개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볼트방식, 수평모듈방식, 용기방식의 중간저장시설에 저장,

관리하고 있다. 또한 Diablo Canyon, Cooper, Brunswick 등 미국의 많은 원

전에서 중간저장시설이 인허가 혹은 건설 단계에 있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량이 집계된 소내 중간저장시설을

1) "United States of America Third National Report for the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DOE/EM-0654, Rev. 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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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명 저장방식 저장량
(MTU)

Arkansas Nuclear
저장용기(VSC-24)

580
저장용기(HI-STORM MPC-32)

Rancho Seco 수평모듈(NUHOMS-24) 230

Hatch
저장용기(HI-STORM MPC-68)

410
저장용기(HI-STAR MPC-68)

Dresden
저장용기(HI-STORM MPC-68)

290
저장용기(HI-STAR MPC-68)

Maine Yankee 저장용기(NAC UMS-24) 540

살펴보면 Surry, Arkansas, Maine Yankee 등은 용기방식의 중간저장시설에

최대 720 MTU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Oconee, Calvert Cliffs,

Rancho Seco 등은 모듈방식의 중간저장시설에 최대 1,050 MTU의 사용후핵

연료를 저장하고 있다. 미국의 원전별 주요 중간저장시설 현황은 표 2-2에

나타낸 바와 같다. 미국의 상업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 그리고 이들 시

설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42개(건식저장시설 41개, 습식저

장시설 1개)의 중간저장시설의 위치는 그림 2-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미국의 사용후핵연료저장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Site Specific License와

General License으로 구분된다. 이것은 사용하는 저장용기에 따라 구분되며,

Site Specific License은 사업자가 NRC의 승인을 받지 못한 저장용기를 사용

할 때 적용되고 저장용기의 모든 안전성 관점(기술적 요건)의 기술적 검토와

저장부지의 특성(운영조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허가를 주는 방식이다.

General License는 사업자가 NRC의 승인을 받은 저장용기를 사용할 때 적

용하며 시설의 부지가 저장용기를 관리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한 부지특성에

대한 조사(운영조건)를 통해 인허가를 주는 방식이다.

표 2-2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현황2)

(2007년 말 기준)

2) "United States of America Third National Report for the Joint Convention on the Safety of Spent 

Fuel Management and on the Safety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DOE/EM-0654, Rev. 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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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vert Cliffs 수평모듈(NUHOMS-24P/32PT) 560

Yankee Rowe 저장용기(NAC MPC-36) 130

Big Rock Point 저장용기(W-150) 60

Palisades
저장용기(VSC-24)

330
수평모듈(NUHOMS-24P/32PT)

Prairie Island 저장용기(TN-40) 360

Oyster Creek 수평모듈(NUHOMS-61BT) 170

Fizpatrick 저장용기(HI-STORM MPC-68) 110

McGuire
저장용기(TN-32)

330
저장용기(NAC UMS-24)

Davis Besse 수평모듈(NUHOMS-24P) 30

Peach Bottom 저장용기(TN-68) 450

Susquehanna 수평모듈(NUHOMS-52B/61BT) 450

Oconee 수평모듈(NUHOMS-24P) 1,050

Robinson 수평모듈(NUHOMS-7P/24PTH) 70

North Anna 저장용기(TN-32,40) 390

Surry
저장용기
(CASTOR V/21, X33, TN-32, MC-10,
NAC-128 S/T)

720

Point Beach
저장용기(VSC-24)

260
수평모듈(NUHOMS-32PT)

GE Morris OP 습식중간저장시설 670

Browns Ferry 저장용기(HI-STORM MPC-68) 50

Columbia 저장용기(HI-STORM MPC-68) 180

Haddam Neck 저장용기(NAC MPC-26) 410

Millstone 수평모듈(NUHOMS-32PT) 100

Quad Cities 저장용기(HI-STORM MPC-68) 170

Sequoyah
저장용기(HI-STORM MPC-32)

200
저장용기(CASTOR V/21, X33 등)

Duane Amold 수평모듈(NUHOMS-52B/61BT) 110

River Bend 저장용기(HI-STORM MPC-68) 50

San Onofre-1 수평모듈(NUHOMS-24PT1) 220

Trojan 저장용기(TranStor) 360

Farley 저장용기(HI-STORM MPC-32)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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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o verde 저장용기(NAC UMS-24) 550

Humbolt bay 저장용기(HI-STAR MPC-80) 0

Fort st. vrain 볼트방식(FWEnergy) 20

Grand gulf 저장용기(HI-STORM MPC-68) 50

Fort calhoun 수평모듈(NUHOMS-32PT) 50

Hope
Creek/Sakenn

저장용기(HI-STORM MPC-68) 50

Catawba 저장용기(NAC UMS-24) 30

그림 2-1.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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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 내 중간저장시설의 향후 전망

미국은 볼트 방식, 저장용기 방식, 모듈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의 건식저장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저장용기 방식과 모듈 방식의 저장방식이 대부

분을 차지하며 볼트 방식의 경우 Fort St. Vrain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표

2-3 은 2009년 기준으로 건식저장시설의 저장방식별 저장용량과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2-3. 건식저장시설의 저장방식별 저장용량 현황3)

(2009년 3월 기준)

저장방식
저장용량

(집합체)

비율

(%)

저장용기
콘크리트 20,415 48.6

금속 7,268 17.3

모듈방식 12,861 30.6

볼트방식 1,464 3.5

합계 42,008 100

콘크리트 캐스크 방식이 가장 많은 약 49 %를 차지하고 있고, 횡형 사일

로방식이 약 31 %, 금속 캐스크 방식이 약 17 %, 나머지 약 4%는 볼트방식

을 적용하고 있다. 콘크리트 캐스크 방식과 횡형 사일로 방식을 결합한 캐니

스터를 이용한 시스템의 합계는 약 79 %로서 미국에서는 캐니스터를 이용한

시스템이 주류가 되고 있다.

미국 최초의 건식저장시설인 써리(Surry) 발전소의 ISFSI는 금속 캐스크

방식을 적용하였고 그 후 일정기간 금속 캐스크 방식, 콘크리트 캐스크 방식

및 횡형 사일로 방식이 혼재된 상태였지만 최근에는 금속 캐스크 방식이 적

용된 사례가 없고 계획 중인 ISFSI도 모두 캐니스터를 이용한 시스템(콘크

리트 캐스크 방식 또는 횡형 사일로 방식)의 적용을 계획 중에 있다. 향후에

도 미국 원자력발전소의 부지 내 ISFSI에 저장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Dry Cask Storage in the U.S.”, March 3, 2009, StoreFUEL 11-127 (U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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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개 요

입지

예정지

입지조건

부지면적

유타주 스컬바레 인디안 거주지 내

(솔트레이크시 남부 약 100 km)

내륙부 반건조대륙기후

약 3.3 km
2
(약 1.8 km x 약 1.8 km)

저장시설

저장용량

저장방식

저장

신청자

40,000 tU (콘크리트 캐스크 약 4,000기)

콘크리트 캐스크

연간 100~200기 캐스크 저장

PFS, LLC

저장설비

형식

구조

HI-STORM100 (예정)

콘크리트 저장용기

· 강판 콘크리트

· 수치 : ∅3.37 m × H6.08 m

· 차폐 두께 68 cm

캐니스터 (Multi-Purpose Canisters ; MPC)

· 스테인레스강

· 수치 : ∅1.74 m × H4.84 m

인가상황
허가 종류

허가년월

Site Specific (개별 부지 인가)

2000년 6월

3. 발전소 부지 외 중간저장시설 현황

미국 최초로 민간 전력회사가 공동으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 외 저

장시설(Private Fuel Storage Facility, PFSF)의 개요 및 추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PFSF의 개요

PFSF는 8개 전력회사의 컨소시엄인 PFS사(Private Fuel Storage, LLC)

가 개발, 인허가,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의 최신 민간 부지 외 건식 사

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다. PFSF는 유타주 툴레지방(Tooele)의 Goshute

Indian Reservation 내의 스컬 밸리(Skull Valley)에 건설될 예정이며, 40,000

tU의 사용후핵연료를 최종 처분장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수납을 개시하기 전

까지 저장할 계획이다. 본 저장시설의 개요를 표 2-4에, 시설의 위치, 전체배

치도 및 조감도는 그림 2-2~2-4에 나타내었다.

표 2-4. PFSF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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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PFSF 시설위치.

그림 2-3. PFSF 전체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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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도노선

(B) 캐니스터 이송 건물

(C) 콘크리트 패드

(D) 콘크리트 배치플랜트

그림 2-4. PFSF 조감도.

PFSF 시설에 적용할 저장 방식은 콘크리트 캐스크 방식으로, Holtec사의

HI-STORM100을 적용할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MPC에 밀봉한 상태로

PFSF에 반입되어, 철판 콘크리트 저장용기에 MPC를 적재하여 콘크리트 패

드 위에 설치된다. 당초에는 BFS사(BNFL Fuel Solution)의 콘크리트 캐스

크 방식의 저장 시스템인 Transtor도 후보저장방식으로 거론 됐지만, 2000년

1월에 BFS사가 Transtor의 형식 인가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에 PFSF 신청

에서 제외되어 최종적으로 HI-STORM100이 선정되었다. 저장시설의 주요

특성은 표 2-5에 나타냈다. 또, HI-STORM100의 개념은 그림 2-5에, PFSF

관련 안전성평가 개요를 표 2-6에, 캐니스터 취급공정 흐름을 그림 2-6에 나

타낸 바와 같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금속제 수송·저장 겸용 캐니스터에 밀

봉시킨 후, 수송용기에 적재하여 PFSF로 반출된다. PFS사는 연간 100~200

개의 사용후핵연료 캐니스터의 수납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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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사 양

1. 시설개요

(1) 시설 최대 저장용량
콘크리트 캐스크 약 4,000기

(약 40,000MTU)

(2) 인가 저장기간 (년) 20년 (갱신가능)

(3) 저장연료 PWR, BWR

(4) 저장캐스크 형식

① 캐스크 타입
콘크리트 캐스크

HI-STORM100

② 캐스크 1기당 설계발열량
BWR : 20.88 kW/기

PWR : 21.52 kW/기

(5) 캐스크 저장형태 세로형

(6) 제열방식 자연공냉(기기 없음)

2. 설비구성

(1) 저장건물
옥외 콘크리트 패드

(옥외에 저장하므로 저장 건물은 없음)

(2) 캐스크 취급시설

캐스크 이송건물

200 t 천장 크레인

150 t 세미 갠트리 크레인

트랜스포터 (콘크리트 캐스크 이송)

표 2-5. PFSF 주요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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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제열

․ 저장시스템의 설계와 제열능력은 HI-STORM100의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로 평가

․ PFSF의 부지 및 근방의 기온은 HI-STORM100으로 평가한

기온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

밀봉

․ MPC는 NRC스태프에 의해 승인받은 ASME코드에 따라

제조, 검사가 이루어지고 방사성물질 누출은 없다고 보여

진다.

피폭․차폐

․캐스크 표면선량(µSv/h)

- 통부분 350

- 덮개부분 50

- 배기구 150

․4,000기 저장시의 부지 경계선량 : 0.028µSv/h

임계방지

․ 사용된 해석코드는 HI-STORM100의 안전성평가보고서에

기재

․ 유효증배계수는 0.95를 넘지 않는다.

․ 두 개의 이상사건이 동시 또는 연속해서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계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구조강도

․ 시설의 하중조건은 지진하중을 없앤 HI-STORM100의

안전성분석보고서에 포함되었다.

․ HI-STORM100은 모든 하중조건하에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무엇보다 엄격한 하중의 조합에 의한 MPC의 응력은,

구조재료의 허용응력 이하이다.

내진

․ 설계지진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안전상 중요한 구조물,

시스템 및 요소의 미임계성, 밀봉성, 차폐성을 유지하는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

․ 부지고유의 지진에 대해서도 전도, 인접한 캐스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안전을 유지한다.

․ 캐스크 이송건물은 부지고유의 지진에 대해서 안전기능을

유지한다.

․ 저장패드는 부지고유의 지진하중조건을 만족하는 설계이다.

표 2-6. PFSF 안전평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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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HI-STORM100 개념.

 ①수송 캐스크 인수 검사 후, 일으켜 세움 ②수송캐스크에서 캐니스터 인출

③캐니스터 이동 ④콘크리트 캐스크에 ⑤콘크리트 캐스크 이송

캐니스터 적재

그림 2-6. PFSF 캐니스터 취급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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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청에서 인허가까지의 경위

PFS사가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인허가까지의 일정계획은 표 2-7

에 나타낸 바와 같다. 1997년 6월 저장시설 인허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인

허가까지 약 9년이 걸렸다. SAR을 포함한 신청서는 1998년 5월에 Rev.1이

발행된 이후, Rev.22까지 개정을 거듭하였다. Rev.13 이후 SAR 개정 상황을

표 2-8에 나타내었다. PFS사의 계획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저장 개시는

2008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수송을 위한 철도에 관한 문제 등이 있기 때

문에 향후의 스케줄은 유동적이다.

PFS사에서 제출된 PFSF 인허가 신청에 관한 심사는 NRC의 원자력 안

전 허가 위원회(Atomic Safety and Licensing Board, ASLB)에서 실시되었

다. 시설 건설에 반대하는 유타주가 제소한 여러 가지 기술적 및 사회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PFS사의 평가나 답변을 ASLB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러

한 내용을 심리, 검토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아래의 3가지 내용이 PFSF

심사 최종 단계에서 주로 논의가 되었다.

(1) F-16 전투기 추락사고 가능성과 그 영향

PFSF 부지 서쪽 18 mile(28.8 km)에는 유타 훈련 비행장이 있고 무엇보

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유타 훈련 비행장의 군사운용 구역 내에

PFSF가 위치하고 있다.

F-16 전투기 추락사고 가능성이 PFSF의 안전심사에 있어 최대의 쟁점

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ASLB는 2003년 3월 F-16 전투기 추락은「가상사고

대상 사건」으로 결론에 도달하였고, F-16 비행기의 추락 충격에도 저장시

설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PFS사가 입증하기 전까지 NRC에서는

인허가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것에 대해 PFS사는 시설 규모를 콘크리트 캐스크의 저장량을 336기로

한정하는 것으로 항공기 낙하 가능성이 NRC의 확률 평가기준(낙하 확률

1×10-6)보다 낮아지게 되므로 저장량을 336기로 인허가 하도록 요구하는 것

과 조종사가 긴급 탈출 상황에서는 전투기를 부지에서 되도록 먼 곳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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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여 캐스크와의 충돌을 피하는 것이 가능한 것 등 확률론적 평가에 대한

반론을 전개해 나갔다. 그 후, PFS사가 F-16 추락 사고와 관련한 캐스크 강

도, 방사선 영향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인허가 대응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

다. 2004년 1월에「HI-STORM100 사용후핵연료 캐스크와 F-16 전투기 충

돌의 영향에 대한 구조평가」에 관한 보고서와 시설의 잠재적 충격 위험도

에 관한 확률 평가 보고서를 NRC에 제출해 시설 규모를 당초의 계획대로

콘크리트 캐스크 약 4,000기로 결정하였다.

(2) 내진 안전기준 적합성

PFSF가 솔트레이크 시티의 정동쪽 워새치(Wasatch) 단층, 이스트 단층

및 웨스트 단층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과 비슷한 것 등 유타주는

이러한 단층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ASLB는 2003년 5월

PFS사의「동 구역의 지질 상세 조사보고서」및 「시설의 고강도 구조설계

보고서」에 의거해서 지진이 발생해도 대부분 손상은 없고 그 영향도 연방

안전 기준 범위 내에 속한다는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 그림 2-7에

는 PFSF 주변의 단층 분포를 나타냈다.

(3) 철도 추가선로가 자연 환경 조건(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

PFS사는 유니언·퍼시픽 철도 기존 선로에 접속하는 26 mile(41.6 km)의

추가 선로를 건설하여 PFSF로 사용후핵연료를 철도 수송할 계획이다. 유타

주는 이 계획에 대해 추가 선로는 자연 보호 구역을 횡단한다며 이의를 제

기했지만 ASLB는 2003년 12월에 PFS사의 계획을 인정하고 유타주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그러나 추가 선로는 토지 관리국 (Bureau of Land Management, BLM)

이 관리하는 연방 소유지를 통과해야하기 때문에 BLM의 양해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선로의 건설은 실질적으로 실행 불가능 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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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PFSF 인허가 신청이후의 스케쥴

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7월-관보통지
조사원을
원자로안전허
가회의에
임명
6월-조사개시
PHS사에
내진 관련
추가데이터를
요구

12월 -
예비안전성분
석보고서
발행

6월 -
환경영향평가
의 드래프트
발행
9월 -
최종안전성분
석보고서

11월 -
안전평가서보
유1 발행
12월 -
안전평가서
보유2 발행

1월 -
최종환경평가
보고서 발행
3월 -
안전성평가보
고서 종합판
발행

2월 -
PFSF인가

6월 PFSF
신청 제출

5월 - 신청서
개정1 제출
8월 - 신청서
개정2 제출

5월 - 신청서
개정3 제출
8월 - 신청서
개정4,5 제출
9월 신청서
개정6,7 제출
12월 -
신청서 개정
8 제출

2월 - 신청서
개정 9 제출
3월 - 신청서
개정 10 제출
4월 - 신청서
개정 11 제출
5월 - 신청서
개정 12 제출
6월~9월 -
신청서 개정
13~19 제출

1월 - 신청서
개정20~21제
출
3월 -
신청서개정
22 제출
11월 -
신청서 개정
23 제출

5월 - 최종
안전성분석보
고서 제출

2006~2008년
건설?

9월
조사원임명

4월 - 조사원
심의

6월 - PFS사,
조사원 의견
수렴회 개최
솔트레이크시
티
Tooele에서
미팅 개최

의견수렴에서
지적사항
재정(裁定)개
시

8월 - 두
번째 의견
수렴회 개최
(군용기 추락
관련)

2월 - 군용기
추락에 따른
저장캐스크
파손
가능성은
100만분의
1이하라는
결론 도출

1월 -
Pre-Hearing
회의 개최

4월 -
스컬바레지역
을 통과하는
철도관련
회의 개최

11월 -
유타주가
PFSF에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
가 유카
마운틴 최종
처분장에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문
제기

12월 -
연방의회철도
부설예정지를
원생환경보전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방호세출권한
법안 채택
(철도분기점
건설 곤란)

9월 -
내무성이
PFS사의
계획을 각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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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개정번호 제출일 개정개소 개정내용

13 (1) 2000.06.23

2곳 ․ 항공기 추락 위험성 관한 최신데이터 반영

9곳
․ 운전조직으로 PFSF내 안전성평가위원회 관

련 기술추가

10곳
․ HI-STORM100이 저장용기 형식허가 반영

과 「PFSF 기술사양 기초」(부록) 추가

13 (2) 2000.06.28

2곳

․ 방호보건물리건물․관리건물 등의 기초토양

의 내력 관련 평가하는 강도 파라미터변경

에 따른 수정

․ 콘크리트 패드아래의 토양과 관련된 데이터

의 명확화

8곳
․ 캐니스터 이송건물의 화재시 화재높이관련

정보 제거

14 2000.07.18 8곳 ․ 프로판 탱크 파손 시 평가 수정

15 2000.07.27

2곳
․ 캐니스터 이송건물의 구조건전성 관련 건물

설치 영향 계산 수정

8곳
․ 콘크리트 캐스크 트랜스포터의 회오리바람

의 비산물 전도에 관한 평가 추가

16 2000.08.11

2곳 ․ 항공기 낙하위험성 수정

8곳

․ 트랜스포터로 콘크리트 캐스크 이송 시 회

오리바람에 의한 비산물 영향 계산 수정

․ 캐스크 이송건물근방 프로판배관 파손 시

프로판증기발생가능성 관련 평가 수정

17 2000.08.31 (전반)

․ BNFL Solutions의 Transtor 기술 삭제

․ Transtor 관련 정보를 참조하는 경우는 대

표적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스템으로써 참조

한다.

18 2000.09.25 8곳
․ PFSF 퇴피선로상 디젤기관차에서 연료유가

넘쳐흐르는 것에 대한 평가 수정

19 2001.01.19 2곳 ․ 항공기 낙하 위험성관련 최신 데이터 반영

20 2001.01.25 2곳 ․ 최신 순항미사일 리스크평가 내용반영

21 2001.03.30

2곳/8곳 ․ 설계 지진 움직임 수정

4곳
․ 저장캐스크 / 패드 간격 수정

․ 캐니스터 이송건물 설계변경

22 2001.11.21 4곳
․ 저장패드 및 캐니스터이송 건물의 기초 지

질 공학적 데이터 추가

표 2-8. PFSF 안전성분석보고서(SAR) 개정상황 (Rev.12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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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PFSF 주변 단층 분포.

다. 사용후핵연료 수송 계획

PFSF로 사용후핵연료를 수송할 계획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그림 2-8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사용후핵연료의 수송은 최종 환경영향 평가보고서

(NUREG-1714)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철도를 이

용해 PFSF로 사용후핵연료를 수송할 예정이다. 수송용 캐스크 24기를 탑재

열차를 1~2회/주 운영하여 연간 100~200기의 MPC를 수납 할 계획이다. 그림

2-9에는 열차 수송 시 개념도를 나타냈다.

PFS사는 스컬밸리(Skull Valley) 북단의 스컨크릿지로 기존의 유니온·퍼

시픽 철도에 접속하는 추가 노선을 건설해, PFSF에 사용후핵연료를 수송하

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신설 노선의 경로를 그림 2-10에 나타냈다.

각 발전소로부터 PFSF 건설 예정지까지의 수송경로와 수송 시나리오를

INTERLINE 계산코드를 이용해 분석하고, 리스크 평가는 RADTRAN4 계산

코드를 이용하고 있다. INTERLINE 계산 코드는 미국 내의 철도 루트를 시

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설계되었고, 데이터베이스에는 미국 내의 모든 노선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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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FSF에 사용후핵연료 수송 계획이 있는 원자력 발전소.

그림 2-9. HI-STORM100 열차 수송 시 적재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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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유니언·퍼시픽 철도~PFSF간 신설 추가선로 경로.

발전소에서 PFSF 건설 예정지까지 수송 거리 중 가장 긴 곳이 메인양키

발전소이다. 그림 2-11에 메인양키 발전소에서 PFSF 건설 예정지까지의 수

송 경로를 나타냈다. 총 수송 거리는 4,476 km이다.

표 2-9에는 리스크를 평가한 수송 경로와 평가 결과를 나타냈다. 발전소

에서 가까운 철도 노선까지 대형 운반 트럭으로 수송하는 경우, 화물 운반선

으로 수송하는 경우 및 발전소에서 직접 철도로 수송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발전소에서 직접 철도로 수송하는 경우의 리스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스컬밸리 인근의 수송 경로 리스크는 스컨크릿지 PFSF 건설 예정지

사이에 추가 선로를 신설한다는 가정 하에 평가하였다. 스컬밸리 부근 PFSF

건설 예정지까지의 수송 경로는 그림 2-12에 표시된 5개의 경로가 있다. 각

경로의 리스크 평가 결과를 표 2-10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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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메인양키 발전소 ~ PFSF 건설예정지 간의 수송경로.

그림 2-12. 스컬밸리 주변 수송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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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정보
사고 리스크

(200 캐스크 수송)

기점 / 목적지(5)
길이

km
인구(상한)

(만발성암 사망률)

(1/y)

1(1)

살렘발전소(NJ)/살렘철도역

(대형운반트럭)
24 3.1×106 5.0×10-5

철도차량에 적재 − 작업자9명 0

살렘철도역/틴피(6) 3,907 4.3×106 2.4×10-3

합계(사렘~틴피) 3,931 7.4×106 2.5×10-3

2(2)

세인트루시 발전소(FL)/센트루이스

(바지선)
3,185 4.3×106 4.6×10-2

철도차량에 적재 − 작업자9명 0

센트루이스/틴피

(철도)
2,350 3.9×106 4.8×10-4

합계 (세인트루시~틴피) 5,535 8.2×106 4.6×10-2

3(3)

세인트루시 발전소(FL)/로더델

(바지선)
140 4.3×106 3.9×10-2

철도차량에 적재 − 작업자9명 0

로다델/틴피

(철도)
4,580 3.8×106 1.6×10-3

합계 (세인트루시~틴피) 4,720 8.1×106 4.1×10-2

4(4)

메인양키 발전소(ME)/틴피

(철도)
4,383 4.4×106 4.4×10-6

틴피/PFSF

(대형운반 트럭)

(각 선택 루트 공통)

42 2.3×10
3

1.1×10
-7

표 2-9. 복합수송 예와 메인양키~PFSF 루트에서 사고 발생 시 리스크 비교

(1)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노선까지 대형운반 트럭으로 수송하는 경우의 대표 예

(2),(3) 발전소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노선까지 바지선으로 수송하는 경우의 대표 예

(4) 발전소에서 직접철도로 수송하는 경우

(5) 기점은 각각의 수송방식의 대표 예로 선정한 발전소

(6) 틴피는 PFSF에서 가장 가까운 철도노선에서 대형운반 트럭으로 적재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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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F로의 루트

기점

1년간의 철도수송에 따른 리스크(1)

(면발성 암사망율)(1/y)

무사고시 리스크 사고시 리스크(2)

수송종사자 일반대중 일반대중

유타주 브락록 1.65 × 10-4 4.55 × 10-5 9.40 × 10-6

네바타주 카린 1.64 × 10-4 3.12 × 10-5 5.65 × 10-6

와이오밍주 그렁가 2.36 × 10-4 2.60 × 10-4 1.19 × 10-4

유타주 그린리버 2.38 × 10-4 3.10 × 10-4 1.11 × 10-4

아이다호주

포카테로
2.35 × 10-4 2.82 × 10-4 1.17 × 10-4

표 2-10. PFSF에 1년간 철도수송에 따른 리스크

(1) 스컨크릿지에서 철도 추가선로를 통해서 유타주 스컬밸리에 있는 PFSF에 사용후핵

연료를 수송하는 경우의 리스크

(2) 사고 시에 열차상의 4기 캐스크 모두에서 같은 양의 방사능이 방출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상한을 나타냈다. 만약 1개의 캐스크가 중도 고장으로 방사능이 방출됐다면 일

반대중이 받는 선량은 약 3.58분의 1정도로 가정되었다.

PFS사는 고슈트족과의 토지 리스계약에 근거해, 40년 후에 최종 처분장

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계획이다. 최종 처분장 건설지를 유카 마운틴으

로 하는 수송경로 분석을 하고 있지만 에너지부(Department of the Energy,

DOE)가 최종 처분장을 유카 마운틴으로 결정하지 않아 유타주와 네바다주

경계선까지의 수송 경로만 기재가 되어 있다. 주 경계까지의 수송 경로는 그

림 2-13에 나타냈다. 주 경계까지의 수송거리는 스칸크리지 PFSF 건설 예정

지 사이에 추가 선로를 포함해 569 k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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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최종처분장까지의 수송경로 (유타주/네바다주).

라. 최근 상황

스칸크리지~PFSF간의 사용후핵연료 수송을 위한 추가 선로는 BLM가

관리하는 연방 소유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추가 선로 부설에는 내무부

(Department of the Interior；DOI)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PFSF 건설 예정지 인근의 투웨러군 연방 소유지를 환경보전지역

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 연방 법안이 2005년 12월에 연방 의회에서 가결

되어 2006년 9월에 DOI는 BLM의 관리부지 이용계획을 각하하여 실질적으

로 추가 선로 건설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DOI가 추가선로 건설계획을 각하하게 된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다.

· 내무부 장관은 PFS사의 활동을 단속할 수 없다.

· 유카 마운틴 최종 처분장의 운전개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사용후핵연

료가 스컬밸리에서 최종적으로 반출된다는 보장이 없다.

· 환경 영향 평가보고서에서 테러 공격에 대한 영향 평가가 나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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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 BLM에서 관리 지역 통행권 요구를 거부하는 요청이 있었다.

· PFSF 부지에는 경찰의 보호가 없다.

· 내무부에는 PFSF와 같은 시설을 감시할 능력이 없다.

· 철도에서 트레일러로 옮겨 실을 때 다수의 작업자에게 방사선 피폭의

영향이 있다.

그러나 위 사항에 대해 PFS사는 연방 재판소에 제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PFSF계획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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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미국의 중간저장관련 주요 인허가 사항

1. 사용후핵연료 저장 캐스크의 인허가 현황

2006년 12월 기준으로, Holtec사의 HI-STORM 100U 및 NAC

International, Inc.(NAC사)의 MAGNASTOR4)가 미국 연방 규정 10CFR72

“Licensing Requirements for the Independent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High-Level Radioactive Waste, and Reactor-Related Greater than

Class C Waste” (사용후핵연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및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GTCC 폐기물의 독립 저장 인허가 요건)에 근거하는 용기의 형식

인가를 신청 중이다. 인허가 관련 주요 상황은 아래와 같다.

가. HI-STORM 100U

Holtec사는 자사가 개발한 콘크리트 캐스크 HI-STORM 100에 지하 저

장형 HI-STORM 100U (U는 Underground(지하)를 의미)를 추가하고, 저장

용기의 형식 인가를 신청 중에 있다. HI-STORM 100U의 개요는 표 3-1에,

개념도는 그림 3-1~3-4에 나타냈다. 사용후핵연료를 밀봉한 금속제 캐니스터

(Multi-Purpose Canisters, MPC)를 저장하는 콘크리트 저장용기(Cavity

Enclousre Container；CEC)를 지하에 설치하고, CEC 상부에 배기공 등이

있는 뚜껑을 설치하는 구조이다. 지상부의 높이는 0.6 m 이하로, 냉각 공기

는 뚜껑 측면에서 일단 CEC의 하부 플레넘에 도달 후 MPC 측면으로 올라

와 상부 플레넘을 통해 뚜껑의 구멍으로 배출된다.

HI-STORM 100U의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Ÿ 지상형 HI-STORM 100과 MPC 등은 호환성을 가진다.

Ÿ 지반의 방사선 차폐 효과로 선량이 큰 폭으로 저감되므로 부지 경계

선량을 실질적으로 0으로 한다.

Ÿ 비산물, 화재 등에 따른 충분한 방호 기능을 가진다.

4) NAC사의 MAGNASTOR는 2009년 2월 CoC를 획득하였음. Kent S Cole, "Overview of NAC International 

and Experience in Spent Fuel Dry Storage" 발표자료, 2010. 7. 23,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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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홍수로 수몰되어도 MPC의 냉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2006년 10월 정보에 따르면, Holtec사는 HI-STORM 100의 열 부하 인

상에 대한 승인을 우선적으로 취득하기 위해 HI-STORM 100의 수정 신청

서에 기술된 지하 저장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지만 재차 신청해 2007년에 인

가 취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1. HI-STORM 100U (Holtec사) 개요

항 목 개 요

제열

(1기당 최대 발열량)

균질한 저장 : 34 kW/기

고발열량의 연소를 주변부의 셀에 장전하는 경우 : 36.8

kW/기

내진
설계 기준가속도

수평 : 1.25g / 수직 : 0.8g

지상부 최고 높이 584 mm (23 in)

MPC(캐니스터) 타입

MPC-68 (BWR)

MPC-32 (PWR)

MPC-24 (PWR)

최고농축도 PWR : 5 % / BWR : 4.2 %

최고연소도
PWR : 68.2 GWD/MTU

BWR : 65 GWD/MTU

최소간격

(중심간 거리)
3.66 m (12 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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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HI-STORM100U 이미지.

그림 3-2. HI-STORM 100(지상형)과 HI-STORM 100U(지하형) 개념 비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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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HI-STORM 100U 개념도.

 그림 3-4. HI-STORM 100U 캐니스터(MPC)장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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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PWR BWR

용량 37집합체 87집합체

최대발열량 35.5 kW(주1) 33 kW(주1)

최소냉각기간 4년 4년

최고농축도 5% 4.5%

최고연소도 60 GWd/MTU 60 GWd/MTU

나. MAGNASTOR

NAC사가 2004년에 개발한 다목적 저장 시스템 MAGNASTOR

(Modular Advanced Generation Nuclear All-Purpose Storage)에 대해서

10CFR72 규정에 근거하는 저장 용기의 형식 인가를 신청, 2009년 2월 인가

를 취득하였다5). 본 시스템의 개략도를 그림 3-5에 나타냈다. 캐비티 내경 7

in(180.34 cm)의 캐니스터에 PWR 연료 37개 또는 BWR 연료 87개를 적재

하는 대용량 저장이 특징이다. MAGNASTOR에 저장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의 사양은 표 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60 GWd/MTU까지 고연소도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이 가능하다.

동 시스템의 MPC는 미국 연방 규정 10CFR71 "Packaging and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 (방사성물질의 밀봉과 수송)에 기초

해 수송용기로써의 형식인가도 받았다.

표 3-2. MAGNASTOR (NAC사) 저장대상 사용후핵연료 사양

 (주1) 수송 시 최대 28 kW

5) Kent S Cole, "Overview of NAC International and Experience in Spent Fuel Dry Storage" 발표자료, 

2010. 7. 23, KAERI.



- 30 -

        저장캐스크                               캐니스터

바스켓

그림 3-5. MAGNASTOR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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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G-1 개정

NRC는 2006년 12월에 ISG(Interim Staff Guidance)-1 "Damaged Spent

Nuclear Fuel, Rev.2"의 드래프트를 공개하여 2007년 1월 26일까지 의견을

접수하였다.

기존 ISG에서는 결함 사용후핵연료를 핵연료주기 사이클의 후행핵연료주

기의 단계에 있든지 수송 또는 저장 시스템의 설계와 관계없이 정의되었지

만 본 개정에서는 조사·저장·수송 사이에 변화하는 연료봉과 연료집합체의

물성과 물리적조건 등이 규제상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결함 사용후

핵연료로 가정한다. 따라서 결함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은 핵연료주기 사이클

의 단계, 저장 또는 수송 시스템의 설계에 의존하게 된다.

본 개정에서는 연료집합체가 결함 사용후핵연료로 가정되기 위해서는 아

래의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Ÿ 핵연료주기사이클의 어느「단계」(저장인지, 수송인지, 아니면 전부

인지)에 있는지 정의해야 한다.

Ÿ 위와 같이 특정한 단계의 규제요건에 합치하기 위해 신청자가 사용

후핵연료 규제 또는 시스템 관련하는 규제를 설정한다.

Ÿ 사용후핵연료가 상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의

구조 변화와 특성

Ÿ 고려된 구조를 평가할 때에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이 규제에 합당한

것을 나타냄 「허용가능 해석」

Ÿ 상기에 기초한 사용후핵연료와 집합체가 「결함」으로 판단되는 물

리적 특징

이러한 기능에 바탕을 둔 결함 사용후핵연료의 정의를 적용함으로써 임

계·제열·구조강도·밀봉·차폐에 관한 규제상의 대응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취

급상 대체수단이 필요한 결함 사용후핵연료의 양이 최소화된다.

예를 들면 열상연료(grossly breached spent nuclear fuel)는 저장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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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결함 사용후핵연료로 간주되지만, 수송의 관점에서는 임계 등의 규제

요건에 만족할 경우, 결함 사용후핵연료로 간주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또, 저장 캐스크가 대기 중에서 상당히 높은 온도 상태로 저장될 경우에

열상 연료는 저장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단순한 열상 연료도 장기적으

로 본다면 열상 연료가 되므로 모든 열상 연료는 결함 사용후핵연료로 간주

된다. 수송에서도 이러한 연료는 수송 규정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파손 연

료로 간주된다. 하지만, 불활성 분위기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열상 연료만이

결함 사용후핵연료로 간주된다. 위의 관계를 그림 3-6에 나타냈다.

Ÿ NUREG-1536 "Standard Review Plan for Dry Cask Storage

Systems", NUREG-1567 "Standard Review Plan for Spent Fuel Dry

Storage Facilities", NUREG-1617 “Standard Review Plan for

Transportation Packages for Spent Nuclear Fuel", ISG-8 Rev.2

“Burnup Credit in the Criticality Safety Analyses of PWR Spent

Fuel in Transport and Storage Casks, Rev.2", ISG-11

Rev.3"Cladding Considerations for the Transportation and Storage

of Spent Fuel, Rev.3"의 정의 및 기술을 본 ISG에 기초해 수정 한다.

Ÿ NUREG-1617에서 수송을 위한 결함 사용후핵연료를 용기에 밀봉하는

제안을 수정한다.

Ÿ ISG-8 Rev.2의 「건전 연료(intact fuel)」를 「비파손 연료

(undamaged fuel)」로, ISG-11 Rev.3의 「건전한 사용후핵연료(intact

commercial spent fuel)」를「파손되지 않는 사용후핵연료(undamaged

commercial spent fuel)」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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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ISG-1 Rev.2에 따른 결함 사용후핵연료 분류.

3. 연소도 크레디트 관련 규제 동향

NRC는 2006년 10월 10CFR71에 의거, 수송 캐스크의 형식 인가를 신청한

Holtec사의 수송 저장 겸용 캐스크 HI-STAR 100에 수송 캐스크로는 처음

으로 연소도 크레디트를 고려한 형식 인가를 실시했다. 연소도 크레디트가

승인된 HI-STAR 100은 아칸소·뉴클리어·원(ANO), 퍼레이, 디아브로캐니온,

세코이야, 호세 카브레라 발전소 등의 고농축도 PWR 캐니스터 MPC-32의

적용이 가능해졌다.

가. 연소도 크레디트 적용 경위

2006년 2월에 공개된 HI-STAR 100의 10CFR71 신청용 SAR Rev.11에

서는 연소도 크레디트를 고려한 캐니스터 MPC-32가 신청 대상으로 포함되

어 있었다. 그러나 연소도 크레디트와 관련되는 해석 부분을 기재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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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 “Burn-up Credit for the MPC-32”의 전 부분이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

에 연소도 크레디트와 관련된 신청 내용은 불분명했다. 그러나 2006년 10월

에 공개 된 SAR Rev.12에는 부록 6.E가 첨부되었다.

SAR 및 SER에서 NRC는 ISG-8 Rev.2로 규정되어 있는 악티니드에 대한

크레디트를 인정한 것과 더불어 Holtec사의 신청을 바탕으로 SG-8 Rev.2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핵분열 생성물 크레디트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NRC는 연소도 크레디트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장전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측정과 더불어 원자로 운전 기록 확인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대해서는 연소도 측정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Holtec사의 의견이 거부되었

다. Holtec사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Ÿ 산업계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원자로 기록이 사용후핵연료 풀에서의

연소도 측정보다 우수한 연소도 지표이다.

Ÿ 사용후핵연료 풀에서 특정 연료 집합체의 방사선 측정치, 초기 농축도

등의 노내 기록이나 풀에서의 냉각기간으로 연소도를 추정하지만, 값

을 바로잡기 위해서 복수의 연료 집합체의 측정이 필요하므로 작업자

의 피폭이나 비용 및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Ÿ 한편, 노심의 전체 출력 및 노심계장에 근거하는 출력 분포에서 연소

도를 추정하는 것은 정상 실시되고 있으므로 계산 결과와도 거의 일치

하고 있다.

나. HI-STAR 100의 개요

HI-STAR 100은 사용후핵연료를 장전해 용접으로 밀폐한 금속제의

MPC와 MPC를 수납하는 완충체가 있는 금속 캐스크(오버팩)로 구성된다.

HI-STAR 100은 외형의 크기는 같지만, 바스켓 설계가 다른 복수 종류의

MPC로 구성되어 있고, 1 종류의 캐스크로 광범위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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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10에 HI-STAR 100 및 MPC-32의 개요도를 나타냈다. PWR

연료는 연료 집합체를 24개를 장전하는 MPC-24와 32개를 장전하는 MPC-

32가 있지만, 연소도 크레디트는 임계 관리용 플럭스 트랩이 없는 MPC-32

를 대상으로 적용되었다. MPC-32 바스켓에 플럭스 트랩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수납 개수가 많아 캐니스터 내의 공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림 3-7. HI-STAR 100 캐스크 전체도.

그림 3-8. MPC와 HI-STAR 100 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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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MPC 종단면도.

그림 3-10. MPC-32 수평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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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소도 크레디트와 관련 SAR

표 3-3에 HI-STAR 100의 SAR Rev.12(2.1-25) 제6장「임계 계산」의 기

재 내용 중 연소도 크레디트와 관련된 내용을 나타냈다.

HI-STAR 100에서는 연소도 크레디트의 적용에 즈음하여 ISG-8 Rev.2

규정에 없는 부분도 적용하고 있다. 그림 3-11에는 배출 연료의 초기 농축도

와 연소도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ISG-8 Rev.2에 의하면 그림상의 파선보

다 좌측 범위의 연료, 즉 배출 연료의 약 27 % 밖에 장전 할 수 없지만 본

SAR 방법에 의하면 그림상의 실선보다 좌측의 범위의 연료, 즉 배출 연료의

약 50 %가 장전 가능하게 된다.

그림 3-11. 배출연료 연소도분포 및 장전곡선.

(1) 연료 집합체 사양

MPC-32로 수송이 인정되는 것은 연료 집합체 클래스 15×15D, E, F, H

및 17×17A, B, C 이며, 최대 초기 농축도가 5.0 wt%U23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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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MPC-32 연소도 크

레디트 도입 이유

․ 10CFR71에서 수송 중 사고 시 조건에 있어서의 감속재

(비붕산수)

․ MPC-32는 플랙스 트랩이 없다.

ISG-8 적용

․ 연소도 크레디트 평가에는 ISG-8 Rev.2에 근거

․ 다만, ISG-8 Rev.2의 권고 중 일부 제외 필요.

․ (ISG-8 Rev.2에는 악티니드 관련 연소도 크리디트에

한정되지만 발전소의 현실 적용에 있어서는 연소도와

농축도의 커브(장전 커브)의 적용으로 핵분열생성물에

관한 부분적인 크레디트를 적용

농축도 등
․ PWR 연료의 농축도는 2.0~5.0%로 가정

․ 농축도 대응 최저연소도는 표 2.1.18 참조

안전해석 코드 등

․ 사용후핵연료의 핵종조성계산 : CASMO-4 코드 (2차원

수송코드)

․ 연소도 크레디트에 의한 임계해석 : MCNP4a 코드

․ 제조공차에 의한 반응도의 증가효과 평가 (제조공차의

반응도효과의 개략과 그 경향을 파악하는 정성적 평가;

몬테카를로 코드에 입력해 가장 보수적인 케이스조건

설정을 위한 올바른 반응도 효과를 주는 공차를 동정

(同定)하기 위해)

벤치마크 해석

․ 실험데이터 (UO2 사용후핵연료의 임계 시험데이터가

없으므로 MOX 연료의 임계 실험데이터에 근거)와의

비교 해석 : 바이어스 합계 (keff=1,000부터의 편차)는

-0.0006±0.0009

표 3-3. HI-STAR 100의 SAR Rev12에 따른 연소도 크레디트 검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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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타입 삽입물 타입 흡수재 피복관

B&W 15×15 독물봉 3%B4C의 AL2O3 질카로이

B&W 15×15
제어봉

(RCCA 및 APSR)
AgInCd 스테인레스

WE 17×17
독물봉

(파이렉스)
12.5%B2O3의 SiO2 스테인레스

WE 17×17
독물봉

(WABA)
14%B4C의 Al2O3 질카로이

WE 17×17 제어봉 AgInCd 스테인레스

(2) 감손 계산

연소도 크레디트를 적용하기 위한 감손 계산에는 운전 파라미터가 필요

하고, 중성자유효증배계수(Keff)에 영향을 주는 주요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

다.

Ÿ 노심의 비출력

Ÿ 감속재 온도

Ÿ 연료의 온도

Ÿ 감손 기간에 따른 수용성 붕소 농도

운전 조건에 관한 다른 문제점으로는 연료집합체 삽입물(가연성독물봉,

제어봉 등)과 축 방향의 연소도 분포가 있다. 삽입물의 주요 사양을 표 3-4

에 나타냈다. 또, 연료 집합체의 운전이력을 보수적으로 고려하여 장전배향

을 평가한 결과, 표 3-5에 나타난 장전배향타입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삽입물 주요 사양

 (주) RCCA ：Rod Cluster Control Assembly（연료봉 클러스터 제어집합체）

APSR ：Axial Power Shaping Rod（축출력 조정봉）

WABA ：Wet Annular Burnable Absorber（습식환상가열흡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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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향 연료집합체 사양

A

․ 어떤 사이클 운전기간 중(플랜트 운전절차에 따라)에서도 100 %

출력 운전 시 삽입이 허용된 제어봉 팩에 맞는 연료집합체

․ 혹은, (플랜트 운전절차에 따라) 100 % 출력 운전 시 삽입이 허

용된 제어봉을 기준으로 운전기록에 기반 한 100 % 출력 운전

시에는 제어봉의 삽입 유효 길이가 8 in(203.2 mm)이하인 것이

증명 된 연료집합체

B

․ 연료집합체 32개 중, 최대 8개 까지가 100 % 출력 운전 시 제어

봉 팩의 삽입이 8 in(203.2 mm)를 넘는 것이 허용된 노심위치에

서 있는 것. 기간의 제한 없음 (연소도 관련)

․ 나머지 연료집합체가 「배향A」와 동등한 상태 인 것.

C

․ 연료집합체 32개 중, 최대 8개 까지가 100 % 출력 운전 시 제어

봉 팩의 삽입이 8 in(203.2 mm)를 넘는 것이 허용된 노심위치에

서 있는 것. 또는, 연소도 20 GWD/MTU에 제한된 제어봉 팩에

있는 연료집합체

․ 나머지 연료집합체가 「배향A」와 동등한 상태 인 것.

D

․ 연료집합체 32개 중, 최대 8개 까지가 100 % 출력 운전 시 제어

봉 팩의 삽입이 8 in(203.2 mm)를 넘는 것이 허용된 노심위치에

서 있는 것. 또는, 연소도 30 GWD/MTU에 제한된 제어봉 팩에

있는 연료집합체

․ 나머지 연료집합체가 「배향A」와 동등한 상태 인 것.

표 3-5. MPC-32에서 연료집합체 장전 배향

감손 계산 코드인 2차원 수송코드 CASMO-4가 사용되었고 연료 펠렛 및

피복관의 지름이나, 안내관 및 계장용관의 배치, 제어봉 및 가연성독물을 포

함한 모든 재료 조성과 관련한 상세 사항을 개별연료 집합체의 평단면으로

모델화하고 있다.

(3) 벤치마크

ISG-8 Rev.2에서는 연소도 크레디트에 사용되는 감손 및 임계 코드는

계산과 실험결과의 비교를 비교하는 것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SAR에서는 전체 방법론 중에서 다른 측면에 대해서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

해 3개의 다른 벤치마크 계산을 실시한 것이 나타나 있다. 각각의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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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바이어스가 필요하다면 임계 계산 또는 연소도 대 농축도 곡선에 사용

하려 한다.

(4) 임계 계산

연소도 크레디트 방법론 중, 임계 해석에 몬테카를로 코드 MCNP4a가

사용되었다. 아래의 데이터를 모두 결합하여 MCNP에 입력한다.

Ÿ 주 모델은 연료 집합체, MPC 및 내부의 바스켓, 금속 캐스크(오버

팩)를 갖춘 미사용 연료로 가정한 계산과 동일한 모델이다.

Ÿ 집합체는 축방향 연소도 특성에 의해 축방향으로 18 분할된다.

Ÿ 각 부분에서 대응하는 감손 계산에서 동위체 조성을 얻는다. 동위체

조성은 집합체 클래스, 초기 농축도 및 국부 연소도에 바탕을 두었

고, 연소도는 축방향 연소도 특성 및 평균 연소도에 의해 계산되었

다.

Ÿ 18 분할 부분 동위체 조성은 동일 초기 농도에 근거한 것으로 축방

향 블랭킷은 고려하지 않았다.

Ÿ 임계 계산은 유효 길이 150 in(3,810 mm)로 실시되었고 이 길이는

WE(Westinghouse)사 제조 17×17 PWR 사용후핵연료 및 B&W

(Babcock & Wilcox )사 제조 15×15 PWR 사용후핵연료의 실제 유

효 길이보다 길다.

Ÿ 연료 및 바스켓의 경계 치수를 사용하여 바스켓 셀 내에서의 연료의

편심 배치를 고려한다.

Ÿ 노심에서 중성자다발의 구배에 의한 집합체 단면의 위치에 따라 연

소도에 차가 생긴다. 어떤 상한 연소도는 평균 연소도와 25 % 정도

차가 생기고 그 차는 저연소도에서는 크고, 연소도가 올라간 만큼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Ÿ 바스켓 치수의 허용차를 평가하기 위해서 MCNP 계산이 실시되었고

표 3-6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 최대 반응도는 최소 셀피치,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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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2) 박스ID(*2) 박스 두께(*2)
MCNP4a

keff계산값(*3)

MPC-32 (17×17A, 4.0% 농축도)

최소값 최소값(8.73″) 공칭값 (9/32″) 0.9171±0.0005

공칭값 공칭값(8.79″) 공칭값 (9/32″) 0.9173±0.0005

최대값 최대값(8.85″) 공칭값 (9/32″) 0.9157±0.0005

공칭값 공칭값(8.79″) 공칭값+0.05″(0.331″) 0.9167±0.0005

최소값 최소값(8.73″) 공칭값+0.05″(0.331″) 0.9168±0.0005

최대값 최대값-0.05″(8.80″) 공칭값+0.05″(0.331″) 0.9142±0.0005

셀 ID 및 공칭 두께 경우에 대응하고 이 조합을 설계 계산의 기초로

하여 상정하였다.

Ÿ 연료 집합체의 편심 배치에 따른 반응도 영향에 대해서는 표 3-7에

계산 결과가 나타나 있다. 바스켓을 중심으로 편심인 경우는 반응도

가 상승하므로 이것을 설계 계산의 기초로 하고 있다.

Ÿ 연료 치수 편차에 의한 반응도 영향에 대해서는 표 3-8에 계산 결과

가 나타나 있다.

Ÿ 보수적 경계 치수를 가진 집합체에 대해 평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

다고 생각한다.

표 3-6. 바스켓 제작공차에 대한 MCNP4a 평가(*1)

 (주) *1 : 괄호값은 사용한 실제 값을 표시.

     *2 : 피치 및 박스ID의 공차는 ±0.006″, 박스 두께의 공차는 +0.05″, -0.00″

     *3 : 숫자는 1σ 총계적 불확실성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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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 클래스

집합체가 바스켓셀

중심에 배치된

경우의 keff 계산값

집합체가 바스켓

중심에 이동배치된

경우의keff 계산값

keff 값의 차

15×15F

(4wt%,

40GWD/MTU)

0.9317 0.9333 0.0013

17×17A

(4wt%,

40GWD/MTU)

0.9153 0.9217 0.0064

조건 keff 계산값 참조값과 keff 값의 차

참조값 0.9301 n/a

펠렛외경+0.001″ 0.9297 -0.0004

펠렛외경-0.001″ 0.9300 -0.0001

피복관내경+0.004″ 0.9321 0.0020

피복관내경-0.004″ 0.9272 -0.0029

피복관외경+0.004″ 0.9281 -0.0020

피복관외경-0.004″ 0.9320 0.0019

GT두께+0.01″ 0.9287 -0.0014

GT두께-0.01″ 0.9320 0.0019

표 3-7. 연료 편심배치에 의한 반응도 영향

표 3-8. 연료 수치편차에 의한 반응도 영향

(집합체 클래스 15×15F @4% 농축도 및 40GWD/M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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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집합체

배향/

클래스

배향(*1)
최대농축도

(wt% U-235)

최소연소도(*2)

(GWD/MTU)

15×15D, E, F,

H

A 4.65 B=(1.6733)*E3-(18.72)*E2+(80.5967)*E-88.3

B 4.38 B=(2.175)*E3-(23.355)*E2+(94.77)*E-99.95

C 4.48 B=(1.9517)*E3-(21.45)*E2+(89.1783)*E-94.6

D 4.45 B=(1.93)*E3-(21.095)*E2+(87.785)*E-93.06

17×17A, B, C

A 4.49 B=(1.08)*E3-(12.25)*E2+(60.13)*E-70.86

B 4.04 B=(1.1)*E3-(11.56)*E2+(56.6)*E-62.59

C 4.28 B=(1.36)*E3-(14.83)*E2+(62.27)*E-72.93

D 4.16 B=(1.4917)*E3-(16.26)*E2+(72.9883)*E-79.7

(5) 장하곡선 구축

모든 바이어스 및 95 % 신뢰 수준으로 불확실성 요소를 포함한 중성자

유효증배계수(이하,「Keff」)는 0.95를 넘어서는 안 된다.

타입 및 A부터 D배향의 차이에 따른 각 집합체의 필요 연소도는 표 3-9

에 나타난 3차 다항식으로 구한 값이 장하곡선을 구성하고 있다(그림 3-12

및 그림 3-13 참조). ISG-8 Rev.2에서는 연소도 상한을 50 GWd/mtU로 제

한하고 있기 때문에 MPC-32의 장전곡선의 상한은 50 GWd/MTU이다.

표 3-9. MPC-32로 수송에 요구되는 최대농축도 및 최소연소도

 주) *1 : 표 2.1.14 참조

     *2 : B : 최소연소도, E : 초기농축도

     *3 : 냉각기간 :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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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MPC-32 B&W 15×15집합체 장전곡선(초기 농축도에 대한 최소 연소도).

그림 3-13. MPC-32 B&W 17×17집합체 장전곡선(초기 농축도에 대한 최소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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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진

(가) 동위체 조성 및 단면

연소도 크레디트의 평가를 통해 개별 동위체의 보정 계수 또는 반응도 마

진을 불확실성 요소로 고려하였다. 이러한 마진은 벤치마크 실험으로 측정값

과 계산값의 비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각 불확실성 요소의 단계적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서 집합체 15×15F 및

17×17C 에 대한 계산이 실시되었다. 동위체의 범위에 따른 해석 결과의 비

교를 아래에 나타냈다.

Ÿ CASMO가 계산할 수 있는 모든 핵종을 계산에 포함하면 keff는 약

0.89, 필요한 연소도는 약 30~32 GWd/MTU가 된다.

Ÿ 벤치마크로 대상이 되지 않은 핵종을 제외한 계산에서는 keff는

0.02 ⊿k 증가하고, 필요한 연소도는 약 2 GWd/MTU 증가한다.

Ÿ 결정된 마이너 악티나드와 FP의 동위체 보정 계수를 이용하면 keff

는 0.93, 연소도는 37~38 GWd/MTU로 증가한다.

Ÿ 주요 악티나드 조성과 관련된 바이어스와, 바이어스와 관련되는 불

확실성과 마이너 악티나드와 FP의 반응도 효과를 고려한다면 keff

는 0.945, 연소도는 39 GWd/MTU가 된다.

Ÿ 마지막으로 반응도를 감소시키는 바이어스를 0으로 (장하곡선을 설

정하는 계산에 대응)하면 keff는 0.957, 연소도는 42 GWd/MTU가

된다.

처음과 마지막 값의 차이는 반응도 증가가 0.065⊿k, 연소도는 10~12

GWd/MTU가 된다. 이것은 동위체 조성 및 단면에 관한 각 불확실성 요소

에 따라 달라지지만 상당히 차이가 크다고 생각된다.

(나) 운전 파라미터

반응도에 큰 영향을 주는 운전 파라미터는 감손중의 감속재 온도 및 가용

성 붕소 농도, 축방향 연소도 분포이다. 운전 파라미터로 부가 마진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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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기 위한 계산이 실시되고 있지만 계산 결과의 도표는 비공개인 상

황이다. 결과적으로 마진은 0.03에서 0.08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마진은 집합체 고유의 것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없다. 마진을 이

용하기 위한 방법론과 경계의 개요 또는 계산예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향

후의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

(7) 전망

여기서 공개된 연소도 크레디트의 대처 및 방법론으로 상당 부분의 연료

집합체가 MPC-32로 수송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많은 경계 가정이나 보수적

불확실성 요소의 적용이 요인이 되어, 고농축도에서는 필요 최저 연소도에

이르지 않은 집합체가 상당 부분 존재한다. 향후, 개선 과제로는 아래와 같

은 사항이 있다.

Ÿ 연료 동위체 조성 및 반응도의 영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요소의 마

진은 벤치마크 실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관측되는 불확실성 요

소는 연소도와 명확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연소도와 관

계가 없는 불확실성 요소를 제외하고, 불확실성 요소가 확대되는 이

상 데이터를 규정하는 실험을 재검토한다면 마진을 대폭 줄이는 것

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Ÿ 특정 캐스크 또는 집합체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보수적인 경계의 상

정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Ÿ 노심에서 꺼낸 후 장시간 냉각한 연료 집합체, 가연성독물봉, 제어봉,

수치환용 가이드튜브 플러그 등의 삽입물이 있는 연료 집합체를

MPC 내에 저연소도 연료집합체 주변에 고연소도의 연료 집합체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면 보다 저연소도 장하곡선을 생성할 수 있을 것

이다.

(8) 연소도 크레디트 요약

연소도 크레디트 평가는 10CFR71과 관련된 모든 조건 아래에서 최소연



- 48 -

소도에 있어서 MPC-32내의 반응도가 규제치인 0.95이하가 되었다. 또, 연료

집합체 상태에 의한 불확실성 요소를 충분히 제거하고 높은 안전 여유도를

확인 할 수 있다. 방법론은 대체 대처방안으로 벤치마크와 함께 ISG-8

Rev.2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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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중간저장시설 관련 PRA 방법

2006년 6월, NRC 사용후핵연료 프로젝트국(Spent Fuel Project Office,

SFPO)의 의뢰로 원자력규제개발국(Office of Nuclear Regulatory Research,

RES) 및 핵물질 안전보장국(Office of Nuclear Material Safety and

Safeguards, NMSS)이 공동으로 정리한 중간저장시설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PRA)와 관련한 드래프트 보고서 “A Pilot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f a Dry Cask Storage System at a Nuclear Power Plant" (원자력발전소

에서 건식 캐스크 저장시스템의 시험적 PRA ; 이하 「NRC Pilot PAR」)를

방사성폐기물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Nuclear Waste, ACNW)

에 제출하고 그 내용을 공개했다. NRC Pilot PRA의 리스크평가의 흐름도는

그림 4-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본 장에서는 NRC Pilot PRA의 내용을 조사하고, EPRI 보고서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 of Bolted Storage Casks"의 PRA

방법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정리하였다.

1. 모델 저장시스템과 사용후핵연료 저장공정

NRC Pilot PRA가 모델로 한 저장 시스템은 MPC, 이송 캐스크 및 콘크

리트 저장용기로 구성된 Holtec사의 콘크리트 캐스크 건식저장 시스템인

HI-STORM 100이다. 특정 BWR 원자력발전소에 배치 및 캐스크 저장 공정

을 가정하여, 캐니스터 연료 저장과 저장준비, 원자로건물에서 저장패드로의

이송과 저장패드 위에서 20년간 저장했을 경우의 콘크리트 캐스크 1기당 연

간 리스크를 계산하였다.

HI-STORM 100의 구성은 그림 4-2 및 그림 4-3에 나타냈다. 이 시스템

은 사용후핵연료를 담아두는 MPC, 작업원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 기

능이 있는 이송 캐스크 및 저장 시 방사선을 차폐하고 냉각공기의 유로를

형성하는 콘크리트 저장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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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NRC Pilot PRA의 리스크 평가 수칙과 보고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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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HI-STORM 100 MPC 및 이송 캐스크.

그림 4-3. HI-STORM 100 MPC 및 콘크리트 저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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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 Pilot PRA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MPC에 장전하고 저장패드 위에

놓기까지 모든 공정을 연료장전(handling), 이송(transfer) 및 저장(storage)의

3단계로 나누고 표 4-1 및 그림 4-4에 표시된 34개의 작업공정으로 분류하

여 리스크 평가를 수행하였다. 작업공정 1~22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2차 밀봉

구역에서의 작업이다. 2차 밀봉 구역 내에는 이송 캐스크의 낙하에 따른 방

사성물질이 방출된 경우는 2중화된 검출계통·2차 밀봉 격리계통·예비용 가스

처리계통이 작동하고 있다.

2. 원인 사건

가. 원인 사건 가정

사용후핵연료 저장작업공정의 연료장전, 이송 및 저장 각 작업 단계에서

추출되는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원인 사건(Initiating Events)을

표 4-2에 나타냈다. 원인 사건은 NUREG-2300「PRA 방법 지침」과 동일한

것으로 특정 발전소 및 특정 캐스크 시스템의 설계·운전 데이터에 따라 목록

하였다.

나. 원인 사건 빈도

(1) 연료집합체 낙하

1968년~2002년 데이터에 의하면 원자로에서 연료 취급시 연료집합체의

낙하사건은 11건으로 기간 중 연료집합체 취급 횟수는 전체 344,000 회에 이

른다. 따라서 연료집합체 낙하사건 빈도를 11/344,000=3.2×10-5로 추정된다.

(2) 이송 캐스크 낙하

이송 캐스크 낙하빈도의 계량방법으로 2개의 접근방법을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이송 캐스크를 매달아서 이송하는 크레인의 신뢰성 및 조작원 관련

신뢰성에 의한 것으로 다른 하나는 공업 분야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 실적에

근거한 경험적 추정에 의한 것이다. 본 검토에서는 후자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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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2002년 데이터에 의하면, 중량물의 낙하사건은 취급 작업 횟수

54,000회 중의 3건으로 이송 캐스크 낙하사건의 빈도를 3/54,000=5.6×10-5 로

추정된다.

(3) 지진에 의한 사건

저장 캐스크는 전도되지 않는 한 심각한 응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없고,

지진에 의한 지표면 가속도가 1.35 g을 넘지 않는 한 전도되지 않는다. 그림

4-5에 나타난 미국 동부 지역 원자력 발전소의 지표면 가속도 1.0 g까지인

지진 빈도에서 얻은 지진의 지표면 가속도와 초과 확률 관계에 근거하여, 지

표면가속도가 1.35 g를 넘지 않는 확률로 지진에 의한 저장 캐스크가 전도하

는 빈도는 7×10-7/년으로 추정된다.

(4) 강풍에 의한 사건

회오리바람으로 콘크리트 캐스크의 미끄러짐, 전도 및 비래한 중량물과

의 충돌 사건이 있을 수 있으나 콘크리트 캐스크의 미끄러짐이 나타나기 위

해서는 400 mph(178 m/s), 전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600 mph(267 m/s), 저

장 캐스크에 중대한 손상을 미치는 중량물이 충돌하기 위해서는 900

mph(400 m/s)를 넘는 풍속이 필요하다. 1955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풍속

300 mph(133 m/s)를 넘는 회오리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풍이 저장캐

스크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5) 운석 충돌

기록된 데이터에서 살펴보면 콘크리트 캐스크가 손상될 정도의 위협을

가진 운석이 지상에 도달하는 횟수는 2회/년으로 계산하여 지구 표면적

5.08×108 km2 및 콘크리트 캐스크의 투영면적 8.8×10-6 km2부터 운석 충돌에

의한 콘크리트 캐스크가 손상 받는 확률을 3.5×10-14/년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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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작업 공정
높이(A)

m

1 MPC에 연료집합체 장전(B) 4.8

2 MPC에 덮개 설치 및 이송 캐스크 인양장치 설치 0

3 캐스크패드에서 이송캐스크 들어 올림 13

4 사용후핵연료 풀 궤도상으로 이송 캐스크 이동 0.9

5 저장준비 작업구역으로 이송캐스크 이동 (제1구역) 0.3

6 저장준비 작업구역으로 이송캐스크 이동 (제2구역) 0.3

7 저장준비 작업구역으로 이송캐스크 이동 (제3구역) 0.3

8 저장준비 작업구역에서 이송캐스크 내림(D) 0.3

9 저장준비작업 (배수, 건조, 불활성 가스 치환, 밀봉) 0

10 이송 캐스크에 단척받침대 및 인양장치 설치 0

11 이송 캐스크 들어 올림 0.6

12 아래 덮개 교환을 위해 이송 캐스크 이동 (제 1구역) 0.6

13 아래 덮개 교환을 위해 이송 캐스크 이동 (제 1구역) 0.6

14 풀용 덮개를 이송용 덮개로 교환 0.1

15 기기반입 배치(Batch) 주위로 이송 캐스크 이동 0.6

16 이송 캐스크 보수·유지 0.6

17 기기반입 배치로 이송 캐스크 이동 0.6

18 기기반입 배치를 통한 콘크리트 저장용기*위로 이송 캐스크 들어올림 24.4

19 MPC 내림 준비 작업 (단척받침대 제거, 인양장치해제, 장척받침대 설치) 0

20 MPC 올림 및 이송용 덮개 개방 5.8

21 이송 캐스크에서 콘크리트 저장용기로 MPC 내림 5.8

22 에어록에 콘크리트 캐스크* 이동 (탑재) 0

23 에어록에서 콘크리트 캐스크 반출 (탑재) 0

24 2차 밀봉 구역(건물)에서 콘크리트캐스크 반출 (탑재) 0

25 콘크리트 캐스크 저장준비작업(덮개, 패드 보호판 및 스크린 설치) 0

26 헤르만롤러 위에서 콘크리트 캐스크 들어 올림 0.1

27 준비작업구역 완충재위에 콘크리트 캐스크 이동 <0.1

28 완충재위에서 케브라벨트 설치로 콘크리트 캐스크 보수·유지 <0.1

29 준비작업구역의 콘크리트 로면상에서 콘크리트 캐스크 이동 0.3

30 아스팔트 노면 위로 콘크리트 캐스크 이동 0.3

31 저장패드 부근 자갈노면에서 콘크리트 캐스크 이동 0.3

32 저장패드 위에서 콘크리트 캐스크 이동 0.3

33 저장패드 위로 콘크리트 캐스크 내림 0.3

34 저장패드 위에서 20년간 콘크리트 캐스크 저장 0

표 4-1. HI-STORM 100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작업 공정

(A) 높이는 기술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을 경우에 캐스크가 낙하하는 거리를 표시했다.

(B) 제1단계에 앞세워 MPC는 이송 캐스크에 수납되어 기타 준비작업을 거쳐 캐스크패드에 내려

진다. 또, 콘크리트 저장용기는 기기반입배치에 대기하고 있는 헤르만롤러위에 설치된다.

(C) 인양장치를 이송 캐스크의 Trunnion에 설치된다.

(D) 받침대의 한쪽은 인양장치로 다른 한쪽을 MPC 클리트(Cleat)에 설치된다.

* 여기에서 「콘크리트 저장용기」는 MPC가 장전하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이며,「콘크리트 캐스

크」는 콘크리트 저장용기 내에 MPC를 장전한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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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상태 빈도
MPC

손상

연료봉

손상

연

료

장

전

단

계

기계적

사건

캐스크 패드로 이송 캐스크 낙하 3.3.2 4.1.2.1 4.4

이송 캐스크 전도 3.3.2 4.1.2.2 4.4

콘크리트저장용기위로 이송 캐스크 낙하 3.3.2 4.1.2.3 4.4

콘크리트 바닥위로 이송 캐스크 낙하 3.3.2 4.1.2.4 4.4

연료교환 바닥위로 이송 캐스크 낙하 3.3.2 4.1.2.5 4.4

콘크리트 저장용기*안으로 MPC 낙하 3.3.2 4.1.2.6 4.4

열적사건 궤도이동차의 디젤연료로 인한 화재 X 4.2.1.2 4.4

이

송

단

계

기계적

사건

콘크리트 노면위로 콘크리트 캐스크*낙하 X 4.1.3.1 4.4

아스팔트 노면위로 콘크리트 캐스크 낙

하
X 4.1.3.1 4.4

자갈 노면위로 콘크리트 캐스크 낙하 X 4.1.3.1 4.4

저장캐스크 이동중 전도 X 4.1.3.1 4.1.3.2 4.4

차량충돌로 인한 디젤 연료 화재 X 4.1.3.1 4.1.3.2 4.4

열적사건
궤도이동차의 디젤 연료로 인한 화재 X 4.2.1.2

캐스크 수송차의 디젤 연료로 인한 화재 X 4.2.1.2

표 4-2. 사용후핵연료 저장작업공정 각 단계에서 원인사건(1/2)

(빈도·MPC손상·연료봉손상에 대해서는 상세 기술한 NRC Pilot PRA보고서의 페이지번호를 표시함)

범례 : X는 원인사건에 의한 MPC 파손 또는 플랜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여기에서 「콘크리트 저장용기」는 MPC가 장전하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이며,「콘크리

트 캐스크」는 콘크리트 저장용기 내에 MPC를 장전한 상태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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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태 빈도
MPC

손상

연료봉

손상

저

장

단

계

기계적

사건

홍수 수류 X 3.2.1

해일 X 3.2.2

지진 3.3.3 4.1.3.2

화산활동 X 3.2.3

강풍 X 3.2.4 4.1.3.2

폭우에 의한 토양침식 X 3.2.4

항공기와의 충돌 3.3.7 4.1.3.3

강풍으로 날라 온 중량물과의 충돌 X 4.1.3.3

홍수로 운반 된 중량물과의 충돌 X 3.2.1

차량과의 충돌 X 4.1.3.3

운석 충돌 3.3.5 3.3.5

파이프라인 폭발로 인한 충격파 X 4.1.3.4

탱크로리차량 또는 객차의 폭발로 인한 충격

파
X 4.1.3.4

변압기 폭발로 인한 충격파 X 3.2.5

탱커의 폭발로 인한 충격파 X 3.2.5

저장탱크폭발로 인한 충격파 X 3.2.5

군 미사일 폭발로 인한 충격파 X 3.2.5

기타 시설에서 폭발로 인한 충격파 X 3.2.5

열적

사건

홍수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이상으로 MPC 하부 침수)
X 3.2.1

홍수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이상으로 MPC 외부 침수)
X 3.2.1

홍수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이상으로 MPC 수몰)
X 3.2.1

눈에 의한 열적사건 X 4.2.1.2

얼음에 의한 열적사건 X 4.2.1.2

우박에 의한 열적사건 X 4.2.1.2

집중폭우로 인한 열적사건 X 4.2.1.2

바람에 의한 흙먼지 및 쓰레기에 의한

열적사건*
X 4.2.1.2

폭우로 발생한 토사에 의한 열적사건* X 4.2.1.2

화산활동으로 발생한 토사에 의한 열적사건* X 4.2.1.2

화산재의 퇴적으로 인한 열적사건* X 4.2.1.2

생물의 침입 또는 축적으로 인한 열적사건* X 4.2.1.2

낙뢰 X 3.3.6 4.2.1.2

항공기연료로 인한 화재 X 3.3.7 4.2.1.2

탱커 적재에 의한 화재 X 4.2.1.2

부지특유 재료에 의한 화재 X 4.2.1.2

가스 주배관에서의 화재 X 4.2.1.2

산림화재 X 4.2.1.2

표 4-2. 사용후핵연료 저장작업공정 각 단계에서 원인사건(2/2)

(빈도·MPC손상·연료봉손상에 대해서는 상세 기술한 NRC Pilot PRA보고서의 페이지번호를 표시했다)

범례 : X는 원인사건에 의한 MPC파손 또는 플랜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없는 것을 표시하였음.

*:급기구폐쇄에 의한 열적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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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번호는 표 4-1의 공정번호를 나타냄

그림 4-4. HI-STORM 100 연료저장 작업공정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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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지진에 의한 지표면 가속도에 대한 초과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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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뢰 충돌

낙뢰위치평가 시스템 관측망의 과거 10년간 데이터에 의하면 낙뢰 밀도

4.3 회/년․km2를 적용하여 콘크리트 캐스크의 높이에 따른 낙뢰 유인을 고

려한 상당 낙뢰대상면적(9.2×10-4 km2)을 계산하여 낙뢰의 빈도는 4.0×10-3회

/년으로 계산되었다.

(7) 항공기 사건

항공기 추락과 관련하여 주변 비행장에서 이착륙시의 추락과 주변 항공

로에서 추락이라는 2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부지 주변에 4개의 비행장이 있

다고 가정하고 각 비행장에 대응하는 항공로 마다 사용하는 항공기 크기 및

캐스크로 추락하는 추락대상면적을 산정하여 각각의 카테고리 빈도를 산출

하였다. 가정한 저장부지의 이착륙 및 주변 공항로 추락빈도의 합계는

3.6×10-9 회/년으로 계산되었다.

실제 MPC 손상은 대형 상용항공기의 추락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편, 가

정한 저장 부지의 주변 비행장에서는 이착륙이 없고 추락확률로 가정했던

속도보다 고속으로 순항하고 있지만, 보수적 관점에서 주변 공항로를 순항하

는 모든 비행기가 대형 상용항공기라고 가정하고 MPC 손상 확률을 주변공

항에서의 추락빈도 5.1×10-10 회/년을 이착륙 및 주변공항로에서의 추락빈도

의 합계 3.71×10-9 회/년으로 나눈 값 0.14를 항공기추락에 의한 MPC 손상

확률로 보고 있다.

3. MPC 및 연료 건전성

가. 기계적 하중

위에서 가정한 원인사건을 바탕으로 이송 캐스크, 콘크리트 캐스크의 구

조적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하고 간편하며 보수적인 해석을 실시하였다.

몇 개의 경우에 대해서는 LS-DYNA 코드를 사용한 비선형충격해석을 실시

하였다. 하중 및 응력계산에 이용된 콘크리트 캐스크 및 저장시설의 주요사

양을 표 4-3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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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미터 값

콘크리트 캐스크

저장 캐스크 지름 3.4 m(11 ft)

저장 캐스크 높이 5.9 m(19 ft)

중심 높이 3.0 m(10 ft)

중량 (BWR 연료집합체, MPC

및 콘크리트 저장)
163,293 kg(360,000 lb)

저장시설

저장패드·콘크리트 두께 0.61 m(2.0 ft)

콘크리트 압축강도 20.7 Mpa(3,000 psi)

상부 및 하부보강의 항복강도 413,658 kPa(60,000 psi)

토양의 유효성계수 193,058 kPa(28,000 psi)

표 4-3. 콘크리트 캐스크 및 저장시설의 주 파라미터.

(1) 이송 캐스크 부하에 관한 응답

이송 캐스크는 수직 상태로 수송된다고 가정 하에 아래와 같은 평가를

실시하였다.

(가) 캐스크 피트에 이송 캐스크 낙하

크레인이 단일고장 사건에 보호되어 있고 승강조작은 자격소지자가 실시

하기 때문에 캐스크 피트에 캐스크 낙하 사건시의 건전성에 대해서는 평가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송 캐스크에 대해서는 공기 중에 40

ft.(12.2 m)의 높이에서 낙하할 때 동등한 충돌을 가지고 이 경우 연료피복관

은 100 % 파손되므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확률은 100 %가 된다.

(나) 이송 캐스크 전도

낙하 충돌 시 이송 캐스크의 기울기가 수평에서 67 ° 미만이 되는 경우

에는 캐스크 중심이 전도될 방향으로 움직여 전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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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송 캐스크의 콘크리트 저장용기 위로 낙하

LS-DYNA코드로 MPC의 용접부 파괴해석에 사용되는 최대 유효 소성

변화를 계산하여 MPC의 파손확률을 평가하고 있다. 방사성물질의 방출확률

은 MPC의 파손확률과 같다.

(라) 이송 캐스크의 콘크리트 바닥으로 낙하

콘크리트 저장용기 위로 낙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LS-DYNA코드로

MPC 파손확률을 평가하고 방사성물질의 방출확률은 MPC의 파손확률과 같

다.

(마) 이송 캐스크의 연료교환바닥으로 낙하

낙하 높이가 0.3 m이므로 MPC 파손확률은 1×10-6으로 사용후핵연료 피

복관의 파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바) MPC의 콘크리트 저장용기에 장전 시 낙하

콘크리트 저장용기 위로 낙하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LS-DYNA코드로

MPC 파손확률을 평가하고 방사성물질의 방출확률은 MPC의 파손확률과 같

다.

(2) 기계적 하중에 대한 콘크리트 캐스크의 응답

(가) 콘크리트 캐스크의 콘크리트, 아스팔트, 자갈 위로 낙하

캐스크 수송기에서 낙하 높이가 0.3 m 이므로 낙하 및 캐스크와 캐스크

수송장치와의 충돌에 의한 전도 가능성은 없으며, MPC의 파손확률은 1×10-6

미만이다.

(나) 콘크리트 캐스크 전도



- 62 -

콘크리트 캐스크가 전도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발생하는 응력 및 용접

부의 최대 소성 변화를 계산한 결과 접속부에 크랙이 발생할 확률은 1×10-6

정도 이다.

(다) 콘크리트 캐스크로의 중량물 충돌

아래와 같이 콘크리트 캐스크로 중량물 충돌에 의해 MPC 또는 콘크리

트 저장용기의 파손은 없다고 생각된다.

Ÿ 차량 충돌로 인한 MPC의 파손은 없다.

Ÿ 항공기 충돌로 인한 MPC 파손확률은 전체의 추락빈도의 0.14가 된

다.

Ÿ 강풍에 의한 비산물 충돌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저장용기의 파손은

없다.

Ÿ 근접 국도 상(저장시설로부터 914 m 떨어진 거리)에서 LNG, 가솔

린 등을 적재한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을 일으킨 경우라도 MPC 파

손은 없다.

Ÿ 근접 LNG 파이프라인 (저장시설로부터 7.2 km 떨어진 거리)에서

폭발이 발생한 경우라도 MPC는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나. 열하중

(1) 정상 운전, 벤트 차단, 화재에 의한 온도 상승

(가) 해석 모델

열해석은 수치열유체역학(CFD) 해석 코드 FLUENT코드를 사용하였다.

모든 전열방식(전도, 대류 및 복사)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저장상태 및 급기

구 폐쇄상태는 정상계산, 화재는 2차 시간진행법을 사용한 3시간 비정상계산

을 실시하였다.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은 동일하지 않고 축방향 열전도 피킹

계수에 의해 분배되며 계산에 사용한 전 붕괴열은 21.4 kW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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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상 저장 시 및 급기구 폐쇄 시

정상 저장 시 및 급기구 폐쇄시의 각 부분 온도분포를 FLUENT코드로

해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표 4-4 및 그림 4-6~4-8에 나타낸 바와 같다.

Ÿ 온도 및 압력 평가 결과 - 표 4-4

Ÿ 정상 저장 시 MPC 중심 축방향 온도 분포 - 그림 4-6

Ÿ 정상 저장 시 콘크리트 저장용기 온도 분포 - 그림 4-7

Ÿ 급기구 폐쇄 시 콘크리트 저장용기 온도 분포 - 그림 4-8

표 4-4. 정상 저장시 온도 및 압력평가결과

파라미터
CDF 해석코드에 의한

계산결과

연료피복관 최고온도 (°C) 298

MPC 내부 평균온도 (°C) 179

MPC 통 최대온도 (°C) 180

MPC 내부 공칭운전압력 (kPa) 564

그림 4-6. MPC 정상 저장시축방향 온도분포. 그림 4-7. 콘크리트 저장용기 정상저장 시

축방향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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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콘크리트 저장용기 급기구 그림 4-9. 콘크리트 저장용기 화재 시

폐쇄 시 축방향 온도분포. 축방향 온도분포.

(다) 화재 시

대상이 된 항공기 추락사고로 약 3시간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콘크리트 저장용기의 온도 분포 및 MPC의 3시간의 온도 상승 경향을 해석

하였다. 해석결과는 그림 4-9 및 그림 4-10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4-10. MPC 화재시 온도상승 경향.



- 65 -

(2) 낙뢰에 의한 온도상승

MPC와 같은 재료 모델로 분석한 결과, 낙뢰에 의한 에너지 축적은 적으

므로 MPC 온도상승과 MPC 내부 손상이 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낙뢰에 의한 전류는 이상적으로 바로 소산되지 않으므로 콘크리트 저장

용기 하부의 콘크리트 온도가 상승하지만, 이 전압에 의해 콘크리트 저장용

기가 손상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사용후핵연료봉 열하중 관련 응답

연료피복관의 온도를 충전되어 있는 헬륨 온도와 동일하게 보고 정상 저

장시의 최고온도는 298 °C, 급기구 폐쇄 시 최고온도는 462 °C가 된다.

ISG-11 Rev.3에 따르면 정상 저장시의 제한온도는 400 °C이하, 단기 제한온

도는 570°C 이하가 되고, 해석으로 구한 최고온도는 어떤 경우라도 위 온도

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즉, 3시간 화재로 인한 온도상승이 298 °C까지 밖에

도달하지 않아 정상 저장시의 제한온도 400 °C 이하가 된다.

다. MPC 건전성

(1) MPC 건전성 평가 모델

MPC는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레스로 그림 4-11에 나타난 것과 같이 용접

구조로 제작되어 있다. 기계부하 및 열하중 아래에서의 MPC 파손 메카니즘

으로, 아래와 같이 가정하고 있다. 열하중 아래에서는 모든 메카니즘을 고려

하여 용접부의 파손 메카니즘만을 기계거동으로 가정하고 있다.

(가). 용접부 파손 모델

Type 308 스테인레스강 용접시험편의 시험데이터에 근거하여 파손시의

True Strain데이터에 변환하여 변형율, 온도, 응력 관계에 조정을 한 것을,

각 충격에서 최대 변형에 의한 용접부의 파손확률의 판정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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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MPC 용접구조.

(나) 한계 하중 모델

변형응력(flow stress) 모델을 사용하여 1차막 응력이 변형응력 이상이

된 경우에 MPC는 파손된다.

(다). 크립 파손 모델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개발된 증기발생기 튜브의 크립파손 모델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 MPC가 받은 크립손상 비율의 총합은 1을 넘은 경우, MPC

는 파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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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PC 파손확률

여러 가지 MPC 낙하 경우에 대해서 MPC의 파손 가능성이 평가되었다.

표 4-5에 각 기계적 충격에 대한 MPC 파손확률의 평가결과를 나타내었다.

열하중에 의한 MPC의 쪼개짐, 한계부하, 크립파손의 확률이 평가되었지만

MPC 파손은 예측되어 있지 않다.

(3) 사용후핵연료봉 파손

(가) 사용후핵연료봉 건전성 모델

연료봉에 더해질 최대가속기는 낙하사고의 경우로 연료봉 탄성좌굴하중

을 넘는다. 동적하중에 대한 단일 연료봉의 소성변형거동을 유한요소법으로

해석하여 피복관에 생기는 최대변형을 실험데이터와 대조하여 연료봉의 파

손확률이 평가되었다.

(나)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파손

피복관에 생기는 최대 주변형, 파손변형 및 파손확률의 평가결과는 표

4-6에 나타나 있다.

4. 2차 폐쇄시스템 격리

가. 폐쇄시스템(Confined Systems)격리 신뢰성 모델

NRC Pilot PRA로 가정한 2차 폐쇄시스템 모델을 그림 4-12에 나타냈

다. 원 속의 알파벳 ⓐ~ⓚ는 그림 4-13의 이벤트트리에 표시된 ⓐ~ⓚ에 대응

하고 있다.

NRC Pilot PRA에 표시된 2차 폐쇄시스템 격리 성공조건을 아래와 같다.

Ÿ 정상 운전 시, 외부환경과의 직접유로는 폐쇄되어 있을 것.

Ÿ 2차 폐쇄시스템 내, 부압이 유지될 것.

Ÿ 격리신호가 발령된 경우, 에비용 가스처리 시스템이 작동하여 필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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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공기가 유입되고 시설배기통으로 배기할 것.

그림 4-13의 이벤트트리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21개 사건이 폐쇄시스템 격

리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차 폐쇄시스템 격리에 실패한 경우는

8개 타입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확률을 표 4-7에 나타냈다.

나. 2차 폐쇄시스템 격리 실패 확률

각 2차 폐쇄시스템 격리 실패의 경우를 종합한 폐쇄시스템 격리 실패 확

률을 표 4-8에 나타냈다. 합계 확률은 1.5×10-4이고 그중에서는 작업공정 3

(캐스크 패드에서 이송 캐스크로 옮길 때)이 확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5. 피폭 평가

가. Source Term

환경방출에 대해서는 과혹한 조건으로 HI-STORM 100 캐스크의 100

ft.(30.5 m) 낙하사고의 경우에 초점을 맞췄다. BWR 플랜트용의 MELCOR

Accident Consequence Code(MACCS2)를 적용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송 캐스크에서 100 ft. 낙하사고로 인한 방출비율은 표 4-9에 나타낸

바와 같다. 방사성물질방출에 따른 방사선영향은 부지에서 1.6 km 이내(부지

출입금지 구역 0.5 km의 외측 2.1 km까지의 범위로 가정)의 급성사망과 16

km 이내의 만발성 암사망의 발생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산정은 MCCS2 코드가 표준으로 계산가능하다. MCCS2 코드는 특정 거리범

위에서 최대피폭선량의 계산이 가능하고 1.2~1.6 km의 범위의 최대피폭선량

도 계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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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실패

타입(IFT)
확률* 시퀀스 번호 내용

Ⅰ 1.4×10-4 3

무압리크(Leak):

전 시스템은 격리했지만 양스탠바이 가스처

리계(Standby Gas Treatment System ;

SGTS)가 작동하지 않는다.

도어의 빈틈 등에서 리크 발생.

Ⅱ 3.1×10-8 6,18,30,38

무압 필터 처리된 배기:

배기격리밸브 작동(폐지)불가에 따른 HVAC

배기계통에서의 리크 발생.

Ⅲ 2.7×10-8 12,26,34,42

무압 필터 처리되지 않은 배기:

흡기격리밸브의 작동(폐지)불가에 따른

HVAC 배기계통에서의 리크 발생.

Ⅳ 8.0×10-6 14,15,27,35,43

가압리크:

HVAC 흡기시스템의 격리불가, 흡기팬이 작

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2차밀봉 구역이 가압

된다. 도어의 빈틈 등에서 리크 발생.

Ⅴ 1.3×10-8 8,9

필터 처리된 6,000 cfm으로 배기:

원자로건물 제2 유니트 배기시스템이 격리

불가능하고 SGTS가 작동하지 않는다. 원자

로건물 Bentgrass Plenum에서부터 리크 발

생.

Ⅵ 6.9×10-6 19,31,39

필터 처리된 30,000 cfm으로 배기:

연료교환 구역 제1,2 유니트 또는 원자로건

물 접근 제한 구역의 배기시스템이 격리불

가능. 원자로 건물 Bentgrass Plenum에서부

터 리크 발생.

Ⅶ 2.3×10-6 23

필터 처리되지 않은 30,000 cfm으로 배기:

원자로건물 접근 구역의 HVAC 배기시스템

이 격리불가능, 팬의 운전속행에 따른 원자

로 건물 Bentgrass Plenum에서부터 리크

발생.

Ⅷ 7.6×10-9 22

무압·필터 처리 되지 않은 배기:

원자로건물 접근 구역의 HVAC 배기시스템

이 격리불가능, 팬은 작동 정지했다. 원자로

건물 Bentgrass Plenum에서부터 리크 발생.

표 4-5. 2차 폐쇄시스템 격리 실패 타입과 확률

* : 표에 나타난 값은 SAPHIRE 소프트웨어로 계산된 것을 나타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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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번호 확률 시퀀스 번호 확률

3 1.4×10-4-4-4 23 2.3×10-6

6 7.6×10-9 26 2.7×10-8

8 2.8×10-9 27 8.0×10-6

9 1.0×10-8 30 7.6×10-9

12 4.9×10-12 31 2.3×10-6

14 1.5×10
-12

34 4.9×10
-12

15 6.2×10-12 35 1.6×10-9

18 7.6×10-9 38 7.6×10-9

19 2.3×10-6 39 2.3×10-6

22 7.6×10-9 42 4.9×10-12

43 1.6×10-9

합계 1.5×10-4

표 4-6. 2차 폐쇄시스템 격리 실패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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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사건
충돌면

(대상물)

낙하 높이

ft (m)

피복관

최대

주변형

in/in

고연소도

피복관용

에 선정된

변형한계

in/in

연료피복관

파손확률

이송 캐스크

수직낙하

콘크리트 바닥

1(0.305) 0.0043 0.010 0.0

5(1.52) 0.0062 0.010 0.0

20(6.10) 0.0072 0.010 0.0

40(12.2) 0.011 0.010 1.0

55(16.8) 0.025 0.010 1.0

70(21.3) 0.037 0.010 1.0

100(30.5) 0.052 0.010 1.0

콘크리트

저장용기

5(1.52) (1) na 0.0

40(12.2) (1) na 1.0

80(24.4) (1) na 1.0

콘크리트 저장

용기 안으로

MPC 낙하

콘크리트

저장용기
19(5.79) 0.090 0.010 1.0

콘크리트

캐스크 전도
콘크리트 패드 na 0.0055 0.010 0.0

표 4-7. 피복관에 발생하는 최대 주변형, 파괴변형 및 파손확률

(1) 위 경우, 피복관 영향은 평가되지 않았다. 같은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낙하하

는 결과를 이용하여 파손확률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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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퀀스 번호 확률 시퀀스 번호 확률

3 1.4×10-4-4-4 23 2.3×10-6

6 7.6×10-9 26 2.7×10-8

8 2.8×10-9 27 8.0×10-6

9 1.0×10-8 30 7.6×10-9

12 4.9×10-12 31 2.3×10-6

14 1.5×10-12 34 4.9×10-12

15 6.2×10-12 35 1.6×10-9

18 7.6×10-9 38 7.6×10-9

19 2.3×10-6 39 2.3×10-6

22 7.6×10-9 42 4.9×10-12

43 1.6×10-9

합계 1.5×10-4

방사성핵종 방출비율
방출비율

(필터 처리)

희가스 0.12 0.12

입자 7×10-6 to 1.2×10-3 7×10-7 to 1.2×10-4

클래드 1.5×10-3 1.5×10-4

표 4-8. 2차 폐쇄시스템 격리 실패 확률

표 4-9. 이송 캐스크 100 ft.(30.5 m) 낙하사고에서 방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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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2차 밀봉 시스템 HVAC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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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2차 폐쇄시스템 격리 이벤트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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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석결과

(1) 환경 방출 모델

MACCS2로 해석에 이용된 계산 입력은 표 4-10에, MACSS2의 해석결

과는 표 4-11에 나타낸 바와 같다.

(2) 결과

방사선량 환산계수(DCF)는 NUREG-1150으로 검토(DOSDATA.INP)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것이 사용되고 있다. DOSDATA.INP를 사용한

MACCS2계산에서 급성사망은 과잉으로 부수적인 결과이고, 또한 본 계산에

서는 0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리스크의 대상이 되는 것은 16

km 이내의 만발성 암사망 발생빈도만 해당된다.

6. 리스크 평가

가. 리스크 모델

연료장전, 이송 및 저장 각 단계에서의 리스크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취급조작단계에서의 리스크 계산법

RH = 






 
  



RH : 취급 조작에서의 리스크


 : 취급 조작 j번 단계에서 이송 캐스크 및 MPC 낙하빈도

 
 : 취급 조작 j번 단계에서 캐스크의 낙하로 n번의 시퀀스에서 방

사성물질의 방출 확률

 
 : 취급 조작 j번 단계에서 캐스크의 낙하로 n번의 시퀀스에서 방

사성물질이 방출될 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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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비율 방출높이 16km이내의

급성사망

리스크

16km이내의

암사망

리스크

개인

최대 선량

(1.2km-1.6km)
희토류

가스
입자 클래드 m(ft) Sv(rem)

.12 1.2×10-3 1.5×10-3 50(164) 0 3.6×10-4 1.85(185)

.12 1.2×10-3 1.5×10-3 120(393) 0 2.1×10-4 0.14(14)

.12 1.2×10-4 1.5×10-4 50*(164) 0 5.2×10-5 0.22(22)

.12 7×10-6 1.5×10-3 50(164) 0 4.3×10-6 0.026(2.6)

.12 7×10-3 1.5×10-3 120(393) 0 2.6×10-6 0.0036(0.36)

.12 ×10-7 1.5×10-4 50*(164) 0 4.3×10-7 0.0028(0.28)

입력 내용

방사성핵종 종류 모델화할 방사성핵종을 지정한다.

Source Term
방출회수, 열용량, 방출시각 및 방출시간 등, 방사성

플륨의 특성을 지정한다.

기상 데이터
대상 부지에서 1년간 시간당 기상데이터(대기의 안전

성, 풍속, 풍향 및 강우량)

입구 데이터
대상 부지 지역의 국세조사부터 방출점 순환 입구분

포

긴급대응

방출점 순환 지역에서 모델화 되고 있는 긴급대응행

동. 선량이 위험치를 넘는 장소에 거주하는 개인이 적

당한 기간에 거주를 이전하는 행동 및 이동지에 머무

르는 시간

표 4-10. 피폭 평가용 입력

표 4-11. MACCS2에 따른 피폭 평가결과

  * : 방출비율은 필터가 작동하는 경우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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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송단계에서 리스크 계산법

RT = 





 



 
 



RT : 이송단계에서의 리스크


 : 이송단계의 j번 단계에서 m번 원인사건에 의한 빈도

 
 : 이송단계의 j번 단계에서 m번 기인사건에 의한 n번 시퀸스에

서 방사성물질의 방출 확률


 : 이송단계의 j번 단계에서 m번 기인사건에 의한 n번 시퀀스에

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시의 영향

(3) 저장단계에서의 리스크 계산법

RS = 



 



 



RS: 저장단계서의 리스크


 : 저장단계의 m번 원인사건에 의한 빈도


 : 저장단계의 m번 원인사건에 의한 n번 시퀀스에서 방사성물질

의 방출 확률


 : 저장단계의 m번 원인사건에 의한 n번 시퀀스에서 방사성물질

이 방출될 시의 영향

각 단계에서 리스크를 더하는 것으로 초기년도 종합리스크를 아래에 산

출하였다. 2년 이후에는 저장단계의 리스크만이 대상이 되었다.

R(1) = RH +RT +RS

나. 리스크 평가결과

표 4-12에 NRC Pilot PRA의 리스크평가 정리를 나타냈다. 리스크 합계

는 개인이 잠재적인 암에 의한 사망할 확률로, 캐스크 장전을 포함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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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년도에는 MPC 1기당 2.0×10-12/년이고, 2년째 이후 저장기간 중에는

1.9×10-13/년이 된다.

연료장전단계에서 리스크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은 이송 캐스크의 낙하사

건이다. 이송단계에서 낙하 높이가 낮고, MPC를 파손시키는 것 같은 큰 응

력은 유발되지 않으므로 제로리스크가 된다. 저장단계에서 지배적인 리스크

는 항공기와의 충돌이지만, 그것도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 진다.

7. EPRI 보고서「볼트 조임 건식캐스크 저장의 PRA」와의 비교

NRC Pilot PRA 리스크 평가결과를 원인사건 및 리스크 평가 결과를 중

심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EPRI보고서의 리스크 평가 결과와 비교하여 표

4-13에 나타냈다.

리스크가 최대가 되는 것은 저장개시 초기년도에 NRC Pilot PRA에서 이

송 캐스크로 이송 중 낙하하는 경우와 EPRI 보고서에서는 금속 캐스크 수송

중의 고온화재이며, 저장 중에는 NRC Pilot PRA의 항공기 충돌, EPRI 보고

서의 고하중 부가(자연사건)가 된다.

NRC Pilot PRA은 콘크리트 캐스크방식을 평가대상으로 EPRI 보고서는

금속 캐스크 방식을 평가대상으로 하며 저장 시스템이 다르므로 가정된 원

인사건과 그 후의 방사성물질방출에 따른 시나리오와 리스크 평가내용은 다

른 것으로 저장 초기년도 및 저장개시 2년 이후의 리스크 둘 다 동일한 값

을 가지며 전자는 0.6~2×10-12/년, 후자는 2×10-13/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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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 원인사건 원인사건
빈도

연료봉 및
MPC의
방출확률

방사성핵
종 방출

2차
밀봉구역의
방출확률

환경영향 리스크

1 : 연료집합체낙하 2.2×10-3 6.4×10-2 NG 1 1.5×10-12 1.9×10-16

2 해당없음 0

3 : 이송캐스크낙하 5.6×10-5 1 1 1.0×10-10 5.6×10-15

4 : 이송캐스크낙하 5.6×10
-5

0 0

5 : 이송캐스크낙하 5.6×10-5 0 0

6 : 이송캐스크낙하 5.6×10
-5

0 0

7 : 이송캐스크낙하 5.6×10-5 0 0

8 : 이송캐스크낙하 5.6×10
-5

0 0

9-10 해당없음

11-17 : 연료집합체
낙하 5.6×10

-5
0 ALL

18: 기기반입배치에서
이송캐스크 내림
(100ft 낙하)

5.6×10-5 0.020
NG 1 1.0×10-10 1.0×10-16

OT 1.5×10
-4

3.6×10
-4

6.0×10
-14

19 해당없음

20 : 이송캐스크낙하
(19ft 낙하) 5.6×10

-5
0.28

NG 1 1.0×10
-10

1.6×10
-15

OT 1.5×10
-4

3.6×10
-4

8.5×10
-13

21 : 이송캐스크낙하
(19ft 낙하)

5.6×10
-5

0.28
NG 1 1.6×10

-10
1.6×10

-15

OT 1.5×10
-4

1.5×10
-4

8.5×10
-13

22-24 해당없음 0

25 해당없음 0

26-33 : 콘크리트 캐
스크 낙하

− 0 X 0

34: 지진에 의한 전도 7.0×10-7 0 X 0

34 : 항공기 충돌 3.7×10
-9

0.14 X 3.6×10
-4

1.9×10
-13

34 : 운석충돌 3.5×10
-14

1 ALL X 3.6×10
-4

1.3×10
-17

34: 항공기 연료 화재 3.7×10-9 0 X 해당없음 0

저장개시초기년도 리스크 2.0×10
-12

저장개시 2년 이후

34: 지진에 의한 전도 7.0×10
-7

0 X 0

34 : 항공기 충돌 3.7×10
-9

0.14 ALL X 3.6×10
-4

1.9×10
-13

34 : 운석충돌 3.5×10-14 1 ALL X 3.6×10-4 1.3×10-17

34: 항공기 연료 화재 3.7×10
-9

0 X 해당없음 0

표 4-12. 콘크리트 캐스크 방식 건식저장 시스템의 리스크 계산결과

주 : “NG"=희가스,  "OT"=희가스 이외의 방사성핵종

     “ALL"=희토류가스 및 기타 모든 방사성핵종

     “X"=저장단계에서 2차 밀봉부터 방출확률은 적용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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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RC Pilot PRA(1) EPRI 보고서(2)

저장 

시스템

저장방식
콘크리트 캐스크 방식

(접속 MPC+콘크리트 저장용기)

금속 캐스크 방식

(볼트 조임 금속 캐스크)

캐스크 형식 HI-STORM100 (HOLTEC) TN-32/40(Transnuclear)

사용후핵연료 BWR PWR

평기범위

연료장전공정 연료장전공정

이송공정 수송공정

저장공정 저장공정

원인사건 연료장전공정

1. 캐스크피트로 이송 캐스크 낙하 사용후핵연료 저장조로 캐스크 낙하

2.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외> 코너(측면) 낙하에 따른 캐스크 손상

3. 이송 캐스크 전도 씰(Seal)

4. 콘크리트 저장용기 위로 이송 캐스크 낙하 최고 높이에서 낙하에 따른 캐스크 손상

5. 콘크리트 바닥으로 이송 캐스크 낙하 준비 장소로 이동 중 캐스크 낙하

6. 콘크리트 저장용기로 MPC 낙하 <대상없음.

7.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외> 연료교환건물구조 손상

8.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외> 캐스크 씰 불량

9.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외> 캐스크 연료장전 실수

10.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외> 캐스크 열전달저하

11. <MPC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 부식에 의한 캐스크 손상

12. <MPC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 오장전

13. 궤도이동차에서 디젤연료로 인한 화재 <대상없음>

표 4-13. NRC Pilot PRA와 EPRI 보고서 비교 (1/5)

(1) A Pilot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of a Dry Cask Storage System at a Nuclear Power Plant 

(2)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 of Bolted Storage C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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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RC Pilot PRA EPRI 보고서

원인사건

(계속)

이송/수송공정

1. 콘크리트 노면에 콘크리트 캐스크 낙하 수송 중 수송차 사고에 의한 캐스크 손상, 

캐스크 수송중 부하낙하에 의한 캐스크 손

상, 수송 중 최고 높이에서 부하낙하로 인한 

캐스크 손상 

2. 아스팔트 노면에 콘크리트 캐스크 낙하

3. 자갈 노면에 콘크리트 캐스크 낙하

4.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외> 코너(측면) 낙하에 의한 캐스크 손상

5. 콘크리트 캐스크 전도 (캐스크 이동중)
수송 중 수송차사고에 의한 캐스크 손상

6. 콘크리트 캐스크 전도(차량 충돌)

7. 궤도이동차에서 디젤연료 화재 <대상없음>

8. 수송차에서 디젤연료 화재 수송 중 고온화재에 의한 캐스크 손상

9. <물리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외> 수송 중 고온과 고외력에 의한 캐스크 손상

저장공정

1. 홍수에 의한 기계적사건

높은 가중에 의한 구조건전성 상실(바람, 홍

수, 눈, 해일, 지진 등 자연현상 과잉부하)

2. 해일에 의한 기계적사건

3. 지진에 의한 기계적사건

4. 화산활동에 의한 기계적사건

5. 강풍에 의한 기계적사건

6. 폭우로 발생한 토사침식에 의한 기계적사건

7. 항공기 충돌

고온과 중량 비산물에 의한 캐스크 건전성 

상실(경비행기, 상용비행기, 소형여객기, 대

형 군용기)

8. 강풍(선풍)에 의해 운반된 물체와의 충돌
비산물에 의한 구조건전성 상실(바람, 홍수, 

운석에 의해 발생하는 비산물)
9. 차량과의 충돌

10. 운석과의 충돌

표 4-13. NRC Pilot PRA와 EPRI 보고서 비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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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RC Pilot PRA EPRI 보고서

원인사건

(계속)

저장공정

(계속)

11. 파이프라인 폭발에 의한 충격파

고온과 고외압(배관, 저장탱크, 변압기, 바

지선, 철도, 군관계)

12. 트롤리차 도는 객차 폭발에 의한 충격파

13. 변압기 폭발에 의한 충격파

14. 탱커 폭발에 의한 충격파

15. 저장탱크 폭발에 의한 충격파

16. 군용 미사일 폭발에 의한 충격파

17. 기타 시설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

18. 홍수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이상으로 MPC 하부 침수)
열출력 증가에 의한 캐스크 구조건전성 상

실 (캐스크 침수, 캐스크 부근 홍수)
19. 홍수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이상으로 MPC 침수)

20. 홍수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이상으로 MPC 수몰)

21. 눈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폐색) <대상없음>

22. 얼음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폐색) <대상없음>

23. 우박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폐색) <대상없음>

24. 집중호우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폐색)
열출력증가에 의한 캐스크 구조건전성 상

실 (캐스크 침수, 캐스크 부근 홍수)

25.
바람에 의한 흙먼지 및 쓰레기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폐색)
<대상없음>

26. 폭우에 의한 산사태 토사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폐색) <대상없음>

27.
화산활동에 의한 산사태 토사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폐

색)
<대상없음>

28. 화산재의 퇴적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폐색) <대상없음>

29. 생물의 침입 또는 축적에 의한 열적사건 (급기구 폐색) <대상없음>

표 4-13. NRC Pilot PRA와 EPRI 보고서 비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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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NRC Pilot PRA EPRI 보고서

원인사건

(계속)

저장공정

(계속)

30. 낙뢰 <대상 없음>

31. 항공기연료에 의한 화재

고온과 중량 비산물에 의한 캐스크 건전성 

상실(경비행기, 상용비행기, 소형여객기, 대

형 군용기)

32. 탱커에 적하에 의한 화재

고온과 고외압(배관, 저장탱크, 변압기, 바

지선, 철도, 군관계)
33. 부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료에 의한 화재

34. 가스파이프라인 화재

35. 삼림화재 <대상 없음>

36. <MPC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 부식

37. <MPC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외> 내부과압

사고 시퀀스해석 (사고 시퀀스 

발생확률 산정방법)

원인사건 발생확률×사건 발생시 방사성물질 방출확률에서 

발생확률을 산정 

원인사건에서부터 방사성물질 방출에 이르

는 복수의 사건의 결함트리해석으로 사고 

시퀀스 발생확률을 산정

표 4-13. NRC Pilot PRA와 EPRI 보고서 비교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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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NRC Pilot PRA와 EPRI 보고서 비교 (5/5)

항목 NRC Pilot PRA EPRI 보고서

영향 해석

․ 사건에 따른 캐스크(캐니스터)의 기계적·열적하

중의 가정값에 근거하여 방사성물질방출량을 

산정.

․ 캐니스터의 파손확률은 용접부의 파괴, 한게하

중의 초과 유무, 크립파손으로 나눠서 평가

․ 건물내 방출은 사건이 있는 필터 등 밀봉성을 

핵종 그룹별로 가정

․ 피폭평가에 근거한 리스크는 방출점에서 1.6 

km이내의 급성사망 리스크와 16 km이내의 만

발성 암사망 리스크로 평가(결과적으로 급성사

망 리스크는 0)

․ 캐스크(캐니스터)에서 방사성핵종 방출량산정

의 기본적인 생각은 좌와 동일

․ 캐스크의 기계적 하중에 의한 파손확률은 취

약도 곡선(Fragility Curve)로 평가

․ 건물내 방출은 좌와 동일 

․ 피폭평가에 근거한 리스크는 방출점에서 

100~500 m의 만발성 암사망 리스크로 평가

리스크 

평가결과

저장개시초기년도

(리스크 최대의 사건)
이송 캐스크 낙하 (캐스크 이송시) 캐스크 고온화재 (캐스크 수송시)

연료장전공정 0 6.3×10-14

이송/수송공정 1.8×10-12 3.3×10-13

저장공정 1.9×10-13 1.7×10-13

합계 2.0×10-12 5.6×10-13

저장개시초기년도 이후

(리스크 최대 사건)
항공기 충돌 고하중 부가(자연사건)

저장공정 1.9×10-13 1.7×10-13

합계 1.9×10-13 1.7×10-13



- 85 -

제 5 장 결 론

사용후핵연료의 안전관리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전 보장과 미래 에

너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2009년말 기준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연간 약 700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고 있으며, 총 20기의

원자로에서 10,761 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어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되

어 있다. 현재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2030년경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누적량이

약 30,000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 253차 원자력위원회(2004년 12월)의 결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6년까지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능력을 확보하거나 저장용량

확장계획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이 2016년부터 부

지별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적기에 중간저장시설의 도입

등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미국의 중간저장시설의 현황, 인허가 최신

동향, 연소도 크레디트 및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PRA),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평가 방법 등과 관련되는 정보와 PFSF의 최신 동향을 조사했다. 이러한 자

료는 향후 국내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사업을 수행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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