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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선원항 평가를 하여 사용후핵연료 특성 분석 데이터베이스

로그램을 개발하고,선원항 분석 로그램인 A-SOURCE를 자체 개발함. 국내 학,일본

JAEA 연구소와 검증계산을 통해 로그램을 검증함.개발된 로그램을 활용하여 이로

공정 고 폐기물의 방사선원항 평가 등에 활용하고,국내 원 으로부터 발생된 TRU 핵

종 등의 총 재고량 평가를 수행함.

·A-KRS공학 방벽 개발을 하여 온분사코 법을 용한 구리용기를 개발하여 구리 소

요량을 획기 으로 개선함.1/10규모 시제품을 제작하고, 온분사코 구리의 부식률을

KURT 장에서 장기간 측정함. 한 완충재의 열 특성을 향상시킨 이 구조 완충재 개

념을 제안하고,성능을 산모사를 통해 제시함.

·국내에서 상되는 모든 고 폐기물(CANDU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이로 공정 고

폐기물,원 해체 폐기물)을 복합 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개념을 도출하고 개념설계를

수행함. 이로 공정 물질수지에 근거한 고 폐기물 처분장을 설계,성능평가,비용평가를

통해 개발하고,이를 IAEAPeerReview를 한 종합보고서를 완료함.

·처분시스템의 운 안 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표 사고를 상으

로 평가를 완료함.

·고 폐기물 정책 수립을 하여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안)을 작성함.연구개발

황을 바탕으로 최 처분시 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드맵을 제안하 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선진핵주기,처분시스템,고 폐기물,선원항,처분용기,

완충재

어
AdvancedFuelCycle,DisposalSystem,High-level

waste,Sourceterm,Disposalcanister,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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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제 목

처분시스템 개발

Ⅱ.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원자력발 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구처분은 재와 미래의

인간과 자연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사용후

핵연료 리에 한 국가정책은 아직 결정된 바 없으나,지난 10년간 원자력 장기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을 가정하여 한국의 표 지질에

부합하는 고 폐기물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직 처분 하는 것은 넓은 면 의 처분부지와 상당한 기간의

리가 필요하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핵연료주기가 필요함이 인

식되었으며,이의 방안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악티나이드 장반감기 핵

분열성 핵종은 고속로 내에서 소멸시키고 기타 단반감기 폐기물만을 처분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발생 부담을 이고자 하는 새로운 핵연료주기가 개발 이다.

선진핵주기는 과거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을 고려한 경우에 비해 발생하는 고

폐기물 특성이 히 다르므로 이를 수용하기 한 처분시스템 한 과거개념

과 다른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새로운 핵연료주기로

부터 발생하는 고 폐기물을 포함하여, 수로 사용후핵연료,하나로 사용후핵연

료,원자력발 소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즉 국내에서 발생하는 방

사성폐기물 에서 경주 폐기물 처분장에 수용될 수 없는 폐기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을 개발하 다.

Ⅲ.연구개발의 내용 범

1.고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개발

선진핵연료주기 고 폐기물을 장기간 안 리하기 한 처분시스템을 설계하

기 해서는 열해석,구조해석,방사선차폐 해석 등이 기본 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각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붕괴열,핵종 조성,방사능 등과 같은 방사

선원항과 폐기물의 질량 부피와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이와 같은 정보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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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의 제원,원자로 내 조사이력,원자로 방출 후 장 이력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각 사용후핵연료에 해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는 것은 매우 방 한 일이다.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발생량을 측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

하 으며,선진핵연료주기 고 폐기물을 이로 건식처리공정 물질흐름을 반 하

여 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경주처분장에 수용될 수 없는

원 해체 장반감기 폐기물도 처분시스템 설계시 고려의 상이 되므로 이의 방사선

원항을 추정할 수 있는 로그램도 개발하 다.

2.공학 방벽 개발

온분사코 기법을 용하여 구리용기의 두께를 1.0cm로 인 새로운 개념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설계하 다.국산 2종 외산 구리분말 3종을 상으로

온분사코 을 실시하고,코 층의 층효율,경도,기공도,산소함유량 등의 기본

특성을 평가하 다.실제 처분용기의 축소 시제품에 하여 10mm 이상의 구리코

을 제작하고,기본 특성을 평가하 으며, 기화학 분석법을 통해 부식 와

부식률을 산출하고,부식거동을 무게 감손법으로 온분사코 구리의 부식두께를

추정하 다.아울러 CreviceCorrosion의 발생여부를 기화학 으로 조사하 다.

실제 처분환경과 유사한 부식조건에서 3종의 온분사코 구리와 압출동,단조동

기타 구리 합 에 해서 2년간 부식두께를 조사하 다.이후 KURT 장에서

부식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완충재를 통한 부식인자의 물질이동을 근거로 한 처분

용기의 수명 측 모델을 개발하 다.

완충재 성능향상을 해 두 가지의 연구를 수행하 다.첫 번째로 요오드의 흡착

능을 향상하는 방안으로서,Ag2O가 첨가된 압축벤토나이트에서 요오드 이온의 지

연 확산 특성을 통 확산법으로 조사하 다.두 번째로 완충재의 열 달 기능

을 향상하기 한 방안으로서,모래와 흑연이 혼합된 이 구조 완충재를 개발하고

성능을 분석하 다.

3.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 비 개념설계

선진핵주기에서 처분시스템의 상은 수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원 해체

폐기물,그리고 이로 건식처리 폐기물이다.처분의 상이 되는 각 폐기물의 특징

방사선원항을 평가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각 폐기물 용기,처분용기,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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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시스템 비 개념 설계안을 도출하 다.도출된 처분시스템에 해 안 성

성능을 입증하기 하여 방사선량,처분용기 부식수명,열 안 성,구조 안 성

등을 평가하 다. 한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

분시스템에 해서는 비용분석,심지층 처분효율을 향상시키기 한 처분방안 안

분석,처분 지상시설 개념설계 운 방안 도출 등의 연구 통해 처분시스템을 최

화하고자 하 다.

4.A-KRS장기 운 안 성 평가체계 구축

본 연구에서는 안 성평가를 한 방법론으로 원 의 안 성평가를 한 방법론인

확률론 안 성 평가 방법론을 선정하 다.확률론 안 성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운

안 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 으며,구축된 운 안 성 평가 체계의 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처분장의 지상시설 지하시설의 표 사고에 하여 안 성 사

례 평가를 수행하 다. 한,운반 안 성 사례 평가를 통한 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운반용기 운반 선박을 고려한 운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운반 발생 가능

한 사고에 한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5.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안)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황을 분석하여 정리하

다. 고 폐기물 장기 리에 한 원자력계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하

여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이를 바탕으로 고 폐기물 장기 리를 한 국가

리 원칙을 작성하 으며,국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핵연료주기에 한 분석을 외국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 다. 선정된 핵연료주기를 바탕으로 고 폐기물 구처

분 에서 로드맵을 작성하 다. 로드맵의 기본이 되는 구처분시 제안을

하여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 다.

6.선진 핵주기 선원항 평가기술 개발

제2단계 연구에서는 제1단계에서 개발한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A-SOURCE)을

검증하고,검증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핵 성능 국내 주요 장반감기 핵종의

재고량을 평가하 다. 개발된 로그램에 해 기능모듈 사용자 편의환경에

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며,특히 구조재 방사선원항 평가 기능 집단 방사선원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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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능이 폭 향상되었다. 로그램의 검증은 두 단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첫

번째는 ORIGEN-S해석결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며,두 번째는 조사된 물질

내 핵종재고량 실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졌다 최종 으로 검증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진핵주기 폐기물에 한 방사선원항을 평가하여 처분시스템 핵 성능

평가에 활용하 으며,고리 4호기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TRU 장반감기 핵분

열생성물의 주요 재고량에 한 거동을 2100년까지 추정하 다.

7.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개발

세라믹 폐기물 처분용기에 한 장기 안 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구리-구상흑연

주철 처분용기의 을 해 온분사코 을 응용하 다.심지층에서의 처분용기

건 성을 확보하기 해,심지층 조건을 모사한 장기부식 시험을 실시하고,도출된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부식 수명 측 로그램을 개발하 다. 한 심지층에서의

지진에 의한 처분용기의 단거동 안 성을 규명하기 하여 두 가지 단 해석

로그램을 개발하 다. 단해석 로그램 입력자료에 필요한 공학 방벽의 물리

상수를 검증하 으며,필요한 물성인자는 실험 으로 도출하 다.이와 더불어 모사

된 단해석 로그램의 정확성은 소규모 단기기를 직 개발하여 시험함으로써

입증하 다.

8.선진 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처분단 모듈을 KURT 처분부지에 분포하는 MWCF구조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3차원 지하수 유동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최 의 배치를 도출하 다. KURT 주변

암반의 열 특성을 반 하여 수평처분터 방식과 수직공 처분방식에 한 3차원

열 해석을 통해 처분터 처분공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고,환기 측면에서 처분

터 배치를 설계하 다.처분시스템 설계에 해 기술성을 검토하고 열 ,구조

안정성,방사선 측면에서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설계기 과 비교하 다. 이로

공정을 통해 발생된 폐기물의 처분비용과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비용을 비교하기

하여,국내 처분단 비용을 확보하고,이를 이용하여 두 가지 처분시스템에 한

비용평가를 시도하 다. 번 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처분시스템에 한 객

평가를 확보하기 하여 문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문가검토(PeerReview)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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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연구개발 결과

1.고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개발

선진핵주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용하는 처분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네 개

의 로그램을 개발하 다.첫째,사용후핵연료 황분석 로그램은 부지별,호기별

로 핵연료 제원별 분포,사용후핵연료 기농축도 분포,최종방출연소도 분포,냉각

기간 분포 등을 분석할 수 있으며,둘째,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측 로그램은 세

개의 모델,즉,재장 주기 모델,방출연소도 모델,연평균 방출량 모델을 기반으로

국가 원 수 계획을 반 하여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측할 수 있다.셋째,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은 단일 사용후핵연료 는 여러 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배치로 건식처리되는 경우에 이로공정 물질수지를 반 하여 각

공정별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자동으로 정량화할 수 있으며,마지막으로 원 해체

폐기물 정량화 로그램 한 해체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평가할 수 있다. 검증

제를 통해 하게 개발되었음을 확인하 으며,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그램을

활용할 경우,모든 작업이 산 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결과의 신뢰도가 높고 계

산시간을 획기 으로 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2.공학 방벽 개발

구리용기의 두께를 1.0cm로 인 새로운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온분사코 법의 용을 통하여 개발하여,소요되는 구리 량을 기존 용기에 비해

약 14.5%로 감소시켰다. 한 CANDU사용후핵연료 16,000tU처분에 소요되는 처

분용기를 2,835개에서 2,005개로 다.

국산 구리분말을 이용한 온분사코 공정조건을 연구하여,코 층의 층효율

90% 이상,기공도 1% 이하,산화동 0.5% 이하를 얻을 수 있었다.실제 처분용기

1/10크기의 축소 시제품에 하여 10mm 이상의 구리코 을 성공 으로 제작하여

온분사코 을 통한 제작가능성을 확인하 다. 온분사코 구리의 특성을 분석

한 결과,일반구리에 비해 강도가 높고,Modulus도 높았으나 연성은 낮았다.코 구

리의 산화물을 조사한 결과,공정으로 인한 산화 상은 보이지 않았다.

코 구리의 부식특성을 다양한 산화환경에서 기화학 으로 분석한 결과,코

구리 시편은 일반동에 비해 부식률이 다소 높았으나,부식 는 구리의 제작법보

다는 순도의 향을 더 받았다.여러 가지 온도조건과 인가 압에서도 부식시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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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부식이 발생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구리의 부식시험 결과,순

도가 낮은 온분사코 동은 일반동에 비해 부식이 잘 되는 것으로 보 지만,순도

가 높은 온분사코 동은 일반동과 유사하 다.실험실에서 모의처분환경을 조성

하고, 온분사코 구리의 환경부식시험을 2년간 실시한 결과, 온분사코 동은

압출동,단조동 기타 합 들과 부식두께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최 부식 두께는 1㎛ 수 을 나타내었다. 구리의 부식 양태에 따른 여러 가지

모델식을 반 으로 살펴보았으며,완충재를 통한 물질이동 부식 모델을 구리의

부식 수명과 연계하여 검토하 다.

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해 Ag2O를 첨가하여 통 확산법으로

조사한 결과,Ag2O 첨가로 인해 압축벤토나이트는 뚜렷하게 요오드 이온의 통과를

지연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지연 시간과 유효확산계수 겉보기 확산계수들

을 실험으로 산출하 다. 완충재의 열 달을 향상시키기 해 이 구조 완충재를

제안하고,유한요소법에 의한 열해석을 수행한 결과,기존 완충재에 비해 열 도도

가 두 배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으며,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완충재 경계면

의 최고 온도는 약 7℃ 감소하 다.

3.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 비 개념설계

직 처분의 상인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을 개념 설계하 으며,경수

로형 사용후핵연료를 고온건식활용(pyroprocess)처리하는 에 발생하는 폐기물들

을 처분하기 한 복합처분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 다.이 복합처분시스템은 연구

용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와 원자력발 소 해체 시에 발생하

게 될 장반감기 폐기물에 한 처분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처분지역 암반 특성을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KURT를 이용하 다. 처분의 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방사

성폐기물의 처분시스템은 크게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

시스템으로 나 어 고려하 다.두 경우에 하여 설계조건 설계입력 인자를 도

출하고,설계 상인 사용후핵연료의 특징(발생량,고유 특성,방사능,붕괴열,계산

기 등)을 기술하 다.이를 바탕으로 각 시스템에 한 처분용기 완충재 처분

모듈(처분공 처분터 )을 설계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처분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크게 방사선량 평가,

처분용기 부식수명 평가,처분시스템 열 해석,처분시스템 구조 안 성 평가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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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 다.각 성능평가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처분시스템이 각 평가 항목에

하여 안 성을 확보하고 있었다.그 밖에도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하

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한 비용분석,심지층 처분효율을 향상시키기

한 처분방안 안 분석,처분 지상시설 개념설계 운 방안 도출 등을 수행하여

체 인 처분시스템의 비 개념설계를 완성하 다.

4.A-KRS장기 운 안 성 평가체계 구축

처분시스템의 운 안 성평가를 한 시나리오와 폐기물의 운반 안 성평가를

한 시나리오를 개발하 다. 한,처분시스템의 운 안 성 평가를 한 방법

론으로는 확률론 안 성 평가 방법론을 선정하 다.이들 방법론에 한 분석 차

를 확립하여 제수행을 통해 용성을 확인하 다. 한,사고경 분석을 통해

기 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 다.

사건수목 분석,고장수목 분석,피폭선량 평가를 한 도구를 선정하여 운 안

성 평가체계를 구축하 다.사고경 분석을 한 사건수목 분석 도구로는 원 의

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AIMSPSA Manager

에 포함되어 있는 CONPAS를 선정하 다.각 사건수목의 분기별 확률평가를 한

고장수목 분석을 한 도구로는 AIMSPSA 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KwTree을

활용하 다.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를 한 도구로는 RSAC (RadiologicalSafety

AnalysisCode)를 피폭선량 도구로 선정하여 활용하 다.

처분장의 지상시설 지하시설의 표 사고에 하여 안 성 사례 평가를 수행

하 으며 이를 통하여 구축된 운 안 성 평가 체계의 용성을 확인하 다. 한,

운반용기 운반 선박을 고려한 운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운반 발생 가능한 사

고에 한 안 성 평가를 수행하여 운반 안 성평가 체계의 용성을 확인하 다.

5.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안)

원자력분야 종사자 심의 국내 고 폐기물 리 정책에 한 9가지 문항에

한 설문조사 결과 처분안 성, 간 장시설과 연계된 처분부지 확보,처분부지 확

보방법으로서 문기 의 최 지 선정 우선,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처분시 의

요성 등을 지 하 다. 국내 고 폐기물 장기 리 방안을 선정을 한 핵주기

분석을 통하여 다섯 가지 핵주기를 비교하 으며,직 처분,고온건식처리가 선정되



- viii -

었으며, 장기 장은 조건부로 고려되었다.선정된 핵주기를 상으로 처분 에

서의 로드맵을 작성한 결과,2041년부터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시작하며,

PWR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이로공정 기술개발에 맞추어 2066년부터 수행하는 로

드맵을 작성하 다. 한 CANDU사용후핵연료의 간 장시설의 운 기간과 최

의 처분 착수시기에 한 상세 분석을 하여 처분시 의 결정 요인으로는 크게 안

성,경제성,수용성을 설정하 다.처분시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안을 비교하고 최 안을 제시하 다. 핵심 결과는 처분 시 이 빠를수록

좋다는 것과,최 처분시 은 2041년이다.

6.선진 핵주기 선원항 평가기술 개발

제2단계 연구를 통해 구조재 방사선원항 평가모듈은 사용후핵연료 각 구조재의

부품별 는 혼합된 구조재에 해 성자속 핵반응단면 을 용하여 방사선원

항을 자동으로 정량화하는 기능을 갖도록 개선되었다. A-SOURCE 검증을 한

ORIGEN-S와의 비교계산에서 상호간의 오차는 5%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 다.

실측치와의 비교에 고려된 사용후핵연료는 PWR BWR 핵연료로서 기농축도

2.5~4.11wt%,방출연소도 18~47GWd/tU으로 다양하게 고려되었다.비교결과,10%

이내에서 방사선원항이 일치하여 개발된 로그램의 로직 로그래 이 함

을 확인하 다. 한,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 핵 성능 평가를 통해 처분용기 표

면에서의 흡수선량률이 제한치인 1Gy/hr이하로 유지됨을 확인하 으며,고리 4호

기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한 주요 핵종 재고량 평가에서 2007년 말 기 Pu

TRU의 양은 각각 3,983kg 4,480kg인 것으로 나타났다.

7.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개발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에 한 단거동 안 성을 규명하 다.먼 처분용

기의 을 해 온분사코 을 성공 으로 용하 다. KURT 장에서 2년간

의 장기부식 시험을 실시하고,실험자료를 바탕으로 부식 수명 측 로그램을 개

발하 다.심지층에서의 지진에 비하여,Drucker-Prager와 Cam-Clay2종의 단

거동 해석 모델을 개발하 다.개발된 단해석 모델의 정확성을 입증하기 해서

1/30규모 단기기를 설계 제작하고, 단시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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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선진 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지하수 유동 모델을 기반으로 지하 500미터 심도에서 MWCF를 배제한 처분시스

템 배치를 하 으며,지하수 해석 결과 단열 까지의 최단 이동거리를 구하여 안

성 평가의 입력자료로 제공하 다. 처분시스템 열 해석을 통하여 수평처분터 방

식의 경우 처분터 간격 25미터,처분용기 2미터를,수직공 처분방식의 경우 처

분터 간격 40미터,처분공 간격 8미터를 결정하 다.환기 측면에서 성능 비교

를 통한 처분터 배치를 결정하 다.설계된 처분시스템에 하여 열 해석,구조

안정성 분석,방사선 성능평가를 설계 기 과 비교한 결과 모두 성능 목표치를

만족하 다. 처분비용평가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방식과 이로 공정 폐

기물의 처분비용을 비교한 결과 1/10미만으로 산정되었다. 개발된 처분시스템에

한 객 평가를 IAEAPeerReview를 통해 검토 받았다.

Ⅴ.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은 이로건식처리-고속로를 연계

하는 선진핵주기 기술개발의 타당함을 입증하는 공학 기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상되며, 재 원자력발 을 통해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하여 사용후핵

연료 부담 을 방사성폐기물 리법에 근거하여 징수하고 있는데,이 부담 은 매 2

년마다 재산정하도록 법에서 제시하고 있다.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선진핵주기 처

분시스템의 우수성이 인정되면,사용후핵연료 부담 재산정시 공학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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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ProjectTitle

DevelopmentofaKoreanReferencedisposalSystem(A-KRS)fortheHLW from

AdvancedFuelCycles

Ⅱ.ObjectiveandNecessity

Thegeologicdisposalofspentfuelsgeneratedfrom thenuclearpowerplants

istheonlywaytoprotectthehumanbeingsandthesurroundingenvironments

at present and in the future.Even though the nationalpolicy on the

managementofspentfuelshasnotyetbeendecided,KoreaAtomic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has developed a geologic disposalsystem for

high-levelradioactivewaste(HLW)throughalong-term researchprojectforthe

past10years.

Recently,many countries are considering the sustaining usage ofnuclear

powertocopewithspikeofoilandnaturalgasprices,andreductionofCO2

gasemission,whichmightleadtoremarkablestockpileofspentfuels. Sincea

directdisposalofspentfuelsrequiresadisposallargearea,someadvanced

countriesproposedtheadvancedfuelcyclesinwhichspentfuelsarerecycled

afterreprocessing,andactinidesandlong-livedfissionproductsaretransmuted

inafastreactor. Theamountofstockpiledspentfuelscanberemarkably

reducedbyintroducingthiscycle.

Inourcountry,afutureR&D actionplanbasedonanadvancedfuelcycle

system which included pyroprocesscoupled with asodium fastreactorwas

announcedin255
th
meetingofAtomicEnergyCommittee. And,KAERIhas

developedthisadvancedfuelcyclesystem since2007. Sincetheradioactive

wastes generated from this cycle are quite differentfrom the HLW from

once-through cycle,the conceptual disposal system to accomodate these

radwaste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other relevant circumstances,

especially,source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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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theadvanceddisposalsystem toaccommodatealltheHLWsfrom

pyroprocess,spentfuelsgeneratedfrom CANDU andHANARO,andlong-lived

radwastesfrom decommissioningofnuclearinstallationswasdevelopedinthis

project.

Ⅲ.ContentsandScope

1.DevelopmentofSourceTerm EvaluationProgram forHLWs

The HLWs and spent fuels generated from pyroproecss and CANDU,

respectively,arethemajorsourcetermsofdisposalsystem.Transuranicsare

recycled as a fuel,and long-lived fission products such as Iand Tc are

transmuted in thesodium fastreactorin connection with pyroprocess.Only

short-livedandmetalwasteswillbedisposedofinadeepgeologicaldisposal

repository.

Fortheproperthermal,mechanical,andradiationshieldinganalyseswhichare

inevitablycarriedoutforadesignofdisposalsystem,reasonablesourceterms

likemassand volumeofthewastes,decay heat,nuclideconcentration,and

radioactivity should be determined considering the physicalcharacteristics,

irradiationhistory,coolinghistoryofspentfuels. Tofacilitatethisprocess,the

spentfueldatabasemanagement,aspentfuelarisingprojectionprogram,and

automaticcharacterizationprogramsforradwastesfrom theadvancedfuelcycle

anddecommissioningofnuclearinstallationsweredeveloped.

2.DevelopmentofEngineeredBarriers

A new A-KDC-CANDU disposalcanisterwasdesignedwithareducedwall

thicknessfrom 5.0cm to1.0cm throughacoldsprayedcoating(CSC)method.

Forthepracticalapplication,thecoldsprayedcoatingprocessofacopperwas

studiedofdisposalcanister.Thecoatingprocesswasevaluatedusingseveral

differentcopperpowdersinview ofstackingefficiency,hardness,voidfraction,

andoxygencontent.Andthen,themanufacturingofasmallscale(1/10)copper

canisterwastried to verify a technicalvalidity ofa cold sprayed co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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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To understand physicaland chemicalproperties ofa CSC copper,

severaltest,such as XRD,oxygen analysis,electro chemicalanalysis,and

tensiletestwereperformed.

ToevaluatethecorrosionperformanceofaCSC copper,corrosionpotential

and corrosion rate were measured in a electrochemicalanalysis,and the

corrosion thicknesseswereproduced by weightlossmeasurementin several

corrosiveenvironments.Inthecorrosiontests,CSCcopperwascomparedwith

generalextrudedcopperandforgingcopper.

Anundergrounddisposalconditionwasimitatedinalaboratorysimilarlyusing

underground water, compact bentonite, and titanium vessel, in which

surroundings,threekindsofCSC copper,extrudedcopper,forgingcopper,and

othercopperalloyswerecorrodedfor2yearstoknow theircorrosionthickness.

Andthenitisnow undergoing thefieldcorrosion testforCSC coppersat

KAERIundergroundresearchtunnel(KURT).

Theoverview ofcoppercorrosionmodelswasaccomplishedtoestablisha

proper corrosion modeladequate for Korea underground environment.The

surveyedcorrosion modelswerecategorizedintoseveralgroupssuch as(1)

generalcorrosion model,(2)microbialcorrosion Model,(3)stress corrosion

cracking(SCC),(4)pittingcorrosionmodel,(5)bufferdiffusionmodel,andetc.

To upgrade bufferperformance,two kinds works were tried.One is a

developing a Iodide capturing by adding a Ag2O powderinto a compact

bentonitebuffer.Anotherthingisaimprovementofitsthermalconductivityby

composingacompactbentonitewithamixtureofsandandgraphitepowder.

3.Conceptualdesignofdisposalsystem fordomesticHLWsandSNFs

Thepurposeofthissection istodesign preliminary disposalsystemsfor

various radioactive wastes which are classified as disposal waste for

management.CANDU spentfuels,Hanaro spentfuels,nuclearpowerplant

dismantled wastes,and Pyroprocess wastes belong to this disposalwaste

category. Forthis purpose ofdisposalsystem design,basic proper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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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rock andwasteshavetobeinvestigatedinadvance.Radiation safety of

thesesystem alsohastobeprovedbycalculatingtheradiationsourcesand

shieldingefficiency. Basedonthisperformance,wastecan,disposalcanister,

anddisposalsystem hadbeenconceptuallydesigned.

Theradiationdoseassessment,disposalcanistercorrosionlifetimeestimation,

heatanalysis,andstructuralsafetyconfirmationarecarriedouttoconfirm the

system safety.Theotherprocesslikeestimatingcostforeachdisposalsystem,

suggestingforthealternativedisposalconcept,andderivingthesurfacefacility

conceptualdesign& itsoperationplanalsomaketheconceptualdesignofthe

disposalsystemscompletepreliminarily.

4.EstablishmentofPreclosureSafetyAssessmentSystem forA-KRS

The operational phase of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means the

transportationofradioactivewastepackagesandconstructionandoperationofa

radioactivewasterepository. Thebasicprinciplesconsideredintheoperational

phaseareenvironmentalintegrity,safety,andpublicacceptance.Amongthem,

thesafetyassessmentshouldbeconsideredasthefirstpriority. Thesafety

goalforthesafeoperationofaradioactivewasterepositoryistoprotectthe

environmentandhumanbeingsfrom theradiationeffect.

Thedevelopmentofthescenariosandmethodologiesforthesafetyassessment

shouldbemadeinordertoassesstheoperationalsafetyofaradioactivewaste

repository.Also,therelevantsafetyassessmentframeworkshouldbeestablished

bytheselectionofappropriatetoolsbasedonthemethodologiesforthesafety

assessment.Inthisstudy,weadoptedtheprobabilisticsafetyassessment(PSA)

asthesafetyassessmentmethodologyofaradioactivewasterepository,which

arebeingusedwidelyinthesafetyassessmentofnuclearpowerplants.The

basicanalysismethodsinthePSA aretheeventtreeanalysis(ETA),faulttree

analysis(FTA),andtheprobabilisticexposuredoseassessmentresultingfrom

thereleaseofradioactivematerials.Theexposuredoseassessmentresultsareto

becomparedwiththesafetygoalsinordertocheckwhethertheresults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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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isfactoryornot.

We established the safety assessmentframework and the sample safety

assessmentforthetypicaleventsatthesurfaceandsubsurfacefacilitieswere

madeinordertochecktheapplicabilityofthesafetyassessmentframework.

Also,wemadetransportation safety assessmentresulting from theaccidents

duringthetransportationofradioactivewastepackagesforthetransportation

scenariosmadeby considering thetransportationpackagesandtransportation

vehicles.

5.Nationalprogram ontheHLW management

Thegovernmentdecisiononthemanagementofspentfuelscontainingmost

ofradioactivitiesfrom nuclearenergyhasnotyetbeenmadeclearlyinKorea.

Considering thesituation thatthetemporary storagefacilitiesatthenuclear

powerplantsiteswillbesaturatedaroundtheyear2016,thepolicyonthe

interim storageshould bemadethrough apublicengagementprocesssoon.

Anyway,ourgovernmenthas notmade any plan ortiming on the final

geologicaldisposalofhigh-levelwastes.

Inthisreport,totalamountofthespentfuelsfrom the32nuclearreactors

includingtheplannedareprojected.Inordertocollecttheopiniononthespent

fuelmanagement,asurveywascarriedoutfortheexpertsworkinginnuclear

industry. Based on thesurvey results,weproposed theprincipleson the

long-term managementofHLW inKorea. Andthefuelcycleswhichcouldbe

acceptedinKoreawerecomparedthroughtheliteraturesurveyontheresearch

resultsofOECD/NEA. With theselected fuelcycles,aroad-map forthe

geologicaldisposalofHLW was produced. The timing forthe geological

disposalwasdeterminedintermsofseveralfactors.

6.Thesourceterm estimation program(A-SOURCE)tosupportanadvanced

fuelcyclewasimprovedandverifiedinthe2nd phaseofthisresearch.Source

termsneededfortheperformanceevaluationofthedisposalsystem and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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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 inventory for long-lived nuclides were calculated by using the

A-SOURCE.Atfirst,improvementoftheA-SOURCE wasfocused on the

developmentoffunctionalmoduleanduser-interface.Especially,overallsource

term calculationcapabilityforbatchofradwastewaschangedremarkably.In

the verification of the A-SOURCE, the estimated nuclide inventory by

A-SOURCE wascompared with resultsfrom both ORIGEN-S and chemical

assay.Eventually,A-SOURCEwasutilizedtoestimatesourcetermsofvarious

radwastesfrom advancedfuelcycleforperformanceevaluationofthedisposal

system.TheA-SOURCEwasalsousedtoestimatedgrandnuclideinventoryof

transuranicsandmajorfissionproductsinspentfuelsdischargedfrom KoriUnit

4.

7.Developmentofadisposalcanisterforahighlevelwastefrom pyro-process.

Examinationoflong-term safetyofthedisposalcanisterwastriedforaceramic

waste.Cold-spray coating method wasadopted forthesealing between the

coppercanisteranditslid.Toconfirm theintegrity ofdisposalcanisterfor

environmental corrosion, long-term corrosion test was performed in a

undergroundsimulatedcondition,andtheresultedcorrosiondatawasusedin

thedevelopmentofalife-timepredictionprogram.Andthenthesafetyofa

disposalcanisterforaseismicmovementwasalsostudiedbyestablishingtwo

simulation codes about fault movement. For the purpose, physical

input-parameters for the codes were investigated, assumed, and derived

experimentallyifneeded.Fortheverificationofdevelopedcodes,aminiature

faulttestmachinewasmanufactured,testedandthentheexperimentalresults

werecomparedwiththeresultsfrom computationalsimulations.

8.Thedisposalsystem forthewastesfrom thepyro-process(A-KRS)

Thespacingsofthedisposaltunnelsandthedisposalcanistersinthecases

ofthehorizontaldisposalmethodandtheverticaldepositionholemethodwere

determinedthroughthethermalanalysesconsideringthethermalproperties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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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ockaroundKURT(KaeriUndergroundResearchTunnel).Thelayoutofthe

disposaltunnelswasdesignedintermsoftheventilation.Theoptimum layout

ofthedisposalunitmodulewasdesignedbasedontheMWCFdistributedinthe

KURT hypotheticaldisposalsiteandthe3-D groundfluidanalysesmodel.The

technicalfeasibilityofthedeepgeologicaldisposalsystem designwasreviewed.

Theperformanceassessmentwascarriedoutintermsofthermal,structural

stability and radiologicalsafety and theresultswerecompared with design

criteria.

To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disposalcost for the waste from

pyro-processandtheoneforthespentfuels,thedomesticunitdisposalcosts

wereobtained.Basedon theunitcosts,thecostestimation ofthedisposal

systemsinbothcasewerecarriedout.TheEnglishversionofthefinalreport

onthedisposalsystem developedinthisresearchstagewasmade,andtoget

theobjectiveevaluation,thereportwasreviewedbytheexpertsfrom IAEA.

Ⅳ.Results

1.DevelopmentofSourceTerm EvaluationProgram forHLWs

Tofacilitateadisposalsystem design,GUI-basedprogramstoevaluatesource

termsofradwastesfrom advancedfuelcycle,spentfuelsfrom HANARO and

CANDU,andlong-livedwastesfrom decommissioningofnuclearpowerplants

weredevelopedon thebasisofVisualBasic.Firstly,aspentfueldatabase

analysis program has developed with the capability to provide inventory

distributionofspentfuelsforuser-defined
235
U enrichment,dischargeburnup,

andagingperiodtoeachreactorunitandsite.Secondly,aspentfuelarising

projectionprogram hasdevelopedwithafunctiontoprojecttheamountofspent

fuelarisingbyusingthreemodels,namely,cyclelengthmodel,dischargeburnup

model,andannualaveragedischargemodel.Thirdly,acharacterizationprogram

forHLW from the advanced fuelcycles can automatically characterize the

source term of radwastes from a single-assembly-processing and

batch-processing reflecting material balance of the pyroprocess. F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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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ation program forlong-lived wastes can automatically assess the

sourcetermsfrom decommissioningofnuclearpowerplant.

Throughsimplebenchmarkcalculations,itwasconfirmedthatthedeveloped

programswithautomaticproceduresuppliedreliablesourceterms,andsaved

engineering timeneeded forsourceterm evaluation Itisexpected thatthis

program packagewillbeusedforadesignofdisposalsystem,interim storage

facility,andpyroprocessfacility.

2.DevelopmentofEngineeredBarriers

A new conceptofA-KDC-CANDU coppercanisterwith a 1.0 cm wall

thicknesscoulddiminish therequiredamountofcopperto14.5wt% ofthe

originaldesign. Andthenumberoftotalcanistertobedisposedwasalso

decreasedto2,005from 2,835atnew canisterdesign.

In thedevelopmentofCSC processofcopper,severaldesired processing

parameterscouldbeachievedlikestackingefficiency>90%,porosity<1%,and

oxidation level<0.5%.And itwasconfirmed thatcopperpowdersmadein

Koreahadenoughgoodcompetitivenessin priceandcoating efficiency.The

validityoftheCSCtechniquewasverifiedbymanufacturinganone-tenthscale

coppercanister(OD 10cm ×L40cm)withawallthicknessof1.0cm.Asa

resultoftensiletest,CSC coppershowedagoodmechanicalstrength,butits

flexibilitywasmuchdecreased.Andanynoticeableoxidationofcopperwasnot

occurredduringCSCprocessasaresultofchemicalanalysis.

A CSCcoppershowedalittlehighercorrosionratecomparedwithageneral

copperinseveralelectrochemicaltests,butthecorrosionpotentialofcopperwas

strongly depended on itspurity ratherthan itsmanufacturing process.The

qualityofaCSCcopperwithdifferentcoatingpositionfrom acoatingsubstrate

didnothaveanyconsiderabledeviationsincorrosionpotentialandcorrosion

rate.Additionally,anycrevicecorrosionwasnotdevelopedinaCSCcopperand

generalextrudedcopper

Corrosionbehaviourofcopperinvariousenvironment,suchas10% aqu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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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lsolution,hightemperature(70℃)humidair,andseawaterwasevaluated

throughaweightlossmeasurement.From theenvironmentalcorrosiontests,a

CSC copperwith low purity was a little more corrosive than commercial

coppers,but the CSC copper with high purity showed similar corrosion

resistancewiththem.

Asaresultofundergroundsimulatedcorrosiontestfor2yearsatlaboratory,

aCSC copperwasnotdifferentwithgeneralcoppers(extruded,forging,and

othercopperalloys)inweightlossmeasurement,andthemaximum corrosion

depthwasonlyaround1.0㎛ whichissufficientlylow foracoppercanister

with10mm wallthicknesstoresistmorethan1,000year-corrosion.

Thecorrosionmodelsforcoppermaterialswerelookedoverinallaspects.

Thesurveyedcorrosionmodelsweresummarizedandcategorizedintoseveral

groupslike(1)generalcorrosionmodel,(2)microbialcorrosionModel,(3)stress

corrosioncracking(SCC),(4)pittingcorrosionmodel,(5)bufferdiffusionmodel,

andetc.

In modification study ofa buffer,itwasconfirmed thatadding a Ag2O

powderintoabentonitebuffercouldimprovetheitsabilityforiodineadsorption.

Thedoublelayeredbufferwasdevelopedtoenhancethethermalperformanceof

buffer.

3.Conceptualdesignofdisposalsystem fordomesticHLWsandSNFs

Thedisposalsystem forCANDU spentfuelwhichisclassifiedasdisposal

wastebecauseofitslow recycleefficiency wasdesigned conceptually.The

complexdisposalsystem forPyroprocesswastesalsohasbeendesignednewly.

Thissystem includestheHanarospentfuelandthelong-term half-lifewastes

producedby nuclearpowerplantdismantlement.Bedrockcharacteristicswere

basedonthedatafrom KURT site. Themajoritemsofthem arebedrock

properties,EDZarea,hydrauliccharacteristics,geothermalgradient,andfracture

zone.

A spentfueldisposalsystem consistsofCANDU spentfueldisposal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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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Hanarospentfueldisposalsystem. Design parameters,conditions,and

majorcharacteristicsofspentfuelshavebeendescribed. Basedonthedesign

parameters,disposalcanistersandengineeringbarriersystem wereconceptually

designed.

Materialbalanceanalysis,firstly,supportedtoderivetheradioactivewastes

propertiesfrom Pyroprocess.Radioactivesources ofthesewastes(especially

metalwasteand ceramicwaste)could becalculated based on thismaterial

balanceanalysis.Wastecans,disposalcanisters,andengineeringbarriersystem

foreachwastewasdesigneddependingonthewasteproperties.Thisresearch

alsosuggestedtheotherthreealternativewaysfordisposalsystem constitution.

Variousevaluationprocesseslikeradiationdoseassessment,disposalcanister

corrosion lifetimeestimation,heatanalysis,andstructuralsafety confirmation

wereperformedinordertoincreasethesystem safety.Theresultsshowedthat

the disposalsystem satisfied each safety items.The other processes like

estimatingcostforeachdisposalsystem,suggestingforthealternativedisposal

concept,andderivingthesurfacefacilityconceptualdesign& itsoperationplan

alsomadetheconceptualdesignofthedisposalsystemscompletepreliminarily.

4.EstablishmentofPreclosureSafetyAssessmentSystem forA-KRS

We developed the scenarios and methodologies forthe operationalsafety

assessmentofaradioactivewasterepository.Andweadoptedtheprobabilistic

safetyassessment(PSA)asamethodologyfortheoperationalsafetyassessment

ofaradioactivewasterepository,whicharebeingusedwidelyinthesafety

assessmentofnuclearpowerplants.ThekeymethodologiesinthePSAarethe

eventtreeanalysis(ETA)andfaulttreeanalysis(FTA).Weestablishedthe

analysisproceduresfortheseanalysismethodandcheckedtheapplicabilityby

samplecalculations.Also,weestablishedthemethodologyfortheexposuredose

assessmentresultingfrom thereleaseofradioactivematerialstotheatmosphere.

Weestablishedthesafety assessmentframework by selecting therelevant

tools for the eventtree analysis,faulttree analysis,and exposure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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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WeselectedtheCONPASprogram whichisincludedintheAIMS

PSAManagerfortheeventtreeanalysistoolfortheanalysisofeventsequence

analysis.WeusedtheKwTreeintheAIMS PSA Managerforthefaulttree

analysistoestimatetheprobabilityoftheeachbranchoftheeventsequence.

TheRSAC(RadiologicalSafetyAnalysisCode)wasusedfortheestimationof

exposuredose.

Wemadesamplecalculationsforthetypicalaccidentatthesurfaceand

subsurfacefacilitiesinordertochecktheapplicabilityofthesafetyassessment

framework established in this study.Also,we made transportation safety

assessmentresultingfrom theaccidentsduringthetransportationofradioactive

waste packages.We found that the methodology and operational safety

assessmentframework established in this study were usefulin the safety

assessmentfortheaccidentswhich may occurduring thetransportation of

wastepackagesandtheoperationofaradioactivewasterepository.

5.Nationalprogram ontheHLW management

Itwasestimatedthattheamountofspentfuelsfrom 32reactorswouldbe

around44,700tU. Thesurveywascarriedoutfortheexpertsinthenuclear

industry regarding thepolicy on the HLW managementin Korea,and the

resultsemphasizedtheimportanceofthedisposalsafety. Also,itwaspointed

outthatthedisposalsiteshouldbedeterminedrelatedtotheinterim storage,

and thatthedisposalsiteshould beselected by theexperts,and thatthe

disposal timing should be determined taking account of the spent fuel

accumulation.ThreeprinciplesonthenationalHLW managementwasproposed.

Fivefuelcycleswerecomparedeachotherforthepurposeofpreparinga

nationallong-term program.Amongthem,thedirectdisposalofspentfuelsand

thepyro-processingofspentfuelswerechosen,andaverylong-term storage

waschosenasanalternative. Basedontheselectedfuelcycles,theroad-map

waspreparedinwhichthedisposalofCANDU spentfuelsstartsin2041and

PWR spentfuelsstarttobepyro-processedordirecteddisposeddepending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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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echnologydevelopmentin2066. Themanagementofspentfuelsfrom the

32nuclearreactorsendsin2139accordingtotheroad-map. Itisrequiredto

findanoptimum timingofgeologicaldisposalofCANDU spentfuelsrelatedto

theinterim storageoperationperiod. Themajorfactorsfordetermining the

disposalstartingtimeareconsideredassafety,economics,andpublicacceptance.

Safety factoriscomparedin termsofthedecay heatandnon-proliferation.

Economicsfactoriscomparedfrom thepointoftheoperationcost,andpublic

acceptance factor is reviewed from the point of retrievability and

inter-generation ethics. Thisreportrecommended thebestsolution forthe

disposalstartingtimebyanalyzingtheabovefactors. Itisconcludedthatthe

optimum timingfortheCANDU spentfueldisposalisaround2041andthatthe

soonerdisposaltime,thebetterfrom thepointoftechnicalandsafetyaspects.

6.From the2
nd
phaseofthisresearch,theA-SOURCEwasupgradedtohave

capability to automatically estimate source terms of respective structural

componentormixed radwasteofassembly hardwareconsidering appropriate

neutronfluxandcrosssections.Itwasfoundthatthedifferenceofthenuclide

inventory from A-SOURCE and ORIGEN-S agreed within 5%. In the

comparison ofthe nuclide inventory from A-SOURCE and chemicalassay,

differencewasrevealedtobewithin10%.Thewiderangeofchemicalassay

dataforPWRandBWRspentfuelswithinitialenrichmentof2.5~4.11wt% and

dischargeburnupof18~47GWd/tU wereusedinthecomparison.Thoseresults

supported thattheA-SOURCE wasproperly developed.In theperformance

evaluation ofthedisposalsystem,absorbeddoseon thesurfaceofdisposal

canister was revealed to be below 1 Gy/hr satisfying design limit.The

inventoryofPuandTRU inspentfuelsdischargedfrom KoriUnit4uptothe

endof2007wascalculatedtobe3,983kgand4,480kg,respectively.

7.Developmentofadisposalcanisterforahighlevelwastefrom pyro-process.

Cold-spraycoatingmethodwassuccessfullyadoptedforthesealingbetween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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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canisteranditslid.Andthedisposalcanisterwasprovedtobeenough

safeafter1,000yearsasaresultoftwoyearsimulatedcorrosiontestforthe

canistermaterials in KURT,and a life-time prediction program was also

developed based on the corrosion data.Two simulation codes,those are

Drucker-PragerandCam-Claymodel,weredevelopedtocopewiththeseismic

movementcrossingdisposalbore-hole.Andthenaminiaturefaulttestmachine

was manufactured and tested successfully to approve the accuracy ofthe

simulationcodes.

8.Thedisposalsystem forthewastesfrom thepyro-process(A-KRS)

The disposal system layout has been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underground waterfluid modelbutnotconsidering the MWCF(Main Water

ConductiveFeature)atthedepth of500m from theground.Theshortest

movementdistancetothefracturehasbeendeterminedbytheresultofthe

groundwateranalyses,andprovidedfortheinputdataofthesafetyassessment.

Basedontheresultsofthethermalanalyses,25m ofthespacingbetweenthe

disposaltunnelsand2m ofthedisposalcanistersdistanceweredeterminedin

thecaseofthehorizontaldisposaltunnelmethod(KBS-3H).Andalsointhe

case verticaldisposalmethod(KBS-3V), 40 m and 8 m respectively were

determined.Theresultsofthethermalanalyses,structuralstabilityanalysesand

radiologicalperformanceassessmentforthedevelopeddisposalsystem meetthe

designcriteria.

Thecostforthedeepgeologicaldisposalofthewastesfrom thepyro-process

wasestimatedonetenthoftheoneforthespentfueldirectdisposalthrough

thedisposalcostestimation.Theobjectiveevaluationforthedevelopeddisposal

system hasbeencarriedoutbyIAEAPeerReview.

Ⅴ.Proposalfortheapplication

Itisexpectedthatthetechnologiescouldbeusedasabasicengineeringdata

toensuresuperiority oftheadvanced fuelcycleemploying pyroproces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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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ium factreactor. Thefeeforthemanagementofspentfuelsfrom the

nuclear power plants is currently imposed based on Radioactive Waste

ManagementAct,enacted in January 2009.According to thislaw,thisfee

shouldberecalculated every twoyears.Itisexpectedthatdisposalsystem

proposedinthisstudywouldbereferencemodeltosetupthecostforsafe

managementofspent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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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연구개발의 목

원자력 발 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재 각 발 소 임시 장고에

장 이다.이들 리와 련하여 방사성폐기물 리법이 제정되고,방사성폐기물

담기 인 한국방사성폐기물 리공단이 설립되어 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과거 연구를 통하여 국내 결정질 암반(화강암)특성을

상으로 국내에서 운 인 가압경수로 가압경수로에서 상되는 사용후핵연

료의 직 처분을 한 한국형기 처분시스템(‘한국형처분시스템’이라 함;KRS,

KoreanReferencedisposalSystem forspentfuels)을 개발하 다.지질 환경 설정,

처분시스템 설계 성능평가,방사선 안 성 평가 실험실 규모의 성능 실증

연구를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수행하 으며,이를 통하여 제시된 한국형처분시스템

은 원 사후처리충당 산정에 있어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 결정에 이용되는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었다.

한국형처분시스템은 한국의 표지질인 화강암을 상으로 용하여 개발하 다.

처분용기는 한국 자연환경에 맞는 경계조건을 찾아 스웨덴,핀란드 용기보다 더욱

경량화 하 으며,완충재는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 특성 규명 결과를 반 하여 설계

하 다.지하 처분시스템 설계는 주로 열 제한치를 고려하여 수행하 으며,국내

지질 조건이 스웨덴,핀란드,캐나다 등과 달리 지열구배가 커서 처분 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본 단계 연구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 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 다.

원자력 발 이 지속될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은 꾸 히 증가하게 되며,100년

후에는 직 처분방식은 처분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야기시킬 것이다.이와 같은 문

제는 원자력을 이용하는 부분의 국가가 마주하고 있으며,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하여 새로운 핵연료주기를 극 으로 검토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습식 재

처리가 실 으로 어려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건식 재처리방법인 고온 해분

리(Pyroprocessing)를 바탕으로 하는 선진핵연료주기(AdvancedFuelCycle)에 한

연구를 수행 이다.



- 2 -

본 연구는 5년간 수행되었으며,1단계(2007년-2009년)연구 상이 되는 고 폐

기물은 CANDU 사용후핵연료,HANARO사용후핵연료, 이로 공정 고 폐기물

과 원자력발 소 해체 장반감기 폐기물을 상으로 하 다.2단계(2010년-2011년)에

서는 이로 공정에서 상되는 폐기물 ( 속폐기물과 세라믹폐기물)을 상으로

처분시스템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에 한 성능평가를 수행하 다.

그림 1-1에 국내에서 상되는 고 폐기물 종류 각각의 처분방안을 나타내

었다.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처분 도를 높이기 한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한 설계 개선이 필요하며,이를 하여 처분용기 개발과 회수가 가능하며 보다

많은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 다.

고온 해분리 공정 자체가 개발 이므로 이로 공정 물질 수지를 반 할 수 있는

용 방사선원평가 로그램을 개발하고,이를 이용하여 처분시스템 개발을 수행하

다.

그림 1-1.국내에서 상되는 고 폐기물을 처분하기 한 합처분시스템 개념.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의 처분용기는 스웨덴 개념의 구리-주철 이 구조의 용기로

되어 있으나 5cm 두께의 구리 외부용기를 이용하는 용기 제작비용이 무 과다하

여,이에 한 개량이 실하 다. 본 연구에서는 주철에 구리코 을 한 처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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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개발하여 량을 획기 으로 인 용기를 개발하고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

템에 용하고자 하 다.완충재는 우리 연구원에서 특성이 규명된 국내산 칼슘 벤

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하 다.완충재에 한 성능평가 결과 요오드-129의 흡착

능이 부족하고 열 도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완충재 성능

향상을 하여 이 두 가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 다.

지하 처분시스템을 설계에는 암반의 특성이 요하다. 단계에서는 국내 표

암반인 화강암의 특성을 주로 문헌 값을 이용하 다.이번 단계에는 KURT에서 생

산된 암반 자료를 활용하여 설계에 활용하고자 하 다.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

시스템은 수직공 처분시스템으로 설계하 으며,선진핵주기 고 폐기물의 경우

처분 도 향상을 한 다양한 처분개념을 도입하고자 하 다.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개발에 있어 처분시설의 운 안 성 평가는 기 개발된

운 안 성 평가 기술을 처분시스템에 목하고,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개발할 경

우 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단되어,이번 단계에서는 처분시설의 운 안

성 평가 체계를 확보하고자 하 다.국가 고 폐기물 리 정책의 결정에는 경제,

사회,문화 입장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도 있지만 기술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것도 매우 요하다고 단된다.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을 제시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1단계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과제’의 목표는 KURT심부 지

하 환경특성 정보를 근거로 선진핵주기에서 상되는 고 폐기물 특성 분석을 통

하여 처분시스템 구성 요소별 공학 평가를 통한 처분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다.

2단계 연구에서는 1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선진핵주기 선원항평가 로그램의 검

증 실용화를 한 연구, 온분사코 방법을 통해 개발 인 구리-주철 이 구

조 처분용기에 한 연구, 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처분을 한 처분시

스템에 한 설계,성능평가,비용평가,종합보고서 작성 등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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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연구개발의 필요성

1.기술 측면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해결하여야만

하는 요한 항목이다. 기술 개발의 방향은 선행 국가들의 시스템 개발 방법을 섭

렵하고 모방하는 기술 도입 단계,모방한 기술을 더욱 한 층 발 시키는 기술 발

단계,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해 나가는 기술 완성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이 단

계까지 개발하 던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개발이 기술 도입 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

며,이번 단계에서 수행한 연구는 기술 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을 개발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들을 보완하고,새로운 핵

주기에 한 국가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발생 상되는 새로운 고 폐기물

에 한 처분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번 단계의 처분시스템 개

발 목표로 다음의 4가지를 선정하 다. ①다양한 고 폐기물을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복합 처분시스템 개발,②처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분 도 향

상,③처분된 폐기물의 회수성 향상,④장기 리 기능의 확보이다.

처분시스템 개발 연구 특성의 하나는 막 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개념설계 단계에서는 주로 컴퓨터 로그램에 의존하여 연구가 수행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는 않지만,완성된 개념을 제작해 보고 처분환경에서의 성능

을 확인하기 해서는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재 수행되고 있는 원자력 장기연

구개발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연구비의 규모를 고려하면,기술 개발의 방향이 개념

설계 소규모 제작에 국한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완성된 개

념의 실증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처분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

안의 도출에 주로 연구의 을 두었다. 새로 제안된 개념의 확신을 해서는 향

후 보다 큰 규모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단한다.따라서 이러한 연구개

발이 일 성 있게 꾸 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 인 장기 지원이 있어야 기술

완성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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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경제 ․산업 측면

원자력 산업의 핵연료 주기를 완성시키기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사용후핵연료 리와 련된 국가 정책의 결정,

방사성폐기물 리비용의 결정,처분시스템 설계,건설,운 과 련된 핵심 기술의

기술자립 등의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에 기반을 둔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은 원자력을 장기

(수 백 년 혹은 수 천 년)기간에 걸쳐 지속 으로 사용할 경우 한가에 한

확답을 주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즉,한국형처분시스템에서 구상하고 있는 직

처분방식의 경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비례하여 소요되는 면 이 증가하므로,원

자력이 지속 으로 이용되고 처분 일정이 지연될수록 처분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상된다. 따라서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쇠퇴와 더불어 더욱 꾸 히 이용될 것으

로 상되는 원자력에 지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새로운 핵연료주기의 도

입이 불가피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새로운 핵주기 도입에 필요한 경제성 기술성 평가에 활용되어 국가 경제에 미칠

향이 지 할 것이라 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A-KRS)은 기존의

한국형처분시스템보다 처분 도를 향상시킴으로써,향후 처분비용의 직 인 감소

가 상된다. 한 사용후핵연료뿐만 아니라 원자력발 소 해체 방사성 동 원

소 이용을 통해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의 처분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처분시

스템을 설계함으로써 이들을 한 별도의 처분시스템이 필요치 않게 되어 경제

이득이 클 것으로 상된다.

단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형처분용기의 경우 스웨덴,핀란드,캐나다 등에

서 고려하고 있는 구리-주철 이 구조의 형태를 유지하며,한국 처분환경을 고려하

여 최 화한 것이다. 기존의 스웨덴 핀란드의 처분용기 제작방법은 그 어려움 때

문에 구리용기의 두께가 5cm나 되며,본 연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구리코

한국형 고 폐기물 처분용기 제작 방법을 온분사코 법을 이용하여 개발하

다.일반 으로 처분용기는 제작비용이 3억 원 정도이며,제작비용 반 이상이

구리용기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구리용기 제

작법을 이용할 경우 처분용기 제작비용을 크게 감할 것이다. 한 아직 처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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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확정하지 못한 외국에서도 많은 심을 보일 것으로 단되며,새로운 기술을

용하여 용기를 개발함으로써 련 기술개발과 련된 산업의 기술 개발에도 향

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선진핵주기 개발과 련하여 개발 인 이로 공정 폐기물에 한 처분 개념 개

발을 기에 개발함으로써, 이로 공정의 도입에 따른 안 성-경제성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에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선진핵주기 도입의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국내 환경에 바람직한 핵주기 개발을 기에 이룰 수 있게 함으로써 원자력의

경제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간주된다.

3.사회 측면

우리나라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PWR CANDU 사용후핵연료의

리는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 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 다. 재 방

사성폐기물 리법에 따라 설립된 사용후핵연료 리 담기 인 한국방사성폐기물

리공단(방폐공단)을 심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

은 최종 리 방안이 아니며,어떤 핵연료 주기가 도입되어도 결국 고 폐기물의

최종 해결 방안은 구처분이다.

고 폐기물 국가 리 정책의 부재는 국내 NGO와 원자력에 지 활용 자체에

해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국내 시민 환경 단체는 원자력의 지속 활용에

한 제 조건으로서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국가 청사진을 요구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시민 환경 단체의 요구에 한 설

명 자료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단된다.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와 성능평가 결과,원자력의 지속 이

용에 따른 막 한 양의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한 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

용됨으로써 향후 상되는 처분부지 확보와 련된 많은 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

움일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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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개발 범

본 연구 단계에서의 각 연차별 목표에 따른 연구개발 범 는 아래에 기술한 바

와 같다.각 연구개발 목표와 본 보고서의 해당하는 을 호 안에 표기하 다.

<<제 1단계:2007년 -2009년>>

￭ 제 1차년도(2007)

• 연구개발 목표

 A-KRS개발을 한 고 폐기물 DB구축 (보고서:3장 1 )

 A-KRS공학 방벽 개념설계:CANDU 핵주기폐기물 처분용기 (보고서:3

장 2 )

 A-KRS설계 요건 개발 (보고서:3장 3 )

 A-KRS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방안 수립 (보고서:3장 4 )

 고 폐기물 장기 리 시나리오 연구 (보고서:3장 5 )

• 연구개발 범

 고 폐기물 자료수집( /월성) DB설계

 원 시나리오별 SF발생량 측 선원항 평가

 KDC-CANDU설계 성능평가

 KDC-PYRO처분용기 개념설계

 완충재 블록 성능향상 방안

 CANDU처분시스템 고도화

 처분용기 회수-장기 장 요건 검토

 운 안 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운 안 성 평가 방법론 정립

 선진사례 분석 동향 분석

 사회 인식 수용성 분석

￭ 제 2차년도(2008)

• 연구개발 목표

 장반감기/고 폐기물 선원항 평가체계 구축 (보고서:3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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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용기 부식 모델 개발 (보고서:3장 2 )

 복합 폐기물 공학 방벽 처분방식 선정 (보고서:3장 3 )

 A-KRS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보고서:3장 4 )

 선진핵주기가 처분에 미치는 향 평가 (보고서:3장 5 )

• 연구개발 범

 선원항평가 로그램 설계

 고 폐기물 자료수집(고리/울진)

 원 장반감기 핵종 선원항 평가 로그램 설계

 처분용기 재료에 따른 부식모델 검토 부식환경 조사

 부식모델 선정 해석 로그램 개발

 KURT를 이용한 단 방벽 비실험

 복합 처분방식 비교/성능평가

 심지층 처분장 설계시스템 개념 설정

 회수-장기 장 개념 확정

 수송안 성 평가 체계 구축

 사건수목 수립/분석

 운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핵주기별 장기 리 방안 평가

 정책 로드맵 구축

￭ 제 3차년도(2009)

• 연구개발 목표

 핵주기 폐기물 핵종재고량 평가 로그램(A-SOURCE)개발 (보고서:3장 1 )

 KURT를 이용한 A-KRS처분용기 부식 실험 (보고서:3장 2 )

 A-KRS개념설계 (보고서:3장 3 )

 A-KRS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모듈 개발 (보고서:3장 4 )

 고 폐기물 처분시 안분석 (보고서:3장 5 )

• 연구개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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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핵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핵주기 선원항 평가 로그램 완성

 완충재 KURT 상환경에서의 부식 실험

 KDC-PYRO처분용기 성능평가

 처분장 설계시스템 구축

 A-KRS단 공정 개발

 회수-장기 장 시스템 완성

 안 성 평가를 한 시스템 사건 자료 수집

 정상 운 시 안 성 평가

 최 처분시 결정

 국내 실정을 반 한 처분기간 결정

 고 폐기물 리 기본계획(안)작성

<<제 2단계:2010년 -2011년>>

￭ 제 1차년도(2010)

• 연구개발 목표

 선진 핵주기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보고서:3장 6 )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검증 계산 성능 향상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개발 (보고서:3장 7 )

-처분용기 기술 개발

-한국형 공학 방벽에서의 처분용기 수명 측 로그램 개발

 선진 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보고서:3장 8 )

-처분터 배치를 한 수리 평가기법 개발

-처분시스템 국내 비용인자 DB구축

-운 기간 환-배기에 의한 열 거동 해석

• 연구개발 범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검증 계산

 사용후핵연료 구조재 시편 분석을 통한 검증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해석 모듈 기능 개선



- 10 -

 온분사코 처분용기 기술 개발

 한국형 공학 방벽의 물리 변수 규명

 한국형 공학 방벽에서의 처분용기 수명 측 로그램 개발

 처분터 배치를 한 수리평가 기법 개발

 처분시스템 국내 비용인자 DB구축

 처분시설 운 기간 환-배기에 의한 열 거동 해석

￭ 제 2차년도(2011)

• 연구개발 목표

 선진 핵주기 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보고서:3장 6 )

-A-KRS핵 성능 평가

-주요 핵종 국내 재고량 분석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개발 (보고서:3장 7 )

-한국 공학 방벽에서의 처분용기 수명 측 단응력 해석

 선진 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보고서:3장 8 )

-A-KRS평가 종합 분석(공학 평가,열-구조 성능평가,비용

평가,안 성 평가)

• 연구개발 범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핵 성능평가

 주요 장반감기 핵종 국내 재고량 평가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검증 사용자 편의성 개선

 한국형 공학 방벽에서의 처분용기 단시험 수행

 처분용기 단시험 해석 모델 개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 단 방벽의 공학 평가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에 한 성능 평가 결과 종합 분석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 비용 평가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 종합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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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기술개발 황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재활용하기 한 연구가 한국원

자력연구원을 심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으며,이 공정을 통해 상되는 고

폐기물의 처분방안 연구를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하 다. 고 폐기물 처분방안

으로는 지하 수백 미터 깊이의 암반 내에 공학 방벽을 설치하여 핵종의 출을 억

제하도록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지층처분 방안이 가장 한 것으로 단되어 여

러 국가에서 이에 한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공정으로부터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이 고 폐기물을

하게 처분하기 해서는 폐기물 특성 악이 선행되어야 하며,각 폐기물 특성

에 맞추어 처분용기 등 공학 방벽을 설계하여야 한다. 그림 2-1에 이로 공정

고 폐기물 특성과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치한 지하처분연구시설(KURT)지하

암반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는 처분시설 설계 차를 개략 으로 나타내었다.

이로 공정으로부터 물질수지를 분석하여 선원항 평가를 수행한 후 고 폐기물 특

성에 맞추어 장용기와 처분용기를 설계하 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용

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국내외 처분 문가의 의견을 반 하여 최 안

을 도출하고,이를 상으로 비 개념설계를 수행하 다.개념설계를 바탕으로 각

공학 방벽에 한 성능평가(열 ,구조 ,방사선 )를 수행하고 설계기 과 비교

하 다. 한,비용평가를 통해 동일한 물량의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과 소요 비용

을 비교하 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에 한

문 종합보고서를 작성하 으며,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문가검토(PeerReview)

가 진행 이다. IAEA PeerReview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반 하여 차기 단계

연구에서는 보다 안 성이 향상된 처분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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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처분시설 설계 차도.

처분시스템 설계를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시설이 기본 으로 만족시켜야 하

는 성능 요건 혹은 설계기 이 필요하다. 고 폐기물 처분시설에 한 연구기반

이 충분하지 못한 국내 여건상 이에 한 비가 재 진행 이며,본 연구에서는

단계에서 수행하 던 바와 유사하게 우리와 유사한 처분개념을 갖고 있는 스웨

덴,핀란드에서 처분시설 설계에 이용하 던 설계 요건 등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

로 설계하 다.

처분시설은 지상시설과 지하시설로 구분되며,지상시설은 고 폐기물의 인수,

포장,지하로 이송 등 일련의 공정을 수행하는 설비들로 구성된다. 지하시설은 지

상으로부터 이송된 폐기물을 받아 심지층의 처분공 에 거치시키는 제반공정을 수

행하는 설비들로 이루어져 있다.특히,폐기물이 거치되는 치(방식)에 따라 수직

는 수평 처분으로 구분되며,수직의 경우는 일정 깊이의 바닥을 기 로 하여 수

직으로 처분공을 굴착하여 그 곳에 하나의 처분용기를 거치시키는 수직처분공과 하

나의 긴 수직공에 여러 개의 처분용기를 쌓아 올리는 긴 수직처분공도 있다. 본

단계에서는 지상시설에 한 연구는 최소화하고 공정분석정도만 수행하 으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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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주안 은 새롭게 평가된 고 폐기물 특성과 KURT 지하 암반 조건을 반

한 최 의 처분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데에 두었다.

PWR과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을 상으로 하여 한국형처분시스템

(그림 2-2)을 개발하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 다. 과거 10년

간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표 결정질암인 화강암을 상으로 지질 특성을 설정

하고,국내 28기 원자로의 상 수명 동안 발생되는 36,000tU사용후핵연료를 표

할 수 있는 기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결정하 다. 처분 상을 결정하기 하여

기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PWR,CANDU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결정하 으며,

기 사용후핵연료에 한 방사선원,열 선원 등과 같은 특성을 결정하 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성능평가 기반을 확보하 으며,이를 더욱 발

시켜 이번 단계 연구에서는 이로 공정 발생 고 폐기물의 특성을 수월하게 분

석할 수 있는 컴퓨터 로그램을 자체 개발하고자 하 다.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 방벽인 처분용기와 완충재 설계를 공학 해석을

통하여 수행하 다.외국의 처분용기 개념을 비교하고,국내 처분환경에 한 스

웨덴-핀란드 처분용기를 국내 처분 환경을 반 하여 처분용기의 최 화를 수행하

다. 그 결과 스웨덴 처분용기와 동일한 안 성을 유지하며 더욱 가벼운 한국형 처

분용기인 KDC-1을 개발하 으며,이 KDC-1처분용기에 한 안으로서 사용후

핵연료 배치를 개선한 KDC-2용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 다(그림 2-3). 개

발된 처분용기에 해 핵임계 해석,방사선 차폐 해석,열 해석,구조해석 등과 같

은 성능 평가를 자체 기술로 수행하고 결과를 안 성분석보고서를 통해 발표하

다. 처분용기의 제작성을 확인하기 하여 설계된 KDC-1과 KDC-2처분용기의

직경 1/2,길이 1/5규모의 소형 용기를 제작하고,이들로부터 시험 시편을 제작하

여 각종 시험을 수행하여 처분용기 설계,성능평가,제작 기술 기반을 구축하 다.

확보된 설계,성능평가 기반을 활용하여 새로운 처분용기 제작법을 시도하 으며,

제작된 처분용기의 성능을 평가하 다.

완충재 물질로서 여러 후보 물질을 검토하 으며,검토 결과 경주 지역에서 생산

되는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를 한국형처분시스템에 활용하기로 결정하 다. 국산

칼슘벤토나이트에 한 투수계수,팽윤율,열 도도,확산계수,흡착능과 같은 각종

물성을 측정하고,이 값들을 바탕으로 완충재 설계를 수행하 다. 완충재 두께는

핵종 출 측면에서 결정하 으며,결정된 완충재 두께에 하여 열-구조 연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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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완충재와 처분용기 경계면에서의 온도 제한 값과 구조 안 성을 확인

하 다. 설계된 완충재의 성능 향상을 하여 이 구조 완충재 개념을 도입하여

성능을 확인하고,특허를 출원하 다. 한,완충재에 첨가재를 이용하여 완충재의

열 확산 성능 요오드 흡착 성능 향상을 이루었다. 요오드 흡착능 향상을 해

개발된 첨가재를 상으로 특허가 출원 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단계에서는 새로운 고 폐기물 특성에 맞는 처분개념 개발과 맞추어 한

완충재를 개발하 으며,완충재 성능 향상을 하여 요오드 흡착능 향상 확인을

한 실험과 열 도도 향상을 한 이 구조 완충재 평가를 하고자 하 다.

처분시스템 설계를 하여 재 고 폐기물 처분시설을 건설 인 핀란드

POSIVA와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 한 비 개념설계를 수

행하 다.지상시설의 기능 공정 등을 분석하 으며,국내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과 처분일정을 결정하여 최 의 포장공정을 도출하 다. 지하시설의 심도는 지화

학 환경 특성,지열구배,인간 침입 등을 고려하여 지표면으로부터 500미터로 결정

하 으며,지하시설 설계의 핵심인 처분공 간격 처분동굴 간격 결정을 열-구조

연계 해석을 통하여 자체 설계하 다.계산결과 PWR사용후핵연료 처분터 간격

은 40미터,처분공 간격은 6미터로 결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POSIVA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 처분시스템(그림 2-4)을 설계하 다.이번 단계에서는 지하 처분

시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이로 공정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보다 다양한 처분개

념을 도입하여 처분 도를 향상시키고 회수성을 높일 수 있는 처분개념을 도입하고

자 노력하 다.

지상시설과 지하시설 개념설계를 상으로 국내 단가를 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처분 비용을 산출하 다. 개념설계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리비용 산정을 한 기

본 자료로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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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사용후핵연료 직 처분방식을 이용한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념도.

KDC-1KDC-1
KDC-2KDC-2KDC-1KDC-1
KDC-2KDC-2

그림 2-3.경량화에 성공한 PWR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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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하시설 개념도(36,000tU사용후핵연료 기 ). 록색

부분은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구역,그 외는 PWR사용후핵연료 처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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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해외 기술개발 황

2011년 말 기 고 폐기물 처분부지가 확보되어 처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국

가는 핀란드와 스웨덴이다.미국의 경우 인허가가 진행 이던 야카산 처분장 계획

이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단된 상태이며, 랑스 경우는 최종 부지가 거의 결정

된 상태이다.일본은 국토를 상으로 자원 부지를 공모 이다. 이와 같이 고

폐기물 처분사업이 많이 진행된 국가들을 심으로 처분시스템 개발 황을 각

방벽별로 분석하 다.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방벽은 공학 방벽(처분용기와

완충재)이며,주요 시설로는 지상 지하 처분시스템이다.

1.처분용기 개발 황

처분 상이 되는 고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하는 방식과 미국,

랑스,일본과 같이 재처리하여 나온 고 폐기물을 유리화하여 처분하는 방식

2가지가 있었다. 일본은 유일하게 재처리 폐기물만 처분 상이 되고 있으며, 랑

스와 미국은 사용후핵연료도 함께 상으로 삼고 있다.

처분용기의 재료로는 핀란드,스웨덴,캐나다, 국 등이 구리와 주철을 처분용기

재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일본은 탄소강,벨기에는 스테인리스 강, 랑스는 내부

식성 강철,그리고 불포화 암반 내에 처분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은 유일하게 값비

싼 Alloy-22를 사용하고 있었다. 처분용기의 두께는 처분 환경과 처분기간을 고려

하여 정하고 있었으며,두께는 25～ 110mm로 다양하 다. 처분용기 수명은 사

회 수용성과 용기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므로,짧게는 1,000년에서

100,000년으로 차이가 심하 다. 표 2-1에 각국의 처분용기를 조사한 결과를 정리

하 다.

처분용기 개발 황 분석결과 처분 사업이 본격 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처분용기 개념은 거의 확정된 상태로서 처분용기의 제작에 따른 처분용기 수

명을 증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주요 심이었다. 특히,처분용기 제작시 몸통 부분

과 뚜껑 부분의 용 부 의 부식 수명을 검증하는 부분에 한 연구가 많이 수행

되고 있었다. 스웨덴,핀란드, 랑스,미국,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자국의 처분용

기 설계에 맞춘 20여톤의 실규모 처분용기를 직 제작한 경험이 있었으며,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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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우 실제 제작된 처분용기를 이용하여 고 폐기물 처분 실증 시험도 수

행하 다. 각국의 처분용기 사양은 각 처분과제 로젝트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으며,최종 개념의 확정은 지하 처분시설에 한 특성 악이

완료되어 처분시설에 한 인허가 시 이루어질 것으로 상되었다.우리나라는 심

지층 환경이 비슷한 스웨덴 핀란드와 같이 구리용기를 처분용기로 고려하고 있다.

나 라 처분 폐기물
처분용기 재질 크기

(mm)

처분장 환경

심도 (m)

용기수명

(년)

일본
Vitrifiedwaste

(borosilicate)

Carbonsteel

OD820,H1730,t190

(Forging,ButtWelding,

Ultrasonic,Helium leak

test)

HardRock

1,000,

SoftRock

500

1,000

핀란드 SpentFuel

Copper/Castiron

OD1050,H(BWR4.8m,

VVER3.6m,EPR5.25m),

t50

Crystalline

rock400
100,000

스웨덴 SpentFuel

Copper/Castiron

OD1050,H(BWR4.8m,

VVER3.6m,EPR5.25m),

t50

(Extrusion-Pierceand

Draw,-Forging,Friction

StirWelding,Ultrasound)

Crystalline

rock500
100,000

캐나다
CANDUSpent

Fuel

Copper/Castiron

OD1118,H3867,t25

Crystalline

rock
100,000

미국

Com.SNF

Co-Disp.

NavalSNF&

HLW

Nickelalloy22

t1"→2"(강화)

& Titanium dripshield

Unsaturated

rock

1200feet

(366m)

10,000(EPA)

50,000(DOE)

→ 100,000

(DOE:강화)

랑스

TypeC

Vitrifiedwaste

(borosilicate)

P235non-alloyedsteel

t55,OD600,H1600,

Casting
퇴 암 4,000

TypeCU

SNF

(UOX,URE)

P235non-alloyed

steel/carbonsteel

t110

표 2-1.각국의 처분용기 특성 요약

2.완충재 개발 황

해외 국가들의 처분시스템 개발 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완충재 개발 황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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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 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은 완충재를 설치하며, 부분 Na-벤토나이

트를 주요 물질로 고려하고 있다. 최근 스웨덴에서는 Ca-벤토나이트도 후보 물질

로서 고려하고 있다. 각국이 설정한 완충재 설계 기 은 동일하지 않았으나 주로

수리 도도,확산계수,열 도도,최 온도 등에 기 을 정하고 있다.설계 측면에

서 가장 요한 완충재 요건으로는 수리 도도와 열 도도이었다. 완충재 설계는

각국의 처분 로그램 개발에 맞추어 꾸 히 진화하고 있으며,설계에 그치지 않고

제작을 통해 성능을 확인하고 있었다. 완충재 제작은 실규모로 제작되고 있으나

제작 방법은 작은 블록을 제작한 후 조립하는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으며,큰 규모

로 압축하는 것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한 펠렛 형태로 제작하여 완충

재와 암반 사이의 공간을 채우는 등의 연구도 진행 이다. 최근 연구개발의 핵심

은 완충재의 성능이 처분 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에 한 해답을 찾는 것이었

다.외국의 완충재 특성을 요약하면 표 2-2에 나타낸 바와 같다.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분 건조 도 1.6g/㎤ 정도의 압축 벤토나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리 도도를 맞추기 한 것이 주요한 이유이다. 일본의 경우 완충재 두

께가 상당히 두꺼운 데,향후 부지 확정 후 부지 특성에 맞는 처분시스템 설계 시

최 화할 정으로 되어있다. 즉,개념이 확정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완충재의

최 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았다.

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심지층 처분 개념은 서로 유사하 으며,지하

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 방벽 역시 유사하 다. 고 폐기물 처분 개념은

심지층 처분을 제외하면 서로 자국의 지하 환경과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개념 개발

을 하고 있다. 각국의 처분개념을 그 특성에 따라 표 2-3과 같이 분류하 다.

한 각국의 처분개념을 표 2-4로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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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로젝트 재료 도 (g/cm
3
) 두께 (mm)

스웨덴

PASS MX80Na-bantonite 2.0-2.1(포화 도) 350

JADE MX80Na-bantonite 2.0(포화 도) 290

SR-CAN
MX80Na-bantonite/

DeponitCA-N

2.0(포화 도:1.57

건조 도)
315

핀란드 KBS-3H MX80Na-bantonite 1.887(건조 도)
수퍼

콘테이

일본 H-12

Kunigel

V1(Na-bentonite)

+sand(70:30)

1.6(건조 도) 700

랑스
Argile

(SNF)

MX-80Na-bentonite

+sand
1.6(건조 도) 800

캐나다 buffer Na-bentonite+sand 1.67(건조 도) 최소두께 500

표 2-2.각국의 완충재 황

처분 개념 해당 국가

폐기물 종류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 스웨덴,핀란드,캐나다

고 폐기물 처분 일본

사용후핵연료+고 폐기

물 처분

미국, 국, 랑스,스 스,벨기에,독

일,한국

폐기물 에

따른 처분개념

고 폐기물 단독 처분
미국,일본,캐나다,벨기에,스웨덴,핀

란드,독일

고 폐기물- 장반

감기 폐기물 처분
랑스, 국,스 스,한국

처분 형태

수평 동굴 처분 미국

수직 처분공

사용후핵연료-수직

유리화-수평
랑스,한국

2가지 개념 모두 검토 스웨덴,핀란드,일본,캐나다

표 2-3.처분 개념에 따른 국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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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연구결과가 국내/외 기술개발 황에서 차지하는 치

○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하고자 하는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

발은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하여 교과부에서 의욕 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원자력시스템개발’의 일부로서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 폐기물의 장기 리에 한 방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통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하며,그 특

성이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아 처분시스템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발

생된 폐기물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특성을 반 한 최 의 처분시스템 개

발은 고 폐기물 처분 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이로 공정 개발의 거름이 될 것으로 단한다.

○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있는 고 폐기물 선원항 평가 로그램의 경우 일

본,미국 등의 국가에서도 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서 향후 성능 검증을 통

해 우리 기술의 우월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 지하 처분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공학 방벽의 성능향상을 해 개발하고 있

는 처분용기의 새로운 제작법과 이 구조 완충재 개념의 경우 소규모 제작

성능 시험,개념설계 성능 평가 등을 통해 우수성을 입증하 다. 이에

한 추가의 연구가 지원되어 실규모로 제작될 경우 많은 국가들의 높은 심이

상된다.

○ 지하 처분시스템 설계를 해 새로이 도입된 2가지 개념인 복층 처분시스템과

회수성을 이용한 처분터 개념은 기존 처분개념에 비해 처분 도를 크게 증

가시켰으며,향후 이에 한 연구가 지속되어 개념에 한 실증 연구가 수행

되어 성능이 확인될 경우 처분 연구 결과의 우월성을 갖출 것으로 단된다.

○ 사용후핵연료 국가 리 정책 수립을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에 한 방

안이 기술 ,경제 분석 등을 통해 제공되어,국내 여건에서 정책 입안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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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확한 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를 하여 고 폐기물 처분분

야에 한 지원은 지속되어야 하며, 련 문가 양성이 지속 으로 이루어져

야 함.

항목
상 인 국내 기술수 :3단계 종료 근거

스웨덴/핀란드 미국 랑스 일본 한국

처분용기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완

성

∙실규모 성능시

험 진행

∙최종 처분용기

개발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최종 TAD 처

분용기 인허가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완

성

∙최종 처분용기

개발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 완

성

∙개념설계/성능

평가 기술 완성

∙소규모 제작기

술 개발

∙새로운 제작기

술 개발

∙추정 기술수

*:50%

완충재

∙물질특성화/개

념설계/성능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법

개발

∙실규모 시험 진

행

∙최종 완충재 설

계 진행

∙해당없음

∙물질특성화/개

념설계/성능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법

개발

∙물질특성화/개

념설계/성능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법

개발

∙물질특성화/개

념설계/성능평가

기술 완성

∙실규모 제작법

개발

∙신개념 완충재

개발

∙추정 기술수

*:70%

지하처분시

스템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처분심도 URL

운

∙최종처분 부지

확보 건설 착

수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처분심도 URL

운

∙최종처분 부지

확보 인허가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처분심도 URL

운

∙최종처분 부지

확보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처분심도 URL

건설

∙최종처분 부지

확보

∙설계/성능평가

기술 확보

∙지하처분연구시

설(KURT) 운

∙추정 기술수

*:50%

표 2-4.고 폐기물 장기 리기술의 선진국과의 수 비교

*추정기술수 :본 과제 책임자의 련 분야 경험에 따른 주 수 임. 개념설

계-성능평가 기술 확보는 50% 인정하 음. 실제 제작 경험이 있을 경우 70%.실

규모 성능시험 수행 80% 인정. 선진국과 동일한 혹은 우월한 기술 확보시 100%

부여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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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고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개발

1.개 요

선진핵연료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에서 경

주 폐기물 처분장에 수용될 수 없는 폐기물,즉, 수로 사용후핵연료,하

나로 사용후핵연료,선진 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고 폐기물,원자력시설 해체

로부터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심지층 처분시스템이다.

수로 사용후핵연료 선진핵연료주기 고 폐기물이 부분을 차지하며,여

기서 선진핵연료주기란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일정기간 냉각한 후

건식공정처리하여 우라늄(transuranics,TRU)은 회수하여 고속로의 핵연료로 만

들어 재사용(recycling)하고,핵분열생성물 에서 반감기가 길어 처분 측면에서

요한 요오드(I) 테크네튬(Tc)은 따로 분리하여 고속로 내에서 소멸시키고,핵연

료 피복재 등의 속과 기타 핵분열생성물만을 따로 분리하여 심지층에 처분하는

개념을 갖는 핵연료 주기를 말한다. 물론 고속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도 건식

공정처리하며 이 게 함으로써 처분해야할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획기 으로 이

고,자원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앞서 언 한 상폐기물을 장기간 안 리하기 한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해서는 열 해석,구조 해석,방사선차폐 해석 등이 기본 으로 수행되어야 하며,이

를 해서는 각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붕괴열,핵종 조성,방사능 등과 같은 방사선

원항이 필요하다. 폐기물의 질량 부피와 같은 기 정보 한 필요하다.이들을

본 보고서에서는 선원항(sourceterm)이라 총칭하여 언 하고자 한다.이들 선원항

을 도출하기 해 필요한 사항들을 각 상 폐기물별로 언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진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선원항을 도출하기 해서는 가압경

수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에 한 기 정보를 도출해야 하며 사용후핵연료에

한 기 정보는 사용 핵연료의 제원,원자로 내 조사이력,원자로 방출 후 장

이력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하므로 각 사용후핵연료에 해 이러한 정보를 추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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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매우 방 한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리할 수 있는 로그

램의 개발이 필요하며,선진핵연료주기 고 폐기물을 이로 건식처리공정 물질

흐름을 반 하여 쉽게 정량화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 고

폐기물이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에서 발생하므로 이 폐기물의 질량

을 정확히 측하기 해서는 가압경수로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비교 신뢰성

있게 측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수로 사용후핵연료 역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와 마찬가지로 사용 핵연료의

제원,원자로 내 조사이력,원자로 방출 후 장 이력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다만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운 에 핵연료를 장 (on-powerrefueling)하

므로 가압경수로와 달리 핵연료를 모두 빼서 다시 재배치하기(shuffling)가 없어 연

소이력은 비교 간단하여 방출되는 핵연료의 연소도 한 비교 균일한 편이다.

참고로 수로의 경우에는 3～4일에 한 번씩 핵연료를 교체하며 교체되는 채 에는

여덟 다발씩 한꺼번에 장 하므로 네 다발은 한 번에 교체되고 네 다발은 두 번 장

만에 교체되는 특성이 있다. 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해서도 데이터베이스

리가 필요하며,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비교 신뢰성 있게 측할

수 있는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원자로 해체폐기물의 경우에는 원자로의 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에서 주로

발생하며 폐로후 원 해체시만 발생하므로 물량 측은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비교

쉽게 할 수 있으며,따라서 이에 해서는 방사선원항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방

사선원항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가압경수로의 경우 한 호기당 30

0～700㎤ 정도의 장반감기 폐기물(Greater-Than-ClassC,GTCC)이 발생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1], 수로의 경우에는 련 연구 결과가 보고되지 않아 자

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장반감기 방사성폐기물 등 이상에 한 방사선원항을 도출하기 해서는 사용

후핵연료 물량 측 로그램,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해

체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에 해 본 과제에서

개발한 내용을 본 에서 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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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후핵연료 물량 측 로그램

가.개요

2010년 1월 재 우리나라는 고리, ,울진에 16기의 가압 경수로 원 을,월

성에 4기의 수로 원 을 운 에 있다. 한 신고리에 기출력 100만 킬로와

트(kW) 두 기 140만 kW 2기의 가압경수로를,신월성에 2기의 100만 kW

가압경수로 원 을 건설 에 있다. 2008년 8월 발표한 『제1차 에 지기본계획』

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자력 발 유율을 ～35% 에서 59%로 확 시킬 계

획이며[1-2],동년 12월 지식경제부에서 확정 고시한 『제4차 력수 기본계획』

[1-3]에 의하면 원 10기를 추가로 건설하여 2022년까지 원 설비 유율을 32.6

%,원 발 유율을 47.9%로 높일 계획을 갖고 있다.

원 에서 매년 1기당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고리 1,2호기와 같은 60만

kW 원 에서는 약 14톤, 1,2호기와 같은 100만 kW 원 에서는 18톤,울

진 3,4호기와 같은 한국표 형 100만 kW 원 에서는 약 19톤,월성의 수로 원

에서는 호기당 매년 약 97톤이 발생하고 있다[1-4].이처럼 발생하는 사용후핵연

료의 양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 결정이나,심지층 처분시스템 설계에

매우 요하다.

나.국내 원자로 특징 사용후핵연료 발생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가압경수로 원 은 웨스 하우스형 고리 1호기,웨스 하우

스형 고리 2호기,웨스 하우스형 고리 3& 4, 1& 2,울진 1& 2호기,한국

형원 3～6,울진 3～6호기로 크게 네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4호기는 엄 히 말해 한국형 원 은 아니지만 한국형 원 의 효시로서 제원이 한국

형 원 과 동일하므로 같은 그룹으로 취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측하기 해서는 각 원 의 노심특징이 요하며 이

에 해 언 하면 다음과 같다. 587메가와트(MWe) 기출력을 갖는 고리 1호기

의 경우는 노심 내에 총 121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장 되며,재장 시마다 약 40다

발 정도가 교체된다. 고리 2호기의 경우는 장 되는 총 핵연료집합체 수 재장

시 교체되는 다발 수는 고리 1호기와 동일하나,총 기출력이 650메가와트

(MWe)로 약간 높고 장 되는 핵연료집합체 제원도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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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다르다. 고리 1호기 2호기는 약 13개월의 재장 주기를 갖으며,다른 원

에 비해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 원 의 신핵연료 다발에 장 되는 핵연료의 기

농축도는 3.8wt.%이다. 기출력 950메가와트(MWe)를 갖는 웨스 하우스형 원

은 약 17개월의 재장 기간을 갖고 있으며,노심 내에는 총 157핵연료집합체,한

번 재장 시마다 약 65다발을 교체한다. 한국형 원 에는 177개의 핵연료집합체가

장 되며, 기출력은 1,000메가와트(MWe),재장 주기는 16개월,재장 시마다

약 65다발의 핵연료집합체가 교체된다. 재 운 인 원 고리 1& 2호기

를 제외한 원 에 장 되는 신핵연료의 농축도는 모두 4.5wt.%이다.

수로 원 의 경우에는 가압경수로의 경우와 완 히 다른데,원자로는 총 380개

의 채 로 구성되어 있고,한 채 당 12개의 핵연료다발이 장 되어,총 4,560개의

핵연료다발이 노심에 장 된다. 원자로 운 에 3～4일 주기로 3～4개 채 의

핵연료를 교체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며,교체되는 채 은 한번에 8개의 핵연료

가 교체된다. 핵연료는 평균 약 300일 정도 노심 내에 존재하며,노심 앙에 장

되는 핵연료는 약 6개월,노심 외곽에 장 된 핵연료는 약 2～3년 정도 노심 내에

서 연소되는 특징을 갖는다.

표 1.1에는 우리나라에서 운 이거나 건설 인 원 에 한 노심특성 핵

연료의 제원이 기재되어 있다. 한,그림 1.1은 한국 표 형 원 의 노심 내 핵연

료 장 배치도를 나타내고 있으며,그림 1.2는 수로 원 의 노심내 핵연료채

장 배치도를 나타낸다. 수로의 경우 그림에서 보여주는 채 당 횡방향으로 12

개의 핵연료다발이 장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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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KR 1 KR 2 KR 3&4 YG 1&2 UC 1&2
YG 3&4

UC 3&4

YG 5&6

(UC 5&6)

N KR 
1&2

N WS 
1&2

N KR 
3&4

N UC 
1&2

Wsg 
1~4

Reactor
Type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PWR CANDU

Rod Array 14×14 16×16 17×17 17×17 17×17 16×16 16×16 16×16 16×16
1/6/12/1

8
F

U

E

L

 

A

S

S

E

M

B

L

Y

Supplier
WH KOFA WH KOFA WH KOFA

V5H
WH KOFA

V5H

FRA
M

KOFA
V5H

ABB-C
E

KSFA KSFA
PLUS7

 FSAR  PSAR KAERI

STD OFA KWU STD KWU STD OFA KWU OFA KWU STD KWU (KSFA) Guardian Guardian - - CANDU

Rod/Ass.
Ass./Core

179
121

235
121

264
157

264
157

264
157

236
177

236
177

236
177

236
177

 236
241

37
12 ´387

Total 
Length(㎝)

Fuel 
Length(㎝)
Width(㎝)

405.7

365.8

19.72

405.8

365.8

19.72

405.8

365.8

21.4

405.8

365.8

21.4

405.8

365.8

21.4

452.8

409.4

20.7

 

20.25

(20.23)

452.8

409.4

20.7

452.8

409.4

20.7

-

-

-

49.63

38.9

f10.25

O.D of 
Rod(㎜)

Clad 
Thick.(㎜)

10.7

0.62

10.2

0.62

10.75

0.65

9.5

0.57

9.5

0.57

9.5

0.57

9.14

0.57

9.5

0.64

9.5

0.57

9.14

0.57

9.5

0.64

9.5

0.57

9.5

0.57

9.5

0.64

9.5

0.57

9.91

0.635

9.52

0.57

9.7

0.64

9.5

0.572

9.7

0.64

9.5

0.57

12.2

0.57

Total 
Weight(㎏)

Uranium
(㎏)

Zircaloy
(㎏)

578

400

91.4

515

367

99.7

570.8

382

120

594

410

98.6

584

392

119

665

461

110

616

424

117

659.7

440

140

672

426.5

122.2

616

424

117

659.7

440

140

672

426.5

122.2

665

461

110.5

659.7

440

140

672

426.5

122.2

653.6

428

135

651.0

432

138

 653.6

 432

138 

653.6

432

138

651.9

432

138

639.6

432

138

23.6

19.1

4.5

Enrichment 2.1~3.8 1.6~3.8 1.6~4.5 1.6~4.2 1.6~4.5 2.4~4.5 1.42~4.5   0.71

표 1.1.국내 운 /건설 원 의 사용후핵연료 제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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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가압경수로 원 핵연료 장 모형의 (울진 6호기).

그림 1.2 수로 원 핵연료 채 장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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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평가 방법

각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추정하기 한 방법으로 세 가

지의 모델을 제안하 다. 첫 번째는 재장 주기 모델로서 이 모델에서는 각 원자

로가 재장 주기에 도달하면 일정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된다.이 모델은 식

(1.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델 1:재장 주기 모델

k
cbk

c

t

t

n

i b

k
ck

c
k
f Ldttt

MN

L
CC +

ú
ú
û

ù

ê
ê
ë

é

÷
÷
ø

ö
ç
ç
è

æ
-+= òå

+

=

)(
12/

sin
99.0

1

p
d

(1.1)

여기서, bN =원자로 호기 k의 노심 배치(batch)수,

t =운 연도 (calendaryear),

k
cM =주기길이 (month),

bt =기 연도(calendaryear).

두 번째는 방출연소도 모델로서 이 모델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사용자

에 의해 정의된 방출연소도에 도달하면 일정량의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된다. 이 모

델은 식 (1.2)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델 2:방출연소도 모델

k
c

n

i
kk

k
kk

c
k
f L

B

L
PCC å

=

++=
1

1
365

e (1.2)

여기서, kP =원자로 호기 k의 기출력 [MWe],

kL =원자로 호기 k의 이용율(%),

ke =원자로 호기 k의 열효율,

kB =원자로 호기 k의 사용후핵연료의 방출연소도 [MWd/tU].

세 번째는 연평균방출량 모델로서 이 모델에서는 기존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양과 향후 운 계획을 반 하여 각 호기 당 연간 발생량을 산출하고 원자로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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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동안에는 각 호기 당 해마다 해당량씩 반복 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사용

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측한다.이 모델은 식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모델 3:연평균 방출량 모델

k
c

n

i

k
avg

k
c

k
f LDCC ++= å

=1 (1.3)

여기서,
k
avgD =원자로 호기 k의 연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MtU/yr]을 의미한다.

앞서의 모든 식에서 기호 
는 k호기에 한 최종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의미

하며,
는 이 연도까지의 사용후핵연료 실제 발생 량,

는 노심 내 핵연료

총장 량,n=원자로 구정지시까지 향후 남은 운 기간(연도기 )을 의미한다.

모델 1 2는 주기길이 방출연소도가 변수로 입력되므로 장주기 운 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감소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모델 2는 핵연료의

방출연소도를 늘임으로써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감소효과를 직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모델 3은 각 원자로별로 과거 사용후핵연료 발생 이력을 반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라.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평가 로그램

1)입력창

국내 력수 기본계획에 따르면,2022년까지 총 32기의 원자력발 소가 건설되

어 운 될 정이다.이 24기는 가압경수로형 원 이며,4기는 가압 수로형 원

이다.개발된 로그램 첫 화면에서는 그림 1.3과 같이 국내 원 에 한 운 수

명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측을 한 계산 모델을 선택할 수 있다.

2단계 입력창에서는 첫 번째 입력 창에서 선택된 발 소에 한 운 수명을 선택

해야한다.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화면 우측에는 “All40year","All50year",

"All60year","Default"네 개의 선택 버튼이 있다.각 버튼은 모든 발 소의 운

기간을 40년,50년,60년으로 각각 부여할 수 있으며 ”Default"버튼은 기 운 수

명 값을 불러온다. 원자력 발 소의 운 수명을 모두 선택한 후에 다음 버튼을

르면 그림 1.4의 3단계 입력창으로 넘어간다.



- 31 -

그림 1.3.원 운 수명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측모델 선택 창.

그림 1.4.원 수명선택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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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입력창에서는 그림 1.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선택된 각 원자로 호기에

한 재장 주기 노심배치(batch)를 입력하게 된다.여기서 입력된 변수는 재장

주기 모델 평가식에 반 되어 사용후핵연료 측물량 계산에 이용되며,첫 번째

입력창에서 재장 주기 모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결과 값에 향을 미치지 않

게 된다.

4단계 입력 창에서는 그림 1.6과 같이 선택된 각 원자로 호기에 한 사용후핵연

료의 방출연소도 이용률을 입력하게 된다. 여기서 입력된 변수는 방출연소도

모델 평가식에 반 되어 사용후핵연료 측물량 계산에 이용되며,첫 번째 입력 창

에서 방출연소도 모델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결과 값에 향을 미치지 않게 된

다.

2) 로그램 해석결과 창

로그램 실행 이후 해석 결과 창은 총 여섯 개의 그래 로 이루어져 있다. 호

기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량,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량,총 사용후핵연료 량

등이다.

호기별,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량은 첫 번째 입력창에서 선택한 계

산 모델별로 그래 를 보여 다. 한 사용자가 그래 의 한 지 을 선택하면,그

지 의 연도별 사용후핵연료 계산 값이 그래 상단에 표시되게 된다. 그림 1.7과

1.8은 각 계산모델에 한 총 사용후핵연료 량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을 보여주고 있으며,그림 1.9는 그래 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그래 포인트에

해당하는 연도에 한 값을 상단에 표시해 주는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10과 1.11은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량 발생량 그래 를 보여주고 있

다. 이 그래 를 통하여 각 원자력 발 소에서 나오는 연도별 사용후핵연료의

량 발생량 변화 추이를 쉽게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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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재장 주기 노심배치 입력 창.

그림 1.6.사용후핵연료 방출연소도 이용률 입력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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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각 계산모델별 총 사용후핵연료 량 그래 .

그림 1.8.각 계산모델에 따른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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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그래 정보 표시 창.

그림 1.10.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량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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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그래 .

그림 1.12와 1.13은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량 발생량 그래 를 보여주고 있

다. 재 각 원 부지에는 한정된 사용후핵연료 임시 장 용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의 한계치에 근 할 때마다 호기 간 이송 조 설치를 통해 장용량 확장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래 를 이용하면 각 원자력 발 소 부지에서 나오는 연도

별 사용후핵연료의 량 발생량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장용량 확장사업

호기 간 이송계획을 좀 더 효율 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한,소내 장시설이나

간 장시설 설치 계획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14와 1.15는 총 사용후핵연료 량 발생량 그래 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래 를 통하여 연도별 사용후핵연료의 총 량 발생량을 쉽게 알 수 있

으므로 간 장 시설의 규모나 단계별 건설계획 등과 같은 사용후핵연료 안 리

에 한 국가 장기 계획 수립 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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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량 그래 .

그림 1.13.부지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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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총 사용후핵연료 량 그래 .

그림 1.15.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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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로그램 타당성 검토

개발된 로그램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제3차 력수 계획에 따른 총 사용

후핵연료 물량을 계산하고,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서 운 인 방사성폐기물 안

리 통합정보시스템 (http://wacid.kins.re.kr/SNF/snf10.aspx)에 공개되어 있는

2007년 말 기 의 사용후핵연료 정보와 비교하 다.

정부에서 확정 고시한 2020년까지의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 따르면,2010년부

터 1,000MW 원자로가 4기,1,400MW 원자로가 4기,즉,향후 2020년까지 8

기의 원 이 추가 건설될 정으로 있어,총 28기의 원 이 가동될 정이다.

제3차 력수 기본계획에 따라 총 28기의 원자력발 소의 운 수명을 표 1.2와

같이 결정하 으며, 측 물량을 계산하기 해 연평균방출량 모델을 선택하 다.

계산 결과,각 원 수명 동안 발생되는 총 사용후핵연료 량은 39,746MtU이

다. 각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총 량은 표 1.3과 같다. 한 2007년 12월 기

실제 량과 로그램의 결과 값 비교(표 1.4)결과 2007년 말 기 사용후핵연료

량은,계산된 결과 값과 실제 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원자력발 소 [Unit] 운 수명 [년]

고리 #1,2,3,4 40

울 진 #1,2,3,4,5,6 40

#1,2,3,4,5,6 40

월성 #1,2,3,4(CANDU형) 40

신월성 #1,2,신고리 #1,2(OPR-1000) 60

신고리 #3,4,신울진 #1,2(APR-1400) 60

표 1.2.각 원 별 운 수명

원자력발 소 부지 총 사용후핵연료 량 [MtU]

고 리 8537.2

울 진 8165.2

4943.2

신 월 성 2370.0

월 성 15730.5

총 계 24,015.6

표 1.3.각 원 별 사용후핵연료 량 계산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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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소

부지

로그램 계산 사용후핵연료

량 [MtU]

실제 사용후핵연료

량 [MtU]

오차

(%)

고 리 1619.9 1623.02 0.1

울 진 1156.7 1213.43 4.6

1432.2 1491.08 3.9

월 성 5039 5092.33 1.0

총 계 9,247.8 9,419.86 1.8

표 1.4.2007년 12월 기 사용후핵연료 량 비교

3.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 리 로그램

가.개요

선진핵연료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선원항을 도출하기 해

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황과 향후 발생할 양을 분석해야 한다.

표 1.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원 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장 시 핵연료

의 기농축도와 방출연소도가 각각 다르다. 한,표 1.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노심설계 특성과 노물리 변수가 달라 연소되는 특성이 다르며,악티나이드 핵종 같

은 경우는 핵연료가 어떤 원자로에서 조사되느냐에 따라 생성되는 특성도 다르다.

즉,2008년 말 기 으로 11,129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었지만,동일한

선원항을 갖는 사용후핵연료는 없다.

이처럼 다양한 사용후핵연료에 해 각각의 사용후핵연료 선원항을 고려하여 처

분시스템 설계에 반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따라서 핵임계 해석과 같

이 사고와 련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수 측면에서의 극한 값(bounding

value)을 사용하고 열 해석과 같이 성능과 련이 있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공학

단(engineeringjudgement)하에 평균값을 기 으로 타당성을 갖는 값을 선정하여

설계에 용한다. 이와 같은 극한 값이나 공학 설계 값을 도출하기 해서는 국

내 발생 사용후핵연료의 농축도,연소이력 등의 데이터를 모두 수집하여 분석해야

하며,이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한다. 사용후핵연료 련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었

다 하더라도 이를 분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수작업으로 진행되므로 실

수의 가능성으로 인해 신뢰도 한 항상 문제가 된다. 따라서 신뢰도를 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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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용 로그램을 개발하 다.

수로에서 발생된 모든 사용후핵연료는 U-235의 기 농축도(천연우라늄을 사

용하므로 엄 해 말해 우라늄 내 U-235의 존재비라는 용어가 타당함)가 모두 동일

하고,경수로와 달리 핵연료 배치(batch)개념도 없고,노물리 설계 특성도 동일하

다. 따라서 각 사용후핵연료를 보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기농축도

연소이력 측면에서 분포가 단순하고,분석요구도 자주 야기되지 않으므로 황분석

이 상 으로 용이하다.이런 배경으로 데이터베이스 분석 용 로그램은 개발

하지 않았으며,단지 황분석 자료만을 생산하 다.

Design Type Westinghouse CEType

Assemblytype 14x14 16x16 17x17 16x16

Fuelassembly name OFA* STD* STD V5H* KSFA Guar. PLUS7

Noofrodsperassembly 　 　 　 　 　 　 　

– Fuelled 179 235 264 264 236 236 236

– Unfuelled 17 21 25 25 5 5 5

Overallassemblylength(cm) 406.3 406.3 405.8 406.3 452.8 452.8 452.8

Overallassemblywidth(cm) 19.7 19.8 21.4 21.4 20.7 20.7 20.7

Rodlength (cm) 386.8 384.5 385.7 386.59 409.37 409.37 409.45

Rodpitch(cm) 1.412 1.232 1.26 1.26 1.285 1.285 1.285

Rodouter diameter(mm) 10.16 9.5 9.5 9.5 9.7 9.7 9.5

Rodinner diameter(mm) 8.926 8.357 8.357 8.357 8.43 8.43 8.36

Cladmaterial Zirlo Zry-4 Zry-4 Zirlo Zry-4 Zry-5 Zirlo

Cladthickness (mm) 0.617 0.572 0.572 0.572 0.635 0.635 0.572

ActiveFuellength(cm) 365.76 365.76 365.76 365.76 381 381 381

Pelletlength (mm) 10.49 9.83 9.83 9.83 9.91 9.91 9.83

Pelletoutside diameter(mm) 8.748 8.192 8.192 8.192 8.26 8.26 8.192

Pelletdensity(g/cm3orTD) 95% 95.25% 94.5% 95% 95% 95% 95%

표 1.5.가압경수로 원 로물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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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로 사용후핵연료 자료수집 분석

2007년까지 발생한 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각 사용후핵연료 다발 고유

이름별로 장 핵연료 내의 U 질량,UO2질량,
235U 238U 장 량과 연소후 사용

후핵연료 내의
235
U

238
U잔존양,

239
Pu,

240
Pu,

241
Pu,

242
Pu잔존양,방출연소도,핵

연료 공 원 등에 해 자료를 수집하 다[1-5].여기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기 235U 238U 장 량과 방출연소도이며,사실상 조사후 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핵종의 양은 필요시마다 문가가 직 방사선원항을 생산하여 사용하므로 큰 의미

는 없다.표 1.6은 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한 수집 데이터의 시를 나타내고 있

다.데이터베이스는 2007년도 말 기 으로 작성되었다.

MBA_CODE BATCH_NAME   U_WT     UO2_WT    U235_WT    U238_WT  S_U235_WT  S_U238_WT   PU239_WT   PU240_WT   PU241_WT   PU242_WT    BURN_CR ORIGIN

-------- ----------------- ---------- ---------- ---------- ---------- ---------- ---------- ---------- ---------- ---------- ---------- -----

KOF1     A925050    19.129       21.7       .136     18.993       .051     18.876       .044       .016       .003       .001     1.5238 AS    

KOF1     A925051    19.129       21.7       .136     18.993       .046     18.866       .045       .018       .004       .001     1.6708 AS    

KOF1     A925052    19.129       21.7       .136     18.993       .047     18.867       .045       .018       .004       .001     1.6529 AS    

KOF1     A925053    19.129     21.701       .136     18.993        .04     18.851       .046        .02       .005       .001     1.8794 AS    

KOF1     A925054    19.129       21.7       .136     18.993       .046     18.864       .045       .018       .004       .001     1.6897 AS    

KOF1     A925056    19.129       21.7       .136     18.993       .046     18.864       .045       .018       .004       .001     1.6871 AS    

KOF1     A925057    19.129       21.7       .136     18.993        .05     18.874       .044       .016       .003       .001     1.5615 AS    

KOF1     A925058    19.129       21.7       .136     18.993        .04      18.85       .046        .02       .005       .001     1.8768 AS    

KOF1     A925059    19.129       21.7       .136     18.993       .033     18.827       .047       .024       .006       .002     2.1921 AS    

KOF1     A925060     19.13     21.702       .136     18.994       .033     18.829       .047       .024       .006       .002     2.1948 AS    

KOF1     A925061    19.123     21.694       .136     18.987       .046      18.86       .045       .018       .004       .001     1.6762 AS    

KOF1     A925062    19.123     21.694       .136     18.987       .047     18.861       .045       .018       .004       .001     1.6567 AS    

KOF1     A925063    19.123     21.694       .136     18.987       .052     18.875       .043       .015       .003       .001     1.4723 AS    

KOF1     A925064    19.123     21.694       .136     18.987        .05      18.87       .044       .016       .003       .001     1.5436 AS    

KOF1     A925065    19.123     21.694       .136     18.987        .05      18.87       .044       .016       .003       .001     1.5421 AS    

KOF1     A925066    19.123     21.694       .136     18.987       .053     18.875       .043       .015       .003       .001     1.4666 AS    

KOF1     A925067    19.124     21.695       .136     18.988        .05     18.871       .044       .016       .003       .001     1.5367 AS    

KOF1     A925068    19.123     21.694       .136     18.987       .033     18.822       .047       .024       .006       .002     2.1896 AS    

KOF1     A925069    19.123     21.694       .136     18.987       .033     18.821       .047       .024       .006       .002     2.2086 AS    

KOF1     A925070    19.123     21.694       .136     18.987       .039      18.84       .046       .021       .005       .001       1.94 AS    

KOF1     A925071    19.123     21.694       .136     18.987       .048     18.866       .044       .017       .004       .001     1.5942 AS    

KOF1     A925072    19.123     21.694       .136     18.987       .045     18.858       .045       .018       .004       .001     1.7028 AS    

KOF1     A925073    19.123     21.694       .136     18.987       .045     18.857       .045       .018       .004       .001     1.7159 AS    

KOF1     A925074    19.124     21.695       .136     18.988       .053     18.877       .043       .015       .003       .001     1.4541 AS    

KOF1     A925075    19.135     21.707       .136     18.999       .043     18.864       .045       .019       .004       .001     1.7747 AS    

KOF1     A925076    19.135     21.707       .136     18.999       .034     18.836       .047       .023       .005       .002     2.1508 AS    

KOF1     A925077    19.135     21.707       .136     18.999       .033     18.834       .047       .024       .006       .002     2.1836 AS    

KOF1     A925078    19.135     21.707       .136     18.999        .04     18.856       .046        .02       .005       .001     1.8792 AS    

KOF1     A925079    19.135     21.707       .136     18.999       .048     18.876       .044       .017       .004       .001     1.6088 AS    

KOF1     A925080    19.135     21.707       .136     18.999        .05     18.882       .044       .016       .003       .001     1.5363 AS    

KOF1     A925081    19.143     21.716       .136     19.007        .05     18.889       .044       .016       .003       .001     1.5364 AS    

표 1.6.가압 수로 핵연료에 한 수집자료



- 43 -

그림 1.16은 앞서의 수집데이터를 이용하여 월성 1호기에서 각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방출연소도 황을 분석한 그래 이다. 그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방출연소도에 있어 증가추세 는 감소추세 같은 특이한 경향은 없음을

볼 수 있다. 월성 2,3,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해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월성원 호기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방출연소도의 평균값은 6,987

MWD/MtU,표 편차는 1,167로 나타났다. 표 1.7에는 각 호기 월성 호기를

상으로 통계분석한 방출연소도의 평균 표 편차가 기재되어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해서는 기 사용후핵연료에 한 표연소도

선정이 필요한데,평균값에서 단일 방향으로 1σ 유의수 (one-sidedtolerance)을 설

정하면 기 사용후핵연료는 84%를 표할 수 있으므로 표 연소도는 8,100

MWd/MtU로 선정하 다.이 게 할 경우 이 값을 과하는 사용후핵연료 즉,16%

의 물량은 표연소도보다 낮은 값을 갖는 84%의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처분용기에

장 하면 사용후핵연료 평균연소도는 충분히 표연소도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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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의 방출연소도 평균 표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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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호기
방출연소도 분포 (MWD/tU)

평균 표 편차

Unit1 6,923 941

Unit2 7,005 1,123

Unit3 6,858 1,249

Unit4 7,010 1,188

호기 6,987 1,167

표 1.7.월성 각 호기의 방출연소도에 한 평균 표 편차

다.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자료수집 황분석 로그램

1)특성데이터 자료수집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에 필요한 처분 선원항을 도출하기 해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황과 향후추이(발생량,농축도,연소도,냉각기간 등)를

측해야 한다.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이로 건식공정 처리하기 해서는 사용

후핵연료의 특성자료들,즉,연소이력, 장조건,설계인자, 기 농축도,피복 정

보,연료형태,발 소 운 특성 등의 정보를 알아야 하며,이는 건식공정처리 상

에 한 본질을 악하기 한 기 요소이다. 그림 1.17은 사용후핵연료의 각종

특성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한 개념을 보여 다.

국내 사용후핵연료에 한 정보는 설계자료와 집합체/연료 의 연소이력 자료가

서로 독립 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와같은 자료의 분산은 원 운 에는 큰 향이

없으나,본격 으로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처리하고 여기서 발생한 폐기물을 리하

는 에서는 각 자료들을 종합 으로 연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수 이다.

를 들어 그림 1.18과 같이 단일의 핵연료집합체에 한 각 운 주기별 연소이

력을 조사하여 최 의 설계 자료와 연계시키고,최종 으로 건식처리 이 의 장

이력인 냉각기간 정보를 추가하여 체 인 이력을 포함하는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로 공정처리를 배제하더라도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요즘 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장방안 수립측면에서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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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사용후핵연료의 특성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성요소.

그림 1.18.노심 연소 치 연소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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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경 하에 가압경수로 원 인 ,고리,울진,원 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 자료를 2008년도 말 기 으로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 다. 입력

된 자료는 핵연료집합체 고유 번호(ID),핵연료 타입(fueltype),집합체 배열(array),

기농축도(enrichment), 기 우라늄 장 량(initialU weight),핵연료의 최 장

주기(initially loaded cycle), 핵연료 최 장 일(loading date), 방출연소도

(dischargeburnup),원자로에서의 최종 방출일(dischargedate),핵연료 내 총 연소

거주기간(residencecycle),피복재 종류(cladding)등이며,정리된 형태는 그림 1.19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2008년 말 기 으로 총 11,129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

한 상태이며,약 20만개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 다.

그림 1.19.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 .

2)사용후핵연료 황분석 로그램

앞서의 데이터는 매우 범 하므로 필요시마다 수작업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

은 매우 힘들며 많은 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로그램은 각 호기 부지에서 발생한 사용후핵

연료에 해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분석하여 핵연료 제원,발생량,농축도,냉각시간,

방출연소도, 기농축도와 방출연소도와의 계 등의 정보를 발생 시간에 따라 분

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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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은 사용후핵연료 황을 분석하기 한 기화면 입력창을 나타낸다.입

력창의 왼쪽 역에서는 얻고자 하는 결과의 범주(category)를 지정할 수 있으며,

오른쪽 역에서는 결과 값을 볼 수 있다.

분석하고자 하는 원자로 호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얻고자 하는 결과 값에서

기농축도와 연소도 간격을 지정할 수 있다. 한 SetConditions체크 박스 안에서

는 기농축도,방출연소도,방출일에 해 분석하고자 하는 상한 값 하한 값을

지정할 수 있다.

를 들어 고리 1호기에서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에서 30,000

～ 50,000MWD/MTU에 해당하는 것을 상으로 농축도 별 물량을 산출하고 싶다

면,SelectUnit에서는 고리 1호기만을 체크하고,SetConditions를 체크한 후

DischargeDate란에는 0～10을,DischargeBurnup란에 30,000～ 50,000을 입력한

후,GetData버튼을 클릭하면 농축도별 물량을 산출할 수 있다. 농축도별 물량을

산출할 때,농축도 간격을 default값이 0.5보다 좀 더 세 하게 얻고 싶다면,

EnrichmentStep에서 원하는 숫자를 지정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입력

창을 보면 원자로호기, 기 농축도,방출연소도,냉각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

할 수 있으므로 상당히 자유도가 높고 범 하게 결과 값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20.사용후핵연료 입력창 화면.



- 48 -

그림 1.21은 출력창의 화면을 나타낸다. 화면에서 오른쪽 Result 역에 사용자

가 얻고자 하는 황분석 결과가 표기되며,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결과는

오른쪽 창에 기본 으로 그래 로 표기되며,이 그래 는 인쇄출력(Print버튼),

일로 장(Save버튼),클립보드로 장(Copy버튼),데이터 일로 장(Data버

튼)될 수 있다. 특히 데이터 일로 장(Save버튼)기능은 텍스트 형식의 데이

터를 직 얻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값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며,다른 그래퍼(grapher)

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래 를 생성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림 1.22와

같이,데이터 일로 장(Data버튼)기능을 실행하면 텍스트 형식의 일을 직

확인할 수도 있다. 결과 값의 추출 범 는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일곱 개의

분류목록(category)을 지정하여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결과 값 역시 일곱 개의

분류목록으로 도출할 수 있다.

그림 1.21.사용후핵연료 출력창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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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사용후핵연료 출력창 화면(결과 값 장 일 시).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4 분류5 분류6 분류7 출력 목록

부지

(고리,

,

울진)

호기

(고리1～4,

1～6,

울진 1～6)

농축도

(0~5%)

방출연소도

(0~70

GWd/tU)

냉각기간

(0～50년)

물량

(질량,

다발)

연도

(장 일,

방출일)

핵연료 타입

핵연료 배열

발생량

기농축도

방출연소도

냉각시간

기농축도 vs.
방출연소도 vs.
발생량

표 1.8.데이터분석 로그램 결과 값 도출을 한 조합목록 결과목록

그림 1.23～1.25는 데이터 분석결과에 한 출력창의 를 나타낸다.그림 1.23은

검색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에 한 연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나

타낸 그래 이다.결과 값은 집합체 개수 기 으로도 표기되며,사용후핵연료 데이

터베이스 내에는 각 집합체당 무게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질량 기 으로도 표



- 50 -

기되어 있다. 각 연도별로 발생한 양이 체 양에 비해 기 으로는 얼마만큼

을 차지하는 지에 한 정보도 함께 표기하고 있다.그림 1.24에는 각 부지에 장

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한 물량 분포를 보여 다. 이 역시 집합체 개수기 ,

질량기 률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1.25는 각 원자로

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집합체 개수 질량기 으로 분석된 발

생물량을 나타낸다.

연도별 발생량(집합체 개수)/ 율 결과화면 연도별 발생량(핵연료 질량)/ 율 결과화면

그림 1.23.연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화면.

부지별 발생량(집합체 개수)/ 율 결과화면 부지별 발생량(핵연료 질량)/ 율 결과화면

그림 1.24.부지별,연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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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별 발생량(집합체 개수)/ 율 결과화면 호기별 발생량(핵연료 질량)/ 율 결과화면

그림 1.25.호기별,연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화면.

그림 1.26～1.28은 방출연소도 분포에 한 분석결과 그래 를 나타낸다. 그림

1.26은 각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해 방출연소도에 한 평균 값,평균

에 한 표 편차,최 방출연소도 값의 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7은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후핵연료에 해 각 농축도별로 존재하는 물량을 보여주고 있

다.물량은 집합체 기 으로도 생성되며,질량기 으로도 생성된다.그림 1.28은 각

연소도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물량을 각 부지에 해 집합체 개수 질량 기

으로 제공하는 를 보여주고 있다. 각 호기별로는 연소도에 한 물량분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검색조건에서 원하는 호기만을 선택한 후 그림 1.27의 방출

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결과를 가져오면 각 호기별에 한 연소도 물량분포

를 얻을 수 있다.

연도별 방출연소도 분포(평균,표 편차,최 값)

그림 1.26.연도별 방출연소도 분포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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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개수) 연소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질량)

그림 1.27.방출연소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

부지별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개수)호기별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질량)

그림 1.28.부지별/호기별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

그림 1.29～1.31은 기농축도 분포에 한 분석결과 그래 를 나타낸다. 그림

1.29는 각 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한 기농축도 장 황을 보여주고

있다. 기농축도 황은 장 시 기 으로 각 연도별 황이 제공되며, 한 방

출시 을 기 으로도 각 연도별 황분석 결과가 제공된다. 그림 1.30은 검색조건

을 만족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에 한 각 농축도별로 물량분포를 나타내며,이는

집합체 개수 기 물량기 으로 제공된다.그림 1.31은 각 기농축도 값에 해당

하는 사용후핵연료의 물량을 각 부지에 해 집합체 개수 질량 기 으로 제공하

는 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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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농축도 분포(장 일 기 ) 연도별 기농축도 분포(방출일 기 )

그림 1.29.연도별 기농축도 분포 분석결과 .

기농축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개수) 기농축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질량)

그림 1.30. 기농축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

부지별 농축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개수)부지별 연소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질량)

그림 1.31.부지별 기농축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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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는 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계 분포결과를 보여 다. 이 그래 는

각 기농축도와 각 방출연소도에 해당하는 물량을 보여 으로써 어느 역에 사용

후핵연료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를 알려 다. 그림 1.32에서 보듯이 기농축도

4.0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상당부분이 40GWd/tU의 근처에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기농축도 방출연소도에 한 간격(bin)도 사용자가 검색조건 제공창의

‘EnrichmentStep' 'DischargeStep'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간

격으로 분포를 얻어낼 수 있다. 이 로그램에서는 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계에 한 회귀식은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결과 값을 텍스트 형태로 제공하므로

이 자료를 회귀분석 용 로그램에 용하면 계식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계 분포(집합체 개수) 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계 분포(집합체 질량)

그림 1.32. 기농축도와 연소도와의 계 분석결과 .

그림 1.33 1.34는 냉각시간별 사용후핵연료 물량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집합체 개수 기 물량기 으로 그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각

부지에 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분석결과를 제공한다. 호기별로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검색조건에서 원하는 호기를 선택한 후 그림 1.33을 얻어내

면 각 호기에 한 냉각시간 별 물량분포도 쉽게 얻어낼 수 있다. 그래 에서는

각 냉각시간별로 체 양 비 률도 제공된다.즉 그림 1.33에서 냉각시간이 5

년 미만인 핵연료의 양은 약 5% 정도가 되며 정확한 값을 알고 싶다면 텍스트

일을 열어서 확인할 수 있다.



- 55 -

냉각기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개수)/ 율 냉각기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 질량)/ 율

그림 1.33.냉각기간별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

부지별 냉각기간에 따른 핵연료 발생량(집합체개수) 부지별 냉각기간에 따른 핵연료 발생량(집합체질량)

그림 1.34.부지별 냉각기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

그림 1.35 1.36은 사용후핵연료 설계안(assemblydesign)별로 물량 분석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35는 각 설계안에 해 연도별 발생물량 추이를 보여주

고 있으며,그림 1.36은 각 설계안에 한 총 물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집합

체 개수 기 물량기 으로 그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각 부지별,호기

별 데이터 분석결과는 그래 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나 검색조건에서 부지 호기

를 지정하고 분석하면,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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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타입에 한 연도별 발생량(집합체 개수) 사용후핵연료 타입에 한 연도별 발생량(집합체 질량)

그림 1.35.사용후핵연료 설계안별 시간에 따른 물량분석 결과 .

사용후핵연료 타입별 발생량(집합체 개수) 사용후핵연료 타입별 발생량(집합체 질량)

그림 1.36.사용후핵연료 설계안별 물량분석 결과 .

그림 1.37 1.38은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핵연료 배열(array)

기 으로 물량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국내에서는 14×14,16×16,17×17세

가지 연료 배열만이 존재하므로 이에 한 결과만을 제공함을 그림 1.37을 통해

알 수 있다.



- 57 -

집합체 배열에 따른 연도별 발생량(집합체개수) 집합체 배열에 따른 연도별 핵연료 발생량(집합체질량)

그림 1.37.집합체 배열별 시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

집합체 배열별 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개수) 집합체 배열별 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집합체질량)

그림 1.38.집합체 배열별 총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결과 .

결과 으로 이 로그램은 사용후핵연료 설계안,집합체 배열, 기농축도,방출

연소도,발생연도,냉각시간,부지,호기 등을 자유자재로 조합하여 물량분포를 얻어

낼 수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 장 이로 건식처리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특

성 분포는 모두 얻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표 1.9는 개발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2008년 말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방출연소도 45,000MWD/MtU이하인 핵연료의 황을 발 소 부지별로 분

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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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부지 울진부지 부지 총 계 체물량 비
분율(%)

MtU기 1,459 897 1,045 3,402

76.8
집합체 수 기 3,522 2,210 2,816 8,548

표 1.9.각 부지별 사용후핵연료 황(방출연소도 45GWD/MtU이상)

사용후핵연료 데이터에 한 분석은 1년 내내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필요시 마

다 간헐 으로 수행된다.과거 이 로그램이 개발되기 까지는 표 1.9와 같은 결

과를 얻어내기 까지는 기존에 사용후핵연료 정보가 존재하더라도 추가 인 사용후

핵연료 정보 입력부터 결과를 얻어내기 까지는 약 2～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

다. 한 시간이 지난 후에 원하는 다른 결과 값을 얻어내기까지는 분석에 있

어서의 실수를 없애기 해 데이터 확인에서 최종 결과 추출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 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1년에 한번만 사용후핵연료 특성 정보를

업데이트하면,언제라도 원하는 값을 실시간으로 뽑아 낼 수 있고, 로그램이 검증

되었으므로 데이터만 정확히 입력되면 결과 값에 실수가 존재할 확률이 없으므로

신뢰도 한 상당히 향상되었다.

4.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로그램

가.개요

선진핵연료주기에서는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일정기간 냉각 후

건식재처리하여 우라늄(TRU)은 회수하여 고속로의 핵연료로 만들어 소멸시키고,

핵연료 피복재,핵연료 구조재 등의 속과 핵분열생성물만을 따로 분리하여 처분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 물론 고속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도 건식재처리함

으로써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획기 으로 이고,자원 활용성을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선진핵연료주기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가 다양하고,사용후핵연료 종류

연소이력이 다양하므로 이로 건식처리 공정 물질흐름을 반 하여 각 공정별

폐기물을 평가해 내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일이다. 이로 건식처리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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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지속 으로 진보하고 있으며,기술개발에 따라 달라지는 물질흐름을 방사선

원항 계산이 필요할 때마다 반 하여 방사선원항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다.따라서

사용자 편의환경을 반 하여 실시간으로 쉽게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정량화 할 수

있는 로그램을 개발하 다. 이로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은 고 폐기물 처분시

스템 설계 뿐 만 아니라 이로 공정 시설의 설계 시 방사선 안 성 평가 핵

임계 평가를 해서도 사용된다.

나. 로그램 기능 요건

선진 핵연료주기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을 정량화(characterization)하기

해서는 가압경수로 고속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 냉각에 따른

핵연료 조성변화를 추 해야 하고,건식처리 각 공정에서의 물질흐름을 반 할 수

있어야 한다.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조재의 방사화에 따른 핵종 조성변

화 한 추 이 가능해야 하며,건식처리시 구조재 단 과정에서 수반하는 오염

한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각 공정에서의 폐기물에 한 방사선원항

평가는 단일 핵연료집합체에 한 건식재처리의 경우에도 가능해야 하며,여러 개

의 집합체가 동시에 건식재처리되는 경우를 가정한 배치(batch)건식재처리에 해

서도 평가가 가능해야 한다.

고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모듈을 실제 구체화하기 하여 이 로그램이 필

수 으로 갖춰야할 기능을 도출하고 이 기능을 수행하기 한 요건을 실제 당면한

문제를 통해 도출하 다.도출된 제를 통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9는 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여러 다발 한꺼번에 재처리(이하 배치

(batch)재처리라 칭함)되는 경우 각 공정별 선원항을 도출하는 이다. 사용자가

검색조건을 입력해 주면 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 일을 분석하여 검색조건에 해

당하는 핵연료집합체를 선별하게 되며,이와 동시에 연소 냉각에 필요한 기 자

료로서 핵연료 기농축도,집합체 타입(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선택시 사용됨),

우라늄 기 장 량,방출연소도,방출일 등을 함께 추출하게 된다. 일단 사용후핵

연료가 선별되게 되면, 로그램은 건식재처리를 한 비 단계인 건식재처리 시

설 내 장시설에 임시 장된 사용후핵연료를 가정하여 그 시 까지 각 사용후핵연

료를 연소 냉각시키게 된다. 연소된 각 사용후핵연료는 각각의 사용후핵연료

우라늄 양을 고려하여 하나의 조성으로 합쳐진 후,이 조성은 임시 장기간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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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냉각된다. 냉각된 조성은 건식재처리를 거치게 되며 각 공정별로 물질흐름을

반 하여 각 공정별 폐기물로 분류되게 된다. 이 제는 건식재처리 폐기물의 아

주 단순한 이다. 이러한 사례를 해석하기 해서는 선원항 평가 로그램은 각

사용후핵연료에 해 원자로 내 연소이력을 용하여 연소계산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해서는 각 집합체별로 상응하는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내장하고 있어

야 한다.

그림 1.40(a)은 그림 1.39의 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그림 1.39와 동일한 공

정을 거쳐 한번 건식공정처리가 완료된 후,한 달(임의시간)후 추가 으로 사용후

핵연료가 선별되어 건식재처리가 수행되고,여기서 발생한 각 공정별 폐기물이 그

림 1.39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다시 혼합되어 선진핵연료주기 고 폐기물로 포장

되는 경우를 나타낸다.이 경우,그림 1.40(a)에서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의 특성 정

량화는 그림 1.39의 차를 동일하게 따르며 정량화되며,그림 1.39에서 발생한 각

공정별 폐기물은 한 달 기간 동안 추가 으로 냉각되어 새로이 발생한 각 공정폐기

물과 혼합되게 된다. 이 사례를 해석하기 해서 로그램은 이 배치재처리에서

발생한 각 폐기물의 조성을 불러 추가로 냉각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림 1.40(b)의 경우에는 그림 1.39와 동일한 경우이나,단지 속폐기물 특성정량

화의 요성을 나타내기 해 따로 기술하 다.직 처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자체

가 부분의 방사선원항이 차지하므로 핵연료를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의 방사화폐

기물은 사실상 요도가 낮다. 그러나 선진 핵연료주기에서는 사용후핵연료는 재

처리되어 재활용되고,일부만이 폐기물의 선원항에 기여하므로 성자에 의해 방사

화된 속폐기물의 요도가 상 으로 높아지게 된다. 그림 1.39와 같이 사용자

정의에 따라 사용후핵연료가 선별되어 재처리 된 후 속폐기물의 특성이 정량화

되며,한 달 후 다른 배치가 재처리됨으로써 새로운 속폐기물이 발생하게 되

며,이 두 배치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은 혼합되어 처분( 장)용기에 장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석하기 해서는 구조물의 방사화 계산을 수행해야 하며,이에

합한 평가 방법론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구비해야 한다.

그림 1.41의 경우에는 그림 1.40(a)과 동일한 경우이나,단지 가압경수로 사용후핵

연료가 첫 번째 배치로서 건식재처리 되고,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고속로 사용후핵

연료가 두 번째 배치로서 건식 재처리 되어 상호 혼합되어 처분( 장)용기로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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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문제를 해석하기 해서는 고속로 스펙트럼을 가 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구비해야 하는데,아직까지 국내외에 이에 합한 라이

러리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새로이 생성해야 하는 문제 이 있다.

그림 1.39.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폐기물 특성정량화 제

(핵연료,배치 재처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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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40.가압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폐기물 특성정량화 제(a:핵연료,

배치혼합,b:핵연료&구조재,배치혼합).

그림 1.41.가압경수로 고속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폐기물 특성정량화

제(핵연료&구조재,배치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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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로그램 기능 모듈 개발

앞의 표 인 제를 반 하여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로그램에

필요한 기능루틴 제어루틴을 개발하 다.이에 해 언 하면 다음과 같다.

  Scenario:사용자가 정의한 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에 따라 제어루틴 기능

루틴의 계산순서(sequence)를 설정해 다.

  Screening:계산해야할 사용후핵연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연소

냉각계산에 필요한 집합체 설계변수 조사/냉각 이력자료를 생성한

다.

  DepDec: 이로 건식처리 상 핵연료에 해 이미 연소 냉각계산이 수행된

것과 처음부터 연소 냉각계산을 수행해야 할 집합체를 정의한다

  OriRun:사용후핵연료를 이로 건식처리 시작 시 까지 원자로 내 연소계산

냉각계산을 수행시키는 루틴으로서,ORIGEN-S[1-6]가 식 (1.4)을 해석

하는데 필요한 집합체 설계 제원,연소이력,냉각이력 등을 넘겨주어

ORIGEN-S가 연소 냉각계산을 수행토록 한다.집합체 설계제원은

ORIGEN-S 실행에 필요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선택하는 정보로

이용된다.

  FDecay:이미 연소 냉각 계산이 수행된 사용후핵연료에 해 이로 건식처

리 시작 시 까지 추가로 냉각계산을 수행시키는 기능루틴이다.

ORIGEN-S가 (1.4)식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원자로 방출시 의 사용후핵

연료 조성과 냉각이력을 넘겨주어 ORIGEN-S가 냉각계산을 수행토록

한다.











 (1.4)

여기서,δij는 j핵종에서 i핵종으로의 붕괴 환율

σi는 i핵종의 성자 흡수 단면

fik는 성자흡수반응에 의한 k핵종에서 j핵종으로의 환율임.

OriRun이 동작하는 경우,핵연료에 한 연소계산 수행시는 식 (1.5)와 같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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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출력(specificpower)을 만족하기 한 평균 성자속과 식 (1.6)과 같이 각 핵연

료 설계안의 성자 스펙트럼을 용하여 이미 생산되어 내장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사용하며,구조재에 한 방사화 계산 수행시는 식 (1.7)와 같이 구조재

각 역 성자 스펙트럼을 용하여 이미 구조재 역별로 생성되어 내장되어 있

는 방사화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와,식(1.5)의 핵연료 연소계산시 용된 평균

성자속에 구조재 역별로 각 성자속 스 일링 펙터(ω)를 용한 식 (1.8)의 값을

성자속으로 용한다.식 (1.5)에서 는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의 핵연료집합

체 조사이력으로부터 제공되는 평균비출력(specificpower)이며,의 값은 핵분열성

핵종 i의 회수가능에 지(recoverableenergy)를 의미한다.

핵연료 부분,   






×
(1.5)

  


(1.6)

구조재 부분,

  


(1.7)

  
  (1.8)

  Pyro: 이로 건식처리 각 공정별로 물질흐름을 정의해주는 역할을 하며 사용자

편의환경으로부터 자유자재로 입력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RproDecay:해당 공정별로 제거될 핵종 이에 상응하는 제거율,그리고 냉각

시간을 정의해주며,이를 ORIGEN-S에 넘겨 으로써 식 (1.9)을 해석

하도록 한다.이때 핵연료 해석시는 공정에서 제거율 가 용되며,

구조물의 방사선원항 도출시는 TRU의 오염을 모사하기 해  값

이 Pyro모듈이 갖고 있는 DB로부터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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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여기서,는 핵종 i의 제거율,는 핵종 i의 충진율.

  Batch:동일 시간 t에 존재하는 각 조성을 식 (1.10)과 같이 각각의 무게 분율을

용하여 혼합조성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

 



 (1.10)

  Packaging:폐기물 고정화처리 옵션별로 물질흐름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며 각 옵션별로 첨가재의 양을 정의해 다.

  PkgDecay:폐기물 고정화(solidification)옵션별로 첨가재의 양과 냉각이력을

ORIGEN-S에 넘겨 으로써 냉각계산을 수행하여 최종폐기물의 시

간에 따른 방사화선원항을 산출토록 한다.

  WDecay:폐기물 고정화 처리가 완료되고 냉각계산이 수행된 최종폐기물에

해 추가로 냉각계산을 수행시키는 기능루틴이다.ORIGEN-S가 (1)식

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이로 처리 후 방출시 의 폐기물 조성과 냉

각이력을 넘겨주어 ORIGEN-S가 냉각계산을 수행토록 한다.

재까지  ～ 의 루틴을 개발하 으며,그 이외의 루틴은 개념상으로만 존재한

다. 즉,원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검색하여,노물리 변수를 추출하고 사용후핵연료를

연소․냉각 계산하는 루틴,사용후핵연료를 냉각계산만을 수행하는 루틴,사용후핵

연료를 이로 건식처리를 수행하여 각 폐기물별로 분류하고 냉각계산을 수행하는

루틴을 개발 완료함으로써 그림 1.42의 이로 공정흐름을 반 하여 실시간으로

이로 건식처리 각 공정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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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이로공정 물질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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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로그램 사용자 편의환경 개발

1)사용자 편의환경

개발된 로그램은 기본 으로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며,사용

자 편의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그림 1.43은 개발된 로그램의 기화면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Screening,Reactor,Storage/Fuel,Batch,Material버튼이 활성화되

어 있으며,나머지는 비활성화 되어 있다. 향후 Scenario제어루틴을 완성하여 추

가하고  ～  의 기능루틴이 완성되면,이 버튼도 모두 활성화 되게 된다.

기화면에서 보듯이,이 로그램은 FuelWaste,MetalWaste,Domestic

Inventory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FuelWaste텝을 활성화시키면 핵연료를 건식

처리 하 을 때 발생하는 각 공정별 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이 자동으로 정량화되며,

MetalWaste텝을 활성화시키면 사용후핵연료를 탈피복한 후 발생하는 속폐기물

의 방사선원항이 자동으로 정량화된다. 각각의 텝에 해 로그램 구동 차는 동

일하며,단지 상 물질흐름과 구동되는 기능루틴만이 다르다.

기화면을 보면 PyoprocessingDate란이 존재하는데,이는 실제로 이로 건식

처리가 시작되는 시 을 의미하며,이 날짜를 기 으로 원자로 방출 이후부터 장

기간이 산정되어 냉각계산이 수행된다.

그림 1.44는 건식처리하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기 한 사용자편의환경

을 보여 다. 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운 인

모든 가압경수로 호기이며,이는 단일 호기에 해서 선택이 가능하며, 복하여 선

택이 가능하다.

‘SetConditions’ 역에서는 기농축도,방출연소도 냉각기간에 한 하한값

상한값을 지정할 수 있으며,모든 조건을 지정한 후 좌측하단의 ‘GetData’버튼

을 실행하면 검색조건에 맞는 사용후핵연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해 낸다.

이 기능을 조합하면 기 농축도가 다른 사용후핵연료,방출연소도가 다른 사용

후핵연료,냉각시간이 다른 사용후핵연료를 자유자재로 조합할 수 있으며,이를 건

식처리 하 을 경우 발생하는 공정 폐기물 우라늄에 한 방사선원항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모든 데이터는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되며,이는 앞서 사용후핵

연료 황분석 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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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선진 핵연료주기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기화면.

그림 1.44.건식처리 상 핵연료 선정을 한 검색조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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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검색조건이 지정되고 ‘GetData’버튼이 실행되면 그림 1.45와 같이 검색

조건을 만족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오른쪽 하단 화면에 나타난다.추출된 각 사용후

핵연료에 해 집합체 고유이름(ID),집합체 타입,집합체배열, 기농축도, 기 우

라늄 장 량,장 일,노심내 연소기간,노심내 거주 주기수,피복재 종류,노심에서

의 최종방출일 등이 표기된다.표기된 정보로부터 사용자는 필요시 각 사용후핵연

료의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정보가 틀릴 경우 임의로 수정도 가능하

다.

이 게 추출된 사용후핵연료 원하는 핵연료에 해 체크박스에 √ 표시를 해

주고 Reactor텝으로 변경하면 체크박스에 선택된 사용후핵연료만이 그림 1.46과

같이 다시 나타나게 되고 이 사용후핵연료가 최종 으로 건식처리될 상이 된다.

사용자에게 정보 확인을 해 각 사용후핵연료에 해 비출력(specificpower)값을

Watts/gU의 단 로,방출연소도를 MWd/tU의 단 로,노심 내 조사시간을 일(day)

기 으로 제공해주며 정보 확인을 해 기농축도도 제공해 다. 이때 비열출력

값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되는 값이 아니며 방출연소도와 조사기간으로부터 계산

된 것이다.

그림 1.45.검색조건에 맞는 사용후핵연료 추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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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최종 으로 선택된 건식공정처리 상 사용후핵연료 화면.

상 사용후핵연료가 선택되면 선택된 사용후핵연료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혼합

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는 사용자 편의환경으로 넘어가며,이는 그림 1.47에서 제시

하는 바와 같다. 여기서는 선택된 사용후핵연료의 기 우라늄 장 량과 혼합비율

을 지정해 수 있다. 기본 값으로 우라늄 장 량은 데이터베이스에 내장되어 있

는 각 사용후핵연료에 한 기 우라늄 장 량 톤 기 으로 나타나며,혼합비율은

‘1’로 나타난다.

정보 확인 후 우측하단의 Run버튼을 실행하면 각각의 사용후핵연료에 해 노

물리 정보를 이용하여 연소계산 냉각계산을 이로 공정처리 시 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때 각 사용후핵연료에 해 연소계산은 고유한 계산이므로 기존에 연소계

산이 수행된 사용후핵연료에 해서는 기존 계산 자료를 불러와서 건식공정처리 시

까지 냉각계산을 수행하며,연소계산이 수행된 기록이 없는 사용후핵연료에 해

서는 연소계산부터 냉각계산을 수행한다. 처리해야할 사용후핵연료의 개수가 은

경우에는 기존 계산결과의 활용 유무에 따른 계산시간 차가 크지 않으나 사용후핵

연료의 숫자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는 계산속도차가 10배 이상으로 상당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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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건식처리공정별 물질흐름을 정의하지 않으면 단지 사용후핵연료 내 조성을 혼합

하는 계산만이 수행되며,그림 1.48의 물질흐름 입력화면에 공정별 물질수지를 입력

해주면 이에 따라 각 공정별로 폐기물의 방사선원항 정보를 계산해낸다.

계산이 수행될 때, 로세스에 사용되는 입력문 모두가 자동으로 그림 1.49와 같

이 팝업 되며,처리해야할 사용후핵연료 수가 수십개의 단 로 넘어가면 계산시간

이 수분을 과하므로 이때 입력문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의 정보가 정확한지를 사

용자는 계산도 에 확인할 수 있다. 입력문 뿐만 아니라 계산 로세스의 진행사

항이 그림 1.50과 같이 도스 창에 나타나며,이를 통해 재 계산이 어디까지 진행

되었는지를 인지할 수 있다.

최종 으로 계산이 완료되면 그림 1.51과 같이 결과 일이 생성되며,이 결과

일 내부에는 물질흐름에서 지정해 건식처리 각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해

핵종생성량,붕괴열,방사능세기, 해도 등이 기록되어 있다. 사용자 편의를 해

그림 1.52와 같이 방사선원항 계산결과에 해 그래 를 직 확인할 수 있으며,이

그래 는 핵분열생성물,악티나이드 딸 핵종,방사화생성물 각각에 해서도 생

성할 수 있으며, 체 핵종에 해 생성할 수 있다. 한 각 물질흐름이 정의된 공

정별로도 그래 를 생성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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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7.사용후핵연료 혼합 비율 지정 화면.

그림 1.48.건식공정처리 물질흐름 지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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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9.계산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입력문 화면.

그림 1.50.계산 로세스 출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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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1.계산 종료후 출력 일 팝업 화면.

그림 1.52.계산결과 PlotWindow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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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례 해석 로그램 타당성 검토

앞서 개발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1.39에 기술된 제를 해석함으로써 개발

된 로그램이 정상 으로 작동하는지를 평가하 다. 이 사례는 그림 1.53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이 고리 1호기에서 발생한 KK1A01 KK1A24사용후핵연료,고리

3호기에서 발생한 KK3F15사용후핵연료,고리 2호기에서 발생한 KK2F15사용후

핵연료를 하나의 배치로 이로 공정 처리하여 각 폐기물공정별로 방사선원항을 산

출한 경우이다. 제에 사용된 각 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은 표 1.10에 기술되어

있으며,각 공정별 물질흐름은 표 1.11에 기술되어 있다.

제시된 제에 하여 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로 물질흐름을 반 하여 Wast

Class#1에 한 핵종 조성을 도출하고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항을 도출하 다. 그

림 1.55는 이로처리 후 WasteClass1폐기물에 한 시간에 다른 열량변화를 나

타내며,그림 1.55는 네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존재하는 235U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 다.

동일한 제에 해 많은 시간을 요하는 단 이 있지만 ORIGEN-S를 이용하여

수작업으로 열량 변화와 U-235에 한 혼합 과 혼합후의 계산 값을 생성한 후,본

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한 값과 일치함을 확인하여 개발된 모든 기능모듈 사

용자 편의환경을 포함한 체 로그램이 정상 으로 개발되었음을 확인하 다.

표 1.12에는 계산에 사용된 모든 문제가 각 기능모듈별로 작동하기 해 작성되었

던 입력문의 를 보여주고 있다.

Ass.ID
Assembly

Type

InitialU
loading

perAss.(kg)

Enrichment

(wt.%)

Discharge
Burnup

(MWd/tU)

Downtime

(days)

KK1A01 WH-STD 400 3.2 31000 1825

KK1A24 WH-STD 400 3.21 31500 1825

KK3F15 WH-KOFA 367 3.32 33000 2555

표 1.10.사용후핵연료 설계특성,조사 냉각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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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class#1 WasteClass#2 Product#1 Product#2 Wasteclass#3

elem. frac. elem. frac. elem. frac. elem. frac. elem. frac.

Cs

Sr

I

Tc

0.95

0.95

0.99

0.99

Cs

Sr

I

Tc

0.05

0.05

0.01

0.01

U

Zr

0.99

1.00

U

TRU

0.01

0.99

TRU

Others

0.01

rest

표 1.11.각 공정폐기물로의 각 핵종별 환율(transferrate)

그림 1.53.개발 모듈 검증용 제.

=orirun 
title= kori unit 1 KK1A01
id=KK1A01
lib=w14x14
  mtu=0.400
enrich=3.2
mod=0.73 
lightel= o 130.95 cr 3.366 mn 0.1525 fe 6.309 co 0.0242
  ni 2.366 zr 516.3 sn 8.412 gd 2.860 end
read hist
 power=37.5  burn=826.7 down=1825 end
end hist
end
'
=orirun
title= kori unit 1 KK1A24
id=KK1A24
lib=w14x14
  mtu=0.400
enrich=3.21
mod=0.73 
lightel= o 130.95 cr 3.366 mn 0.1525 fe 6.309 co 0.0242
  ni 2.366 zr 516.3 sn 8.412 gd 2.860 end
read hist
 power=37.5  burn=840 down=1825 end
end hist
end 

표 1.12. 제(그림 1.53)해석을 한 제어 입력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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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4. 이로 처리 후 WasteClass#1에 한 시간에 따른 열량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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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5.혼합 U235질량과 혼합 후 U235질량의 시간에 따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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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램의 유용성 평가

개발된 로그램의 유용성을 평가하기 해 두 개의 제를 해석하 다. 첫 번

째 제는 세 개의 사용후핵연료,즉 KK1S34,KK1W11,KK3M07사용후핵연료를

각각의 사용후핵연료 자체가 갖고 있는 무게 분율 그 로 혼합한 후,2009년 10월

19일에 이로 건식처리를 수행하여 발생한 WasteClass#1에 한 핵종 조성을

산출하는 것이다. WasteClass#1은 사용후핵연료 내에 존재하는 많은 핵종 에

서 Cs Sr만을 함유하고 있으며,이 두 핵종에 해 체 생성량 에서 90%만

을 함유하고 있다.

해석을 해 3개의 사용후핵연료에 해 각각의 연소이력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검색하여 추출하고,2009년 10월 19일에 이로 건식처리 됨을 가정하여 냉각기간

을 산출한 후 이를 용하여 연소 냉각계산을 수행하여 이로 건식처리 시작

시 에서의 각 사용후핵연료에 한 조성을 산출하 다. 산출된 각 사용후핵연료

의 조성은 기 우라늄 장 량을 그 로 용하여 1:1:1로 혼합되어 혼합 조성이 산

출되었으며,이는 이로 건식처리를 가상으로 용하여 Cs Sr의 90%를 Waste

Class#1으로 달한 후 시간에 따른 냉각 계산을 수행하 다.

그림 1.56은 이 로그램을 통해 산출한 WasteClass#1에 한 핵종량 계산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2개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이로 건식처리 된 경우, 재

존재하고 있는 ORIGEN-S코드만을 이용하여 각 공정 폐기물에 한 방사선원항

을 도출한다고 가정할 때,각 해당 핵연료의 연소 냉각이력 정보를 도출하고,이

를 ORIGEN-S코드에 용한 후,계산 계산결과의 확인 작업까지 완료하려면,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이 로그램을 이용하면 이미 검증된 연소

냉각이력을 사용하므로 데이터 확보 신뢰성에 문제가 없고, 체 로그램이 검

증된 후에는 결과 도출시 차에 한 신뢰도 확인 작업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공

학 인 측면에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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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6. 이로 건식처리 후 WasteClass#1에 한 핵종량 계산결과.

두 번째 제는 고리 1호기에서 제1주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체에 존재하

는 Pu-239,Pu-240,Pu-241,Am-244등의 핵종 재고량이 원자로 방출이후 시 부

터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고리 1호기 제 1주기에서 발생한 사용

후핵연료는 41개로서 각 사용후핵연료는 서로 다른 비출력으로 한주기만 원자로 내

에서 연소된 후,그 이후부터는 임시 장조에서 냉각되었다. 그림 1.57과 같이 고

리 1호기 제 1주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호기 냉각기간 검색 조건을 조합

하여 추출하여 지정한 후,건식공정처리 없이 모두 혼합하여 조성을 도출한 후 이

조성을 이용하여 냉각 계산만을 수행함으로써 그림 1.58과 같은 핵종 조성에 한

과거 이력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제 해석을 완료함으로써 개발된 로그램이 약간만 수정된다면,주요 핵종

의 국가재고량을 구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즉, 로그램을 수정하

여 각 주기에서 나온 핵종조성을 다음 주기에서 나온 조성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계

산을 지속 으로 수행해 나가면 모든 사용후핵연료에 존재하는 각 핵종별 국가 재

고량을 산출할 수 있다.

개발된 로그램의 장 을 악하기 해 기존의 코드와 비교를 표 1.13에 나타

내었다. 기존 코드 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항을 평가할 수 있는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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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로는 ORIGEN-S를 들 수 있다.이 로그램은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개발 검증작업을 수행하 으며,세계 으로 범 하게 사용되는 신뢰도 높은

코드이다. 기존 코드는 ORIGEN-S코드로 표기하 으며,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로그램은 A-SOURCE로 표기하 다.

그림 1.57.고리 1호기 제 1주기 발생 사용후핵연료 추출화면.

그림 1.58.고리 1호기 제 1주기 발생 사용후핵연료 내 Pu핵종 거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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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발된 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장 을 갖고 있다.

첫째,ORIGEN-S코드는 단일 핵연료에 한 방사선원항 평가만이 가능한 로그

램이나,본 연구에서 개발된 로그램은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에 한 조사이력

냉각시간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내장하고 있으므로 배치 재처리를 가정한 방 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이로 공정 물질흐름을 사용자편의 환경에서 제공

할 수 있으므로 변화하는 이로 공정기술에 곧 바로 처하여 방사선원항을 도출

할 수 있다.셋째,사용후핵연료 구조재 폐기물에 해 각 역별로 방사화 핵반응

단면 라이 러리 성자속 스 일링 팩터를 내장하고 있으므로 구조물에 해

손쉽게 방사선원항을 신뢰도에 문제없이 도출할 수 있다. 넷째,어느 시 에서의

핵종량의 혼합이 가능하므로 서로 다른 시 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한 방사선원항

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악티나이드,핵분열생성물, 는 각각의 핵종에 한 국

가재고량을 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섯째,핵연료 구조재에 해 이미

성자스펙트럼이 가 되어 검증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각 사용후핵연료별

로 독립 으로 사용하므로 신뢰도가 높다.여섯째,그래픽 환경의 사용자 편의환경

을 제공하므로 사용의 자유도 편의성이 높다. 일곱째,복잡한 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에 해 검증된 산 차를 사용하므로 계산결과의 신뢰성에 문제가 없으

며 모든 계산과정이 산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산시간 한 획기 으로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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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ORIGEN-S A-SOURCE A-SOURCE의 강

사용후핵연료

설계제원,조사이력

자동제공

× ○
사용후핵연료의 기본정보를 내장

자동제공하므로 방 한 계산 가능

이로공정 물질흐름

폐기물 고정화

물질흐름 자동제공

× ○

이로 건식처리 공정

물질흐름(materialflow) 폐기물

고정화(solidification)시 물질흐름을

DB로 내장하고 필요시 자동제공함 .

단일 핵연료

연소․냉각 계산
○ ○

연소 냉각계산은 ORIGEN-S를

재 사용(향후 체 계획)

핵연료 배치(batch)

연소․냉각 계산
× ○

설계특성 조사이력이 다른

사용후핵연료의 성능평가 가능

단일 핵연료 이로

건식처리 계산
○ ○

DB에서 물질흐름을 자동제공하고

물질흐름은 사용자가 정의 가능함.

핵연료 배치(batch)

이로 건식처리 계산
× ○

설계특성 조사이력이 다른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처리후

방사선원항 평가 가능

폐기물 고정화 처리후

변화 추
× ○

고정화 이후 폐기물의

질량/부피/방사선원항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음.

구조재 방사화 계산 △ ○
구조재 역별로 방사화핵반응단면

성자속 스 일링 팩터를

내장하여 정확도 높음

다양한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

방사선원항 평가

× ○
발생시 이 다른 폐기물이 포장을

해 혼합되었을 경우 이에 한

방사선원항 평가 가능

핵연료집합체

설계안별

핵반응단면 용

△ ○
집합체설계안별 핵반응단면 을 모두

내장하고 자동으로 Link하여 용

Actinide,Fission

Product국가 재고량

평가

× ○
발 소 발생 사용후핵연료 상으로

시간에 다른 핵종재고량 평가 가능

방사성폐기물 국가

재고량 평가
× ○

집합체설계안별 핵반응단면 을 모두

내장하고 자동으로 Link

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 구성
× ○

각각의 모듈을 불러서 계산하므로

시나리오 구성 가능

계산의 정확도 △ ○
핵연료 구조재에 해

성자스펙트럼에 맞는 핵반응단면

성자속을 용하여 신뢰도 높음

사용의 자유도

편의성
△ ○ 사용자 편의환경 제공

표 1.13. 로그램의 성능 비교 (○:우수,△:보통,×: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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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원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체계 개발

가.개요

원자력 발 이 시작된 이래 연구 력 생산을 해 수백개 원자로가 건설되었

다. 40여 년이 지난 지 많은 원자로들은 폐로될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공릉동의 TRIGA연구용 원자로의 폐로 사업이 수행되었으며,이 폐로 사업을 통해

축 된 기술을 활용하여 향후 상업용 발 로의 폐로가 본격화 될 망이다.

원자로를 폐기처분하기 해서는 여러 단계의 기술 평가를 요구하는데,먼

각 원자로의 구성 기기(component)들이 얼마만큼 방사화가 되어 방사성 물질을 갖

고 있는가를 계산하는 방사화 선원항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선원항

계산결과를 바탕으로 각 구성 기기들을 모두 제염하거나 감용시키는 방안이 수립되

어져야 하며,이를 해 제염 성과를 평가하는 분석기술이 필요하다. 최종 으로

발 소 부지가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해서는 방사선량이 환경권고기 치에 맞는가

를 별하는 부지 개방 기 (sitereleasecriteria)을 설정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

요하다.

폐로에서 발생하는 부분의 방사성폐기물은 폐기물 처분장에 수용될

수 있으나, 폐기물 인도기 에 합하지 않은 장반감기 핵종함유 폐기물

들은 고 폐기물 처분장에 처분될 수밖에 없다. 장반감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을

설계하기 해서는 가압경수로 가압 수로의 폐로 시 발생하는 폐기물의 물량

선원항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에서는 성자의 방사화에 의해 생성된

장반감기 폐기물의 선원항을 평가하기 한 방법론 평가체계를 기술하고,이를

반 하여 개발된 로그램 이의 검증 결과에 해 기술하 다.

나.해체폐기물 방사화선원항 평가 방법론

1)노심 구조물의 성자 방사화 특성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방사화된 핵종의 재고량은 두 단계에 걸쳐 계산되었다.

첫 번째로 성자 수송 코드를 이용하여 원자로심 주변기기 구조물의 반경방향

축방향 성자속 분포를 각각 구한 후,두 번째로 앞서 구한 성자속을 이용하여

방사화된 속의 조사이력(irradiationhistory)을 용하여 각 구성기기에 존재하는

핵종의 양 방사능 세기를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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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주변기기에 한 방사화 선원항 평가는 각 구성기기들이 원자로의 연소이

력을 따라 성자의 흡수에 의해 얼마만큼 방사화되었는 지에 한 정량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량 평가를 해서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와 방사능 양

(radioactivity)을 계산해야 하는데,핵종의 붕괴 연소이력에 한 평가 코드로는

ORIGEN-2가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ORIGEN-2코드[1-7]는 주로 사고

시 노심 내 핵연료의 핵종별 함유량을 평가하기 해 개발되었으므로 코드 팩키지

(package)내에 내장되어 있는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는 노심 내부의 성자 스

펙트럼에 의해 계산된 값을 반 하고 있다. 그런데,압력용기 격납용기와 같은

주변기기들은 노심과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성자 스펙트럼이 노심 역과는

매우 다르다. 이 역에서는 핵분열에 의한 성자 생성 반응은 없으며,속 성자

는 부분 감속되어 열 성자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부분 성자의 에 지는

낮아지게 되어 성자 스펙트럼은 에 지 역으로 크게 치우치게 된다.

ORIGEN-2코드는 비교 사용이 간편한 코드이나,여러 계산조건에 맞출 자유도

가 부족하다. 우선 으로 핵반응단면 자료가 모두 단일 그룹(one-group)으로 고

정되어 있다. 단일 그룹 자료를 정확히 평가하여 사용하면 계산 모델상의 문제는

없으나,노심 내 치별로 성자속의 에 지 분포가 서로 상이하여 평균되는 단일

그룹 자료도 치마다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알고 핵반응단면 을 용하여야 한

다.

그림 1.5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자로 압력용기의 구성성분 물질인
59
Co(n,γ)핵반

응 단면 은 성자의 에 지가 감소함에 따라 격히 증가한다.따라서 압력용기

역에서의 단일 그룹 핵반응 단면 은 노심 역에서의 값보다 큰 것으로 평가되

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율은 1/υ 흡수물질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노심 외곽 구조물이 격납용기( 수로의 경우 칼란드리아 탱크)를 구성하고 있는 다

른 물질과 역에서도 모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상이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

이 주변기기에 한 성능 평가를 해서 기본 으로 ORIGEN-2펙키지에서 제공

하는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보정 없이 사용하면 선원항 평가에 큰 오차를 유발

할 것으로 단되며,만일 보정 없이 사용한다면 평가된 핵종별 방사능 재고량은

실제 방사화된 값보다 게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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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9.에 지에 따른 Co n  Co반응 단면 .

이와 같은 상을 분석한 결과,실제로 노심에서의 스펙트럼은 성자의 에 지가

매우 높은 에 지 역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가압 수로의 경우

압력용기 안쪽 면에서의 성자 스펙트럼은 차폐체인 물 층을 통과하면서 열 성자

화 되어 매우 낮은 에 지 역으로 치우쳐져 있음을 확인하 다.

앞서 평가된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원자로 주변기기인 압력용기를 구성하는 주요

핵종들에 해 반응 단면 을 MCNP로 평가하여 내장된 ORIGEN-2PWRUS라이

러리와 비교하 다. 표 1.14는 압력용기에서의 성자 포획 반응단면 (n,γ)값

을 나타낸다. 표 1.14의 계산 결과를 보면,핵연료 집합체가 장 되는 노심 쪽은

비교 MCNP와 ORIGEN의 반응 단면 값이 잘 일치하고 있으나,노심 외곽의

경우는 노심과 압력용기의 스펙트럼 차이로 인해 압력용기 부근의 반응 단면 값

이 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ORIGEN 라이 러리를 보정 없이 사용

하면 상 으로 은 선원항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반드시 반응단면 의 보정이

필요함을 정량 으로 확인하 다.표에서 보듯이 성자 포획 단면 의 차이는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므로 만일 반응단면 보정없이 방사화 핵종별 방사능 재

고량을 평가하면 단순히 보더라도 약 3배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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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주요핵종
ORIGEN-2

(PWRUSLibrary)
MCNP(노심/압력용기)

Fe-54 0.196 0.207/0.686

Co-59 4.919 4.653/12.14

Ni-61 0.224 0.213/0.741

표 1.14.ORIGEN-2와 MCNP의 반응 단면 비교 (단 :barn)

2)MCNP/ORIGEN-2 성자 방사화 계산 체계

가)MCNP코드 기술

앞서 언 했듯이,노심 외부 역의 방사화 핵종 방사능 평가를 해 ORIGEN2

를 사용하기 해서는 성자속 군축약된 성자 흡수 단면 의 생산이 필요하

며 이를 정확히 얻어내기 해서는 성자 수송(neutrontransport)해석을 이용한

성자속 계산이 필요하다. 지 까지 개발된 성자 수송해석 코드로서 앞서 기술

한 외곽 구조물 내 성자 스펙트럼을 가장 타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코드로는 몬

테카를로 방법론을 사용하여 수송방정식의 해를 얻는 MCNP를 들 수 있다.

MCNP코드는 연속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사용하므로 스펙트럼이 노심 역

과 많이 다르게 변할 때 축약된 라이 러리를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차를 최

소화 할 수 있으며,몬테카를로 방법론을 사용하므로 노심외곽 구조물의 성자 스

펙트럼 변화를 비교 정확히 추 할 수 있다.즉,MCNP코드를 용하면 결정론

방법론을 사용하는 코드 시스템에 비해 노심 구조물내의 성자 스펙트럼 이

를 반 한 성자 흡수 단면 을 정확하게 산출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앞서 MCNP코드만으로는 연소계산을 통한 구조물내의 핵종생성량 변화를 추

할 수 없으므로 연소이력에 따른 핵종 분석을 수행할 수 없다. 이의 보완은

ORIGEN-2코드를 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어,MCNP/ORIGEN 산체계를 사

용하면 노심 외곽 구조물에서의 성자 방사화 폐기물의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항을

구할 수 있다.

나)ORIGEN-2코드

ORIGEN2코드는 130개 핵종의 악티나이드,850개 핵종의 핵분열 생성물(f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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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720개 핵종의 방사화 생성물(activationproducts)등 모두 1,700개 핵종

을 취 할 수 있으며,조사(irradiation) 냉각에 따른 각 핵종별 구성비 핵물질

과 련한 특성을 산출한다.각 핵종별로 질량,동 원소별 성분비,방사능,열출력

(thermalpower), 해도(toxicity),반응률(reaction rate), 성자 방출(neutron

emission), 자 방출(photonemission)반응 등을 계산할 수 있다.

해석 시 주요 악티나이드를 제외한 핵종의 미시 반응단면 (microscopiccross

section)은 시간에 하여 일정한 값을 사용한다. 주요한 악티나이드 핵종에 해

서는 조사 시 핵연료 조성 성자 스펙트럼이 변화에 따른 반응 단면 의 변화

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반 하기 해 연소도의 함수로서 반응 단면

(burnup-dependentcrosssection)을 정의하여 사용한다.

이 코드에서는 원자로를 일 으로 간주하고 행렬지수법(Matrix Exponential

Method)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석한다. 따라서 입력문에 원자로에 한 기하학

형태에 한 정보는 요구되지 않는다.각 핵종별로 연소 냉각에 따른 핵종 i의

시간에 따는 변화율은 비제차(nonhomogeneous)1차 상미분 방정식인 식 (1.11)에

의해 계산된다.

dXi
dt
=∑

N

j=1
lijλjXj+Φ∑

N

k=1
fikσkXk-(λi+Φσ

i+ri)Xi+Fi i=1,....,N (1.11)

여기서 Xi=atom densityofnuclidei

N=numberofnuclides

lij=fractionofradioactivedisintegrationbyothernuclides,which leads

toformationofspeciesi

λi=radioactivedecayconstant

Φ =position-andenergy-averagedneutronflux

fik= fraction ofneutron absorption by othernuclides,which leadsto

formationofspeciesi

σk=spectrum-averagedneutronabsorptioncrosssectionofnuclidek

ri=continuousremovalrateofnuclideifrom thesystem

Fi=continuousfeedrateofnuclidei,이다.



- 88 -

식 (1.11)에서 ri는 연산시 핵종량이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Fi는 핵

종이 지속 으로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는 항이다.이는 DUPICFuelCycle과 같이

핵연료 가공시 Xe,Cr과 같이 기체로 존재하는 물질이 가공 에 빠져나가는 상

과 같은 것을 모사할 때 사용되며, 한 신핵연료 가공시 추가되는 핵연료를 모사

할 때 사용될 수 있는 항이다.

식 (1.11)을 보면, 성자속 성자 흡수 단면 을 제외하고는 모두 물리 상

수이므로 이 값만 정확히 식 (1.11)에 용되면 시간에 따른 핵종량 방사능량 계

산시 오차는 유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식 (1.11)에서 핵종 i의 시간에 따른 변

화율을 추 하기 해서 용되는 성자속(Φ)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용할 수 있

다. 첫째,MCNP로부터 얻은 값을 직 ORIGEN-2의 입력문에 데이터 값으로

용할 수 있으며,두 번째는,비열출력(specificpower)값을 입력문에 용함으로써

성자속은 식 (1.12)에 의해 계산되어 식 (1.11)에 용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에 의해 성자속을 ORIGEN-2코드의 입력 값으로 용하는 경우

는 입력문을 통해 들어온 성자속이 그 로 식 (1.11)에 입되어 핵종량 방사

능 계산에 사용되므로 MCNP코드에서 군축약된 성자 포획 단면 만 정확하다면

핵종량 방사능량 분석에 오차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르다. 만일 입력 값으로 원자로 조사 의 비열출력 값을 ORIGEN-2코드의 입

력문에 넘겨주면,ORIGEN-2코드는 식 (1.12)에 의해 성자속을 자체 으로 계산

하여 식 (1.11)에 용하므로 식 (1.12)에 존재하는 핵분열 물질의 핵분열 반응 단면

(σf
i
)이 정확하지 않다면, 성자속은 잘못 계산되어 식 (1.11)에 용되게 된다.

따라서 비열출력 값을 넘겨주어 ORIGEN-2에서 계산된 성자속을 이용할 경우에

는 핵분열성 물질의 핵분열 단면 도 정확히 MCNP에서 평가하여 넘겨주어야 한

다. 이는 매우 복잡하며, 한,핵분열성 물질의 핵분열 반응단면 (fissioncross

section)은 연소에 따라 크게 변하고 ORGEN-2코드에서 핵분열 반응단면 의 보

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합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
(1.12)

여기서 ,Φ =instantaneousneutronflux(n․cm
-2
․s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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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wer(MW)

X
f
i
=amountoffissilenuclideiinthefuel(g․atom)

σ f
i
=microscopicfissioncrosssectionfornuclidei(b)

Ri=recoverableenergyperfissionfornuclidei(Mev/fission).

Ri값은 핵분열 핵종에 한 함수로서 식 (1.13)과 같이 정의하여 사용한다.

Ri(Mev/fission)=1.29927×10-3(Z2A0.5)+33.12 (1.13)

여기서,Z A 는 각각 핵분열 핵종 i의 원자 번호 질량수를 나타낸다.이

코드는 사용자가 조사될 물질 조사 이력(irradiationhistory)을 상세히 입력할 것

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 한 성자 붕괴 라이 러리를 요구한다.이 라이

러리를 가지고 노물리 계산을 수행한다. 이 라이 러리는 더 이상 업데이트가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기존에 생성한 라이 러리에는 핵종의 반감기,붕괴형태

기타 자료,one-group단면 이 함유되어 있다.

ORIGEN-2코드에서는 식 (1.11)을 해석하기 한 방법론으로 행렬지수법을 사용

한다. 식 (1.11)에서 Fi의 값이 "Zero"인 경우,즉 물질 추가가 없는 경우에는 재

차 방정식(homogeneousequation)이 되며,이 방정식은 식 (1.14)와 같이 표 된다.

   (1.14)

여기서,  = 핵종의 미분값(a column vector), A = the transformation

rates(1700×1700matrix),X=핵종 농도(acolumnvector)이다.

식 (1.14)을 해석하기 한 수치해석 방법론은 MatrixExponentionalMethod가

사용되며,최종시간 시간 t에서 산출된 핵종량은 ORIGEN-2의 출력값 는 다

른 임의 시간 t'에서의 핵종량 분석을 한 입력값이 될 수 있다.그런데 exp(At)

항은 수학 으로 계산되는 항이 아니므로,식 (1.15)와 같이 Powerseries로 개한

값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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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t
= I+ At+ A

2t
2

2!
+ A

3t
3

3!
+ … (1.15)

다)MCNP/ORIGEN2방사화계산 체계

본 에서는 MCNP[1-8] ORIGEN2코드들을 연계하여 방사화 계산을 수행하

는 방안에 해 언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사화 평가체계는 사용

자 편의환경을 갖추고 있으며,실제 문제해석을 한 기능모듈은 MCNP와

ORIGEN-2를 이용한다. 여기서 사용자 편의환경은 노심 상태와 출력하고자 하는

값을 정의하며,MCNP는 사용자편의환경에서 제공한 노심상태 입력자료를 바탕으

로 해석하고자 하는 치에서의 성자속 핵반응단면 을 생산하며,ORIGEN-2

는 MCNP가 계산한 핵반응단면 성자속을 반 하여 사용자 편의환경에서 제

공한 조사이력을 용하여 각 역별 핵종량을 산출한다. 평가체계 구성도는 그림

1.66과 같다.

○ GeneralDB모듈

이 모듈에서는 노심열출력분포,노심운 이력,핵연료 장 모형,각 핵연료별 연

소도 분포 등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일로 내장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

일은 사용자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이고 수정이 가능한 형태이다. 집합체 연소계산

모듈에서는 연소도에 따른 핵종량을 계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이는 직 계산

을 통해서 구 하거나 는 수로 핵연료에 해 연소도에 따른 핵종량 라이 러

리를 미리 만들어 내장하는 형태이다.

○ MCNP입력문 작성모듈

MCNP입력문은 크게 노심의 기하학 형태,각 역별 구성물질 등으로 이루어

지는데,이의 구성은 상당한 작업시간을 요하며,특히 연소된 노심의 모델 구성은

방 한 작업을 요한다.이 작업을 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 으로 입력문이 작성

되도록 구성하 다. 집합체 연소계산모델에서 제공한 연소도별 핵종량 라이 러리

와 데이터베이스에서 주어진 노심내 핵연료 치별로 연소도 분포를 이용하여 각각

의 연소도에 상응하는 핵종량을 할당하여 입력문을 구성한다. 노심 기하학 정보

는 몇몇 변경이 가능한 몇 가지에 해서만 사용자 편의환경에서 제공가능하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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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불필요한 부분의 정보는 기본 으로 내장하고 있다. 노심 연소도분포에 부

합하는 핵종량과 성자속 핵반응단면 값을 산출할 치 등에 한 정보만을

수정하여 입력문을 자동 구성한다.

○ 성자 수송계산 모듈

MCNP코드를 이용하여,구조물의 성자 방사화를 모사하기 해서는 노심에서

성자를 발생시켜야 하는데,앞서도 언 한 바와 같이,노심을 둘러싸고 있는 각

구조물의 성자 방사화 계산을 수행할 때마다,노심부터 성자를 발생시키는 것

은 매우 비효율 이고 상당한 계산시간을 요한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에서 노심

외곽에서의 성자 선원분포를 도출하고,두 번째 단계에서는,각 구조물의 성자

방사화 분석을 한 계산시마다,이 단계에서 구해진 선원분포를 이용하여 노심

외곽에서부터 성자를 발생시켜 계산시간을 획기 으로 일 수 있도록 구성하

다.

○ 방사화재고량 평가모듈

MCNP를 이용하여 성자의 거동을 모사하여 구조물 심 역에서의 성자속과

성자흡수단면 을 구하고,이를 ORIGEN-2물질평형식의 핵반응단면 성

자속에 용하여 핵종재고량 방사능 를 도출하도록 구성하 다. 일단

MCNP에서 구조재내 심 역에서의 성자속 핵반응단면 을 산출하면 이를

ORIGEN-2의 내장라이 러리에 있는 핵반응단면 을 교체하여 방사화 계산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하 다. 사용자 편의환경에서 조사이력 냉각이력의 정보를 받으

며,어떤 핵종에 한 정보를 산출할 지를 정의하며,출력 값도 사용자 편의환경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어낸다.

그림 1.61은 MCNP와 ORIGEN-2의 연계부분을 나타낸다. 우선,MCNP/

ORIGEN-2연결 부분에서 제어해야 할 변수는 MCNP코드 측면에서는 성자속과

단일 그룹으로 군축약된 반응단면 이며,ORIGEN-2코드 측면에서는 핵반응 단면

을 제어하기 한 LPU 카드와,조사를 한 성자속 입력카드인 IRF카드,냉

각을 한 DEC card,어느 구성기기를 평가할 것인가에 한 최 핵종 구성비

(initialcomposition),Activationproduct에 해 출력값으로 어떤 값을 산출할 것인

가를 지시하는 OPTLcard등이다. 연결 로그램은 ORIGEN-2코드의 입력문에



- 92 -

이 값들만 제어하면 원하는 구성기기에 해 원하는 연소이력에 따라 핵종 방사능

재고량을 쉽게 평가할 수 있다.그림 1.61에는 연결 로그램의 흐름도(flowchart)가

제시되어 있다. 일단 MCNP에서 구조재내 심 역에서의 성자속 핵반응단

면 을 산출하면 이를 ORIGEN-2의 내장라이 러리에 있는 핵반응단면 을 교체하

여 방사화계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1.60.방사화 계산체계 개념설계안.

그림 1.61.MCNP와 ORIGEN2의 연결체계 흐름도 개념설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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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체폐기물 선원항 평가 로그램 개발

1)노심모델

가)가압경수로 노심 모델

가압경수로 원 해체 폐기물량 산출모델로 한국 표 형 원 인 5호기를

표 원 으로 선정하고,1주기 노심인 신핵연료 장 기노심을 MCNP코드를 이

용하여 모델링하 다.이 노심은 177개의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28wt.% 농축도를 갖는 A타입 핵연료집합체,2.34wt.%,1.28wt.%를 갖는 B타입

핵연료집합체,2.84,2.34wt.%의 농축도를 갖는 C타입 핵연료 집합체,3.34wt.%,

2.84wt.%의 농축도를 갖는 D타입의 핵연료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핵연료 집합

체를 포함한 압력용기까지의 구조재는 근사 없이 묘사하 으며,핵연료의 경우,

900K에서 생성된 ENDF/B-VI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감속재의 경우 600K에

서 생성된 ENDF/B-VI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용하 다. 그림 1.62와 같이

기노심이 칭성을 이용하여 반경방향으로 1/4모델,축방향으로 1/2로 모델을 구

성하여 1/8노심으로 구성하 으며,향후 구조물의 비 칭성이 고려하여 확장이 용

이하도록 모델을 구성하 다.

그림 1.62. 5호기 MCNP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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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성된 노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해 MCNP코드를 실행하여 기노심

임계조건 상태에서의 노심 유효증배계수(Keff) 출력분포 값을 구한 결과,그림

1.67에서 보듯이, 5호기의 경우,Keff값이 0.99749±0.0045,월성 2호기의 경우

0.99487±0.00038로 근 하고 있어,모델링의 함을 확인하 다. 한, 5호기

의 경우 MCNP로부터 산출된 노심 평면 출력분포와 최종 안 성분석보고서에서 제

시하는 5호기 기노심(BOL)의 평면출력 분포를 비교한 결과,그림 1.63과 같

이,RMSE(RootMeanSquareError)값이 4.6% 이내로 나타나 본 연구 MCNP

모델이 타당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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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3.MCNP시뮬 이션에 따른 K_eff변화( 5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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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4.AssemblyRelativePowerDistribution.

RootMeanSquareError=4.553%

나)가압 수로 노심 모델

가압 수로 원 에 해서는 노심 노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월성1호기[1-9]를

상으로 MCNP코드를 이용하여 6,579EFPD 운 시 에서의 연소노심을 모델링

하 다. 이 노심은 380개의 핵연료 채 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핵연료 채 에는

12개의 핵연료 다발이 각기 연소되어 장 되어 있다.

연소노심 모델에는 연소된 각 핵연료에 존재하는 모든 핵종을 고려할 경우 계산

시간 상당량의 메모리를 요구하므로 각 핵종별로 성자 흡수단면 을 바탕으로

요도를 그림 1.69와 같이 도출하 다. 그림 1.65에서 보듯이 요도가 높은 순서

로 약 40개의 핵종을 묘사하면 총 흡수단면 의 99% 이상을 취 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이를 반 하여,연소노심 모델 개발 시 악티나이드 핵종에 해서는

16개 핵종을 고려하 으며,핵분열 생성물에 해서는
103
Rh,

105
Rh,

131
Xe,

135
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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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Nd,

147
Pm,

149
Sm,

151
Sm 등을 포함하여 요도가 높은 순으로 24개 핵종을 고려

하 다. 조 구조물의 비 칭성으로 인해 노심(fullcore)으로 묘사하 으

며,구조물에 해서는 노심반응도 제어장치,제어장치 지지구조물,노심 양 측면

구조물을 모두 반 하 다.

핵반응 단면 은
235
U,

238
U,

239
Pu에 해서는 ENDF/B-VI핵자료를 이용하여

1,200K에서 생산된 연속핵반응 단면 을 사용하 으며,그 외 핵종에 해서는

300K에서 생산된 연속핵반응단면 을 사용하 다. 냉각재와 감속재에 해서는

900K 600K에서 생산된 연속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각각 사용하 다. 그림

1.66은 최종 으로 개발된 MCNP연소노심 모델을 측방향 단면도,그림 1.67은 상

부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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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5. 성자흡수단면 에 한 확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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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6.MCNP연소노심 모델의 측면도.

그림 1.67.MCNP연소노심 모델의 상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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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증배계수 채 출력 분포 값을 바탕으로 POWDERPUFFS/RFSP계산 결

과와 비교하여 개발된 노심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표 1.24는 개발된 4개의 연소

노심 모델에 한 유효증배계수 값이다. 모든 노심이 임계노심이므로 이론 으로

유효 증배계수는 1.0이어야 한다. 표 1.15와 같이 모든 노심은 임계값에 근 하며,

특히 본 과제 목표치인 오차범 500pcm 이내에서 임계값에 근 하고 있어 개발

된 노심은 유효증배계수 측면에서 타당하 다.그림 1.68은 6,579EFPD에서의 다발

평균모델에 한 채 출력분포 계산 값의 비교결과이다. POWDERPUFF/RFSP로

계산한 채 출력분포 값과 MCNP 연소노심모델을 통해 계산한 채 출력 값은

RMSE값이 4.1%로 나타났으며,이는 과제 목표값 5% 이내이다.

연소노심 모델 유효증배계수

임의시 연소도

(6,579EFPD)

다발평균 모델 0.997210 0.00009

환평균 모델 0.99573 0.00004

기간평균 연소도
다발평균 모델 1.00025 0.00127

환평균 모델 0.00073 0.00227

표 1.15.각 연소노심 모델별 유효증배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A -2.3 -1.2 -2.1 -2.8 -2.3 -4.6 A

B -0.7 2.9 3.2 2.6 2.7 1.3 0.2 -0.3 -0.8 -0.9 -3.3 -5.5 B

C -1.6 0.8 2.2 2.9 1.6 1.7 2.0 1.5 0.3 -0.3 -1.1 -1.5 -3.5 -4.8 C

D -2.4 -0.6 0.4 1.1 1.7 1.1 0.8 1.3 1.1 0.4 -0.1 -0.7 -1.6 -2.6 -3.6 -5.5 D

E -2.4 -1.2 -0.2 0.3 0.2 0.6 0.8 0.7 1.1 1.1 0.0 -1.6 -1.8 -1.6 -2.5 -3.4 -4.5 -4.6 E

F -2.1 -0.2 0.2 0.5 0.2 0.3 0.2 -0.3 -0.4 0.6 -0.9 -1.0 -1.4 -1.8 -1.9 -2.0 -1.7 -3.2 F

G -2.5 -1.7 -1.3 -0.1 -0.5 -1.4 -1.4 -1.7 -2.2 -2.6 -1.7 -1.6 -1.5 -1.6 -1.2 -1.5 -1.7 -1.8 -2.4 -2.6 G

H -2.9 -2.5 -2.5 -1.6 -2.0 -2.4 -2.9 -3.0 -2.9 -3.3 -3.4 -3.1 -4.3 -3.8 -3.1 -1.7 -1.7 -1.7 -2.0 -1.6 H

J -5.2 -2.6 -2.3 -3.1 -2.7 -3.4 -3.5 -3.7 -3.5 -3.7 -3.5 -3.1 -2.7 -2.7 -2.2 -1.9 -1.6 -1.0 -1.4 -1.3 -0.5 -1.8 J

K -4.3 -3.3 -3.1 -3.3 -2.0 -2.3 -3.2 -3.5 -3.0 -2.7 -2.4 -2.1 -2.2 -3.2 -3.1 -1.7 -1.4 -0.5 -1.0 -0.7 -0.2 -1.8 K

L -3.0 -3.0 -2.8 -3.8 -3.8 -4.3 -5.4 -4.9 -4.0 -3.6 -3.1 -2.0 -1.8 -2.5 -2.6 -2.0 -2.1 -0.6 -0.8 -0.1 0.2 -0.2 L

M -2.7 -3.5 -3.0 -4.2 -4.2 -3.9 -4.5 -3.7 -3.2 -2.7 -2.0 -1.2 -1.4 -2.1 -2.1 -1.8 -1.1 -1.3 -0.7 -0.5 0.7 0.4 M

N -1.8 -3.4 -3.0 -4.4 -4.2 -4.4 -3.7 -3.6 -2.6 -1.8 -0.8 -0.3 -0.5 -0.6 -1.3 -1.9 -1.1 -0.4 -0.5 -0.3 1.2 1.6 N

O -3.4 -2.7 -3.0 -3.1 -3.4 -3.2 -3.3 -3.0 -1.9 -1.4 5.0 0.0 0.1 0.4 0.1 -0.2 -0.2 0.3 -0.2 0.5 0.7 0.8 O

P -3.4 -2.4 -2.7 -2.1 -1.7 -2.3 -1.9 -0.9 -0.8 0.0 0.7 1.4 1.5 1.1 1.3 1.0 1.4 1.7 1.5 1.9 P

Q -2.0 -2.0 -1.6 -0.5 -0.5 -0.8 -1.0 -0.2 0.4 0.3 0.9 1.8 1.6 2.4 3.3 2.6 3.1 2.8 2.3 1.1 Q

R -1.2 -0.8 0.9 1.0 1.0 0.6 1.4 2.2 1.8 2.3 3.0 3.6 4.2 4.9 4.7 5.2 4.7 3.0 R

S -0.8 0.6 2.9 3.2 2.5 2.5 2.4 2.7 2.9 3.4 3.8 3.9 5.2 5.8 6.4 7.7 5.7 4.0 S

T 2.3 2.9 3.6 4.2 4.3 4.7 4.7 4.9 5.1 5.5 5.9 6.6 8.2 8.4 8.8 7.7 T

U 6.5 7.6 7.6 6.6 6.5 7.4 7.0 6.6 8.2 8.7 8.8 11.0 11.6 13.8 U

V 9.8 9.8 9.4 9.6 9.4 9.5 10.1 11.0 12.2 13.4 14.9 16.9 V

W 11.2 12.8 12.6 13.0 14.2 14.4 W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그림 1.68.6,579EFPD에서의 RFSP와 MCNP채 출력분포 값의

비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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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용자 편의환경 모듈 개발

가)노심 운 이력 입력창

노심 운 이력을 입력하는 사용자편의환경은 연도별 운 실 을 입력할 수 있다.

호기를 선택하면 운 시작연도가 기본 값으로 올라오며,운 기간을 선택하면 그림

1.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 이용률을 입력할 수 있도록 입력칸이 자동으로 생성

된다. 이 게 입력된 값은 향후 ORIGEN-2입력문 작성시 조사이력으로 환되어

용된다.

그림 1.69.노심 기본정보 입력 환경.

나) 성자 수송 계산을 한 입력창

1차연도 연구결과로서 집합체 평균 핵종수 도를 용하여 노심을 구성하는 모델

과 집합체 별로 평균하여 노심을 구성하는 방안에 해 타당성을 확인하 으며,

련 모듈을 개발하 다. 이 입력창에서는 집합체에 한 기본정보만을 입력하고 집

합체 균질방법을 선택해 주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BUNDL 로그램을 구동시켜 각

모델에 맞는 핵종수 도를 각 역별로 산출하여 MCNP 입력문에 할당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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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0은 핵연료 다발 정보 균질화 모델을 입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70.노심 기본정보 입력 환경.

다)방사화재고량 평가 입력환경

이 입력환경에서는 냉각시간을 정의하고 출력하고자 하는 방사선원항 어느 값

을 도출할 것인지를 입력하는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즉,앞서 노심 내 운 이력

정보를 받아 구조물 조사이력 입력문을 작성하고 여기서 정의한 냉각시간 정보를

입력받아 냉각이력에 해당하는 입력문을 작성한다. 어느 기기에 해 방사선원항

값을 도출할 것인지에 해 정의하도록 입력환경이 구비되어 있다.그림 1.71은 이

에 한 입력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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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1.방사화 계산 시 냉각시간 출력값 지정화면.

라.해체폐기물 선원항 평가체계 검증

선원항 평가체계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기 해 평가체계에 의한 해석값과 시편

분석을 통한 시편 내 핵종량을 비교하여 평가체계의 타당성을 검토하 다. 시편분

석은 가압 수로 압력 을 분석하여 해석값과 비교하 다.

1)핵종재고량 평가 가정 시편 치

인출된 E11압력 은 1982년 12월 21로부터 11년 4개월 동안 노심 내에 치하

으며,1차연도 연구결과에 따르면,이 시 까지 원자로 이용율은 85.8%,2009년 5

월말 기 으로 15년 0.8개월 동안 냉각되었다.이 정보는 ORIGEN-2계산에서 그

로 용되었다.

MCNP계산을 통해 얻어진 성자속은 핵반응단면 은 ORGEN-2에 용되

었으며,이 값이 조사시간 내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가정하고 해석하 다. 즉 6,579

EFPD에서 얻어진 성자속으로 시편이 11년 4개월 동안 성자에 의해 방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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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가정하 다.

E11압력 은 원자로 인출후 한 번도 채취된 바 없이 수조 내에서 그 로 보 되

어 왔다.채취된 시편의 최종 치는 표 1.16에 기재된 바와 같다. 표 1.16에는

A-Side에서 보았을 때의 각 채녈별 좌표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

으며,횡 방향으로 단된 치만을 기록하 다.

시 편
ASide기 좌표

(horizontalcoordinate)
MCNP좌표

*

EP4 34 39 -269 -264

EP34 89 94 -214 -209

EP3 281 286 -22 -17

표 1.16.채취된 시편의 좌표

*MCNP좌표는 각 채 의 심이 “0”이며 ASide쪽이 “-”값을 갖음

2)핵종재고량 평가 결과

가공된 EP4,EP34,EP3시편의 성자속은 각각 9.5E+13n/cm
2
․sec,2.198E+14

n/cm
2
․sec,4.670E+14n/cm

2
․sec로 평가되었다. 시편 내 핵종량 분석을 통해 압

력 채취 시료별 비 방사능량은 표 1.17과 표 1.18에 기재된 바와 같다. 주요 핵

종에 해서만 평가를 수행하 으며, 기조성은 “Standard Specification for

WroughtZirconium-2.5Niobium Alloy forSurgicalImplantApplications(UNS

R60901)”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성을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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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핵종

EP4 EP34 EP3

평균
표 편차
(1σ)

평균
표 편차
(1σ)

평균
표 편차
(1σ)

Mn54 3.66E-01 1.72E-02 7.74E-01 2.41E-02 1.50E+00 3.24E-02

Fe55 3.14E+05 1.48E+04 6.78E+05 2.11E+04 1.37E+06 2.95E+04

Ni59 5.15E+02 2.42E+01 6.55E+02 2.04E+01 6.15E+02 1.33E+01

Co60 6.32E+05 2.98E+04 9.10E+05 2.83E+04 1.13E+06 2.44E+04

Ni63 8.87E+04 4.18E+03 1.53E+05 4.77E+03 2.02E+05 4.35E+03

Nb94 3.15E+06 1.48E+05 5.98E+06 1.86E+05 9.41E+06 2.03E+05

표 1.17.E11채 에 한 주요핵종별 비방사능 평가 결과 (단 :Bq/g)

시 료 명
방 사 능 (Bq/g)

계 측 일
핵 종 측정값 ±2σ

EP3-1

Mn-54 <6.13E+03

2009-07-08Co-60 1.41E+06±3.79E+04

Nb-94 8.55E+06±3.25E+05

EP3-3

Mn-54 <5.16E+03

2009-07-10Co-60 1.31E+06±3.36E+04

Nb-94 8.21E+06±3.12E+05

EP34-1

Mn-54 <5.40E+03

2009-07-10Co-60 1.04E+06±2.71E+04

Nb-94 6.08E+06±2.31E+05

EP34-3

Mn-54 <5.70E+03

2009-07-13Co-60 1.07E+06±2.76E+04

Nb-94 6.54E+06±2.49E+05

EP4-1

Mn-54 <5.35E+03

2009-07-13Co-60 7.63E+05±2.00E+04

Nb-94 4.19E+06±1.60E+05

EP4-3

Mn-54 <3.92E+03

2009-07-13Co-60 7.84E+05±2.04E+04

Nb-94 4.16E+06±1.58E+05

*2σ는 계측오차

표 1.18.E11채 에 한 주요핵종별 비방사능 평가 결과 (단 :B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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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석값과 시험분석 결과 비교

표 1.19는 MCNP로 계산한 Nb-94에 한 비방사능 값과 시험분석을 통해 얻어

진 값을 상호 비교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심 앙에 치한 EP3의

경우는 MCNP계산값이 높게 나타났으며,노심 외곽에서는 MCNP계산값이 낮게

측되었다. 체 으로 약 25% 이내에서 일치하 으며,이는 원자로 운 기간을

고려할 때 잘 일치하 다.

EP4 EP34 EP3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평균 표 편차

MCNP-EP 3.15E+06 2.96E+05 5.98E+06 3.72E+05 9.41E+06 4.06E+05

측정-EP3-1 4.19E+06 1.60E+05 6.08E+06 2.31E+05 8.55E+06 3.25E+05

측정-EP3-3 4.16E+06 1.58E+05 6.54E+06 2.49E+05 8.21E+06 3.12E+05

측정 -평균 4.18E+06 2.25E+05 6.31E+06 2.40E+05 8.38E+06 4.51E+05

차이(%)
*

24.62% 5.30% -12.28%

표 1.19.Nb-94핵종에 한 비방사능 결과 비교 (단 :Bq/g)

*차이는 (측정값-mcnp값)/측정값 ×100임

6.결과 요약

선진 핵연료주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용하는 처분시스템의 설계에 필요한

방사선원항을 신뢰도를 확보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도출하기 해 4개의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로그램은 사용후핵연료 황분석 로그램,사용후핵연료 발

생량 측 로그램,선진 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원 해체

폐기물 정량화 로그램이며,검증 제를 통해 이 로그램이 하게 개발되었음

을 확인하 다. 개발된 로그램은 처분시스템 설계,건식 장시설 설계,건식처리

공정 시설 설계에 향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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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공학 방벽 개발

1.처분용기 개발

가. 온분사코 처분용기 개발

1)처분용기 설계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하는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구리-주철 이 구조의 처

분용기를 개발하여 심지층 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구리를 외부용기

로 채택한 이유는 지하 500미터 환경에서 구리의 부식률이 거의 무시할 수 으로

낮기 때문이었다. 이들 국가는 구리용기의 부식수명을 십만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만족할 만한 구리용기를 개발 이다.구리의 낮은 부식률을 고려하면,3cm 이하

두께의 구리용기만으로도 부식 수명을 견딜 수 있으나 이들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처분용기 제조법(일종의 단조방법)에 의하면, 재 개념설계된 큰 크기의 얇은 두께

의 구리용기를 제작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구

리용기 제작법을 찾아 보다 효율을 향상시킨 새로운 처분용기를 개발하고자 하

다.

처분용기는 크게 내부용기와 외부용기로 구성되며,한국형기 처분시스템(KRS)의

개념설계에서 고려하 던 기존의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KDC-CANDU)와

처분용기 효율을 향상시킨 새로운 개념의 A-KDC-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를 비교하면 그림 2.1과 같다.

기존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에 비해 A-KDC-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주요 변경사항은 ①구리 외부용기 제작에 온분사 방식을 이용하여 구

리용기 두께를 5cm에서 1cm로 이고,②CANDU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에 이

용되고 있는 바스켓을 직 이용할 수 있도록 하 다.이와 같이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처분용기 규모가 길이 4.83m,직경 1.02m에서 길이 4.18m,직경 1.24m로

바 고,③처분용기에 수용되는 CANDU 사용후핵연료는 297번들(33번들×9단)에서

420번들(60번들 x7단)로 증가되고,이때 ④기존 용기의 CADNUD사용후핵연료 번

들 당 소요되는 구리무게는 29.9kg이며,구리코 방식을 용한 새로운 용기의 경

우 번들 당 구리무게는 4.35kg이다.즉,새로운 개념의 처분용기 제작에 소요되는

구리 량이 기존 용기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하다. 한,⑤처분용기의 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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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됨에 따라 CANDU 사용후핵연료 16,000tU 처분에 소요되는 처분용기 개수가

2,835개에서 2,005개로 감소하게 된다.

그림 2.1.KDC-CANDU처분용기(상)와 A-KDC-CANDU처분용기(하)

개념도.

그림 2.1에 주어진 개념을 바탕으로 CANDU 사용후핵연료 60다발용 바스켓 4개

를 장하는 심지층 처분용기를 상세 설계하 다.설계 계산에 이용한 CANDU사

용후핵연료 붕괴열은 식(2.1)을 이용하 다(연소도 8,100MWD/MTU)(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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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1e
-A 1t

+c2e
-A 2t

+c3e
-A 3t

+y0 (2.1)

Cooling

Time(yr)
C1 A1 C2 A2 C3 A3 y0

1≦t≦100 251.12 0.02442 5431.4 0.71648 0 0 47.23

100≦t≦1E+6 11.50 5.96E-05 33.255 0.00154 218.60 0.02183 0.71

표 2.1.열 계산 회귀식 상수

-30년 냉각 발열량 :167.9W/MtU(회귀식)

-Bundle당 발열량 :0.1679W/kgUx19.0kgU/bundle=3.19W/bundle

-Basket당 발열량 :3.19W/bundlex60bundle/basket=191.44W/basket

-Canister당 발열량 :191.44W/basketx4basket=765.77W/canister

-Borehole당 발열량 :765.77W/canisterx2canister=1.53kW/borehole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사양은 표 2.2에 주어진 바와 같다.

지름(cm) 높이(cm) 부피(cm3) 도(g/cm3) 무게(ton)

주철용

기

몸체 내부 107 233 2094079

몸체 체 126 233 2903800

벽체 체-내부= 809720.4

바닥 126 18 224327.9

Total 벽체 +바닥 = 1034048 7.2 7.45

내부 basket 1.9톤 x4개 = 7.6

구리

코

몸체 내부 126 251 3128128

몸체 체 128 251 3228221

벽체 체-내부= 100093.8

바닥 128 3 38584.32

Total 벽체 +바닥 = 138678.1 8.9 1.23

Total자 Wse= 16.28

표 2.2.처분용기 무게추정 계산표

2) 온분사 구리 코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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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온분사 기술 개요

일명 온분사 (coldspray,kineticspray)라 일컬어지는 코 공정은 보통 5∼50

μm (최근에는 200μm까지 가능하다고 보고됨)의 입도를 가진 속이나 복합재료

분말을 압축가스 (He,N2,공기,혹은 혼합 가스)의 음속 제트로 가속시키면,분말

소재의 소성변형과 결합을 만한 충분한 속도 (보통 300∼1300m/sec),즉,임계속

도에 이르게 되어 코 이 형성된다는 신 코 공정 기술이다. 코 형성기구는 일

반 으로 고속의 충돌이 분말의 얇은 속 산화막을 괴하여 순간 으로 높은 압

력과 온도에 의해 원자간 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 으

로 순수한 고상상태 공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최근에는 나노소재 코 기술나 일

체화 성형 공정기술로 많은 심을 받고 있다. 코 공정시 압축가스의 온도를 가

열하면 (보통 최 600oC까지)같은 가스압력에서 가스 속도의 증 로 인하여 충돌

입자의 부착률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2-1～2-5].

그림 2.2는 온분사의 기본 개념에 한 기 러시아의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2-1]. 그림 2.2는 주변의 정체한 제트기류의 상온 아래서 알루미늄,구리,그리고

니 과 같은 여러 속 분말들의 입자속도에 한 부착효과 의존성을 보여 다.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착효과의 두 가지 특징 인 범주는 임계

속도(V*)에 의해 구별되어진다. 첫 번째 범주 (V〈V*)는 지 이 경우에선 바람

직하지 않지만 기지 마모의 잘 알려진 공정과 일치한다.그러나 임계값 V*이상으

로 입자속도가 꾸 히 증가함으로써 이 코 공정은 시작된다. 입자속도가 임계속

도에 다다를 때 부착효과는 50∼70%로 빠르게 증가한다. 알루미늄,구리,그리고

니 과 같은 다양한 속에 V*에 한 형 인 값은 그림 2.2에서 500∼700m/s

의 범 에 있다. 다양한 속과 합 은 거의 가열 없이 충분한 입자속도만 충족시

켜 다면 상온에서 조차 코 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소재 분말을 고온으로 용융시키지 않고 고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이므로 기존의 용사코 (thermalspray)의 단 을 극복하는 많은 장 을 지니

게 된다.많은 장 에서 특히,나노 분말이나 비정질 분말을 코 하거나 일체화

성형 제품 생산 시 처음의 나노나 비정질 특성을 그 로 유지할 수 있는 공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재는 열 으로 민감한 티타늄이나 구리같은 소재에서 좋은 결

과가 발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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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가지 속분말의 300K에서의 분사속도에 따른 층 효율.

온 분사 코 기술은 1980년 반 러시아의 “TheInstituteofTheoreticaland

AppliedMechanicsofRussianAcademyofScience”에서 최 로 상이 발견되었

다. 연구원들은 입자를 실은 흐름이 음속 공기흐름의 바람터 로 지나가서 속

표본에 쌓이는 실험을 보 다. 그 흐름은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입자의 흐름에 의

한 시편의 마모 상 코 에 주목하 다. 이들은 이 원리를 기 로 하여 온

분사 기계를 발 시켰다. 그들은 한 온분사할 속과 상업 으로 사용 가능한

것을 찾는 연구를 수행하 다[2-6～2-13].이 공정은 1994년 러시아 발명가들에 의

해 미국특허권이 발표되었다[2-14].

1994년에는 발명자 한명인 A.Papyrin박사가 미국 미시건에 있는 국제제조과

학센터 (NCMS,NationalCenterforManufacturingSciences)의 후원을 바탕으로

력회사를 결성하기 해 미국에 왔다. 이 모임에는 Ford Motors,General

Motors,GeneralElectric-AircraftEngines와 Pratt& WhitneyDivisionofUnited

Technologies등의 요한 미국 회사들이 포함되었다. 이런 의는 미국에서 먼

창설하 으며 온분사의 가능성과 온분사할 여러 속들의 제조법을 공표하 다

[2-15,2-16]. 1997년에 미국 샌디아 국립연구소에 온분사의 가능성과 공정을 진

단하고 모델링을 연구하는 것을 리하는 국립연구소가 상설되었다[2-5].

재에는 2002년에 온 분사 장치를 세계 최 로 상용화한 미국의 K-tech,

Inovati,그리고,독일의 CGT (ColdGasTechnology)등이 선두를 달리고,21세기

에 들어와서는 국 (TWI),일본 (PlasmaGiken), 국,호주 (CSIRO)등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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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서도 2002년도에 국내 최 로

온 분사 장치를 제작하여 각종 속 코 뿐만 아니라,나노 WC-Co와 같은 경

재료에 하여도 우수한 코 제조에 성공하여 재는 상용화 장치 개발에 한 과

제가 진행되고 있다[2-15～2-17].

그림 2.3에는 온 분사 장치의 개략도를 보이고 있다. 입구에서의 가스는 입자

속도 증 를 한 주가스와 분말 송 을 한 분말 송 가스로 나뉘게 된다. 일반

으로는 같은 압력 조건에서 가스 속도 증 를 하여 주 가스만을 열하지만,

RIST에서 개발된 장치는 분말도 동시에 열하는 장치를 분말 송 통과 노즐 사이

에 치하여 일반 으로 온 스 이 공정으로는 어렵다고 인식되는 경이나 벌

크 비정질 합 같은 인성이 부족한 소재 코 연구를 하여 구성되어 있다. 원

리는 비교 간단한 논리로서 온 분사 코 형성 메커니즘은 소재의 인성이 증

될수록 용이하게 코 되므로 소재의 온도 상승에 따른 인성 증 로 인한 코 용이

성을 기 하 다. 온 분사 장치의 다른 주요한 부품은 소 DeLaval형태의 노

즐로서 즉,converge-diverge되는 형태의 노즐을 통하여 가스 속도 극 화를 통한

입자 속도 극 화를 추구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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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온분사 시스템의 개략도.

온 분사 공정기술의 장 은 다음과 같다.

(1)고상상태 공정이므로 산화와 바람직하지 않은 상을 피할 수 있다.

(2)최 입자 재료의 고유 물성 유지가 가능하다.

(3)낮은 잔류응력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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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벌크 소재에 비하여 높은 열 기 도도를 지닌다.

(5)높은 도,높은 경도,냉간가공 미세조직을 제공한다.

(6) 순도 코 이 가능하다.

(7)훌륭한 표면 마감을 지닌다.

(8)입자크기가 5∼10μm보다 작은 분말 사용이 가능하다 (1∼50μm).

(9)매우 다른 특성의 재료 코 이 가능하다 (층별 코 이 가능)

(10)가까운 작업거리(5-50mm)를 사용한다.

(11)작은 스 이 빔(∼5mm:직경)을 사용한다.

(12)높은 생산성이 가능하다 (15kg/hr정도).

(13)고 층률과 층 효율 (95%)

(14)분말 재사용이 가능하다.(100%까지)

(15)기 열을 최소로 한다.

(16)작업의 안 성 향상이 이루어진다.

나)실험 방법

(1)분말 소재 코 방법

표 2.3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리 분말의 특성을 정리하여 보이고 있다.Tafa

159분말이 분말 입도도 작고 순도도 높기 때문에 가장 고가의 분말이다. 제조사

에서 제공한 특성 외에 호 안에는 직 측정한 데이터를 보이는데, 부분 그 이

상의 특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4에서는 각 분말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Tafa와 Fukuda분말은 거의 완

벽한 구형의 형상을 보이며,그 외는 불규칙 형상을 나타낸다.최근의 결과에 의하

면 같은 분말 입도에서는 불규칙 형상이 오히려 입자 속도가 빨라서 층효율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2.4에는 온분사 실험 조건을 보이며,제작된 시편의 마크로 사진을 그림 2.5

에서 보이고 있다. 모재 기 인 Al과 SUS304두께 5mm 시편을 연삭 후 통상

인 스 처리 없이 가공된 연삭면에 그 로 코 을 실시하 다. 이러한 시편

을 이용하여 코 평가와 기화학 부식시편을 비하 다.그림 2.6에서는 기화

학 부식시험 평가 시 비교재로 사용된 무산소동의 조직,경도도,입도 분석 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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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eManufacturer
Purity

(wt.%)

Nitrogen

content

(wt.%)

Oxygen

content

(wt.%)

D10

(μm)

D50

(μm)

D90

(μm)

Price

(Won/kg)

A Tafa159
99.9

(99.97)
0.012

0.02

(0.12)
7 12 21 160,000

B Fukuda
99.9

(99.84)
0.007

0.03

(0.033)
16 25 35 60,000

C Brodmann
99.9

(99.94)
0.043

-

(0.29)
10 21 35 63,000

D 창성
99.5

(99.93)
0.016

0.41

(0.16)
10 21 37 65,000

E 세종소재
99.5

(99.58)
0.008

-

(0.27)
10 25 50 26,500

표 2.3.제조사별 Cu분말 특성

■ 소량 구매 가격, 호 안은 RIST에서 추가로 측정한 데이터임.

No.
거리

(mm)

송 량

(kg/h)

압력

(bar)

메인가스

온도

(℃)

분말 열

온도

(℃)

건 이송

속도

(mm/sec)

건 이송 반복횟수
층율

(%)
비고

1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65

Brodmann

Substrate:Al

2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49

Hukuda

Substrate:Al

3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77

창성

Substrate:Al

4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78

창성

Substrate:SUS

5 40 0.5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2회)
94

Brodmann

Substrate:SUS

6 40 0.5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2회)
68

Hukuda

Substrate:SUS

7 40 0.5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2회)
89

창성

Substrate:SUS

8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67

Tafa

Substrate:Al

9 40 2 30 600 400 20
2mm step 14pass 

Overlap(3회)
67

세종소재

Substrate:Al

표 2.4. 온 분사 코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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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a 159> <Fukuda>

<Brodmann> <창성>

<세종소재>

그림 2.4.제조사별 분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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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Cu

<Al Substrate>

<SUS Substrate #4>

Tafa Cu

<Al Substrate>

그림 2.5.코 층 Macro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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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x 50 x 100

Hardness (Hv500):

94~118

(Avg.:100 Hv500)

x 200

단면 (평균입도 88 μm)

x 50 x 100

Hardness (Hv500):

99~107

(Avg.:101 Hv500)

x 200

그림 2.6.무산소동 조직형상 경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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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화학 부식시험

그림 2.7과 2.8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화학 부식시험 장치 모식도를 보이

고,표 2.5에서는 시험 조건을 나타내었다. 부식시험에는 모재를 제거 후 구리 코

층만을 사용하여 측정하여 모재의 효과는 제거하 다.

그림 2.7. 기화학 부식실험 장비 모식도.

그림 2.8.부식실험 장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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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electrode Type SCE (Saturated Calomel Electrode)

Counter electrode Type Pt

Solution 3.5% NaCl

Voltage Range -0.25 / +0.25

스캔 rate 0.5 mV/sec

Temperature Room temperature

Exposed area 1 cm2

Surface treatment (polishing) #1000 Sand paper used

표 2.5. 기화학 부식실험 조건

다)실험 결과

(1)코 분석 결과

표 2.6에서는 구리 코 층의 특성을 정리하 으며,그림 2.9에서는 단면 미세조직

을 보이고 있다.그림 2.10에서는 Fukuda분말이 가장 높은 기공도와 경도를 보이

면서,가장 낮은 층효율을 보인다. 그러나 단면 조직상으로는 큰 차이를 구별하

기 곤란하다. 그림 2.11에서 보면,코 후 분말보다 모두 산화도가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이는 온분사 공정시 400℃의 분말 열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

며,일부는 분말이 보 되는 과정에서 일부 산화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

작은 시편에 두께 5mm 정도의 많은 코 을 하여 코 시편의 온도가 상승하여

코 층의 산화도가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 산화도 측면에서는 Fukuda코 이

분말의 산화도가 낮으므로 가장 낮은 코 산화도로 측정되었다.

Code Manufacturer

Deposition

Efficiency

(%)

Hardness

(Hv500)

Porosity

(area%)

Nitrogen

content

(wt.%)

Oxygen

content

(wt.%)

A Tafa159 67 123~131 0.3 0.0042 0.36

B Fukuda 49 162~167 1.72 0.0025 0.17

C Brodmann 65 140~144 0.46 0.0038 0.48

D 창성 77 128~135 0.68 0.0082 0.45

E 세종소재 67 122~147 0.39 0.0037 0.37

표 2.6.제조사별 Cu코 층 특성

*코 층 분석 기화학 실험시 사용된 시편은 모두 Al모재 코 시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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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a Cu (모재: Al)

x 12.5 x 500 (상)

x 500 ( ) x 500 (계면)

창성 Cu (모재: Al)

x 12.5 x 500 (상)

x 500 ( ) x 500 (계면)

그림 2.9.제조사별 코 층 미세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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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제조사별 코 층 기공도 비교.

그림 2.11.분말/코 층 산화도 비교.

(2) 기화학 부식시험 결과

그림 2.12과 2.13에서는 기화학 시험 결과인 분극곡선과 결과를 보이며,수치를

표 2.7에나타내었다. 류 도 (Icorr.)가 작을수록 기 부식속도가 느리고, 류

압 (Ecorr.)클수록 기 부식 항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2.13에서 보면,

부식 류와 압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무산소 구리 재가 가장 우

수한 내식성을 보이고,코 에서는 Brodmann구리 코 이 가장 우수한 내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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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국산인 세종 소재가 가장 열악한 내식성을 보여 다.

그림 2.14에서 2.17까지는 코 의 기공도,산화도와 류 도와 류 압과의

상 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림에서는 일 된 상 계를 보기가 곤란하고

아무 연 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기 부식성은 기공보다는 산화도와 같은 구

리의 순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측되는데,구리의 순도와 산화도가 아주 낮은 값이

므로 기화학 부식시험의 오차와 산화도,순도 등의 측정 오차 범 이다.

그림 2.12.제조사별 코 층 Tafel분극 곡선.

BulkCu Brodmann 세종 Cu
Fukuda

Cu
TafaCu 창성 Cu

Icorr

(μA/cm2)
12.56 19.74 90.87 41.31 67.10 32.40

Ecorr

(mV)
-191.4 -250.8 -604.6 -515.9 -565.2 -489.1

표 2.7.제조사별 코 층 Icorr/Ecorr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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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제조사별 코 층 & BulkCuIcorr/Ecorr값 비교.

그림 2.14.Icorr에 따른 Coating& BulkCu기공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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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Icorr에 따른 Coating& BulkCu산화도 비교.

그림 2.16.Ecorr에 따른 Coating& BulkCu기공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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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Ecorr에 따른 Coating& BulkCu산화도 비교 결과.

(3) 온분사 공정 향 평가

표 2.8에서 1차년도 연구에서 사용된 구리 분말의 특성을 정리하여 보이고 있다.

1차년도의 기본특성 내식성 평가 결과 선정된 창성 구리 분말을 이용하여 2차년

도 연구를 진행하 다.

2차년도의 온분사 공정 변수에 한 향을 평가하기 한 기본 공정 조건을

표 2.9에서 정리하 다. 온분사 공정에서 가스 온도 가스 압력은 높을수록 우

수한 코 특성을 얻을수 있으나 무한정 높일수 없으므로,통상 으로 사용되는 가

스 온도 압력 조건을 사용하 다.모재는 두께 10mm의 회주철에 결합력 향상

을 하여 알루미나로 스 처리하여 실험하 다.

온분사 공정 변수로 연구된 변수는 노즐 종류 (MOC barrel형태),분말 송

량,분사 거리,노즐 이송 속도 등 4가지 변수에 한 부분요인 실험계획법을 사

용하여 표 2.5와 같은 배열을 이용하여 실험 후 코 의 층효율을 측정하 다.그

림 2.18에서는 분말 송 기에서의 표시되는 rpm과 실제 분말 송 량 측정결과를 나

타내었다. 즉,실험에서 사용된 3rpm은 약 2.2kg/hr,5rpm은 3.4kg/hr정도의

실제 분말 송 량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2.19와 2.20에서는 코 후 시편의 표면 마크로 사진을 보이고 있다. #6과

#7의 코 시편의 경우 표면이 산화되어 코 구리 분말과는 상이한 색상을 보이

고 있으나, 재로선 이것에 한 분명한 원인이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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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에서는 공정 변수에 한 층효율의 주효과도 그래 를 보이고 있다.

즉,코 의 층효율에는 노즐이 가장 큰 효과를 미치며,다른 3가지 변수에 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10에서 barrel형태 노즐을 사용 시 모두

90% 이상의 층효율을 보이나,MOC 노즐 사용 시는 모두 80% 의 층효율을

보 다. 각 변수에 한 층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분말 송 량은 3rpm,분사

거리는 40mm,스캔속도는 40mm/sec,노즐은 barrel형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코 층효율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이는 표 2.10의 조건 7에 해당

된다.

그림 2.22에서는 코 층효율에 한 공정변수의 상호 효과도를 보이고 있다.

즉,분말 송 량과 분사 거리,스캔 속도는 서로 교호 작용을 보이나,분말 송 량

과 노즐과는 서로 교호 작용이 없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교호작용만을 고려하여

코 층효율에 한 각 공정변수에 한 분석식을 표 2.11에서 보이고 있다.

표 2.11에서 최소 층효율을 보이는 #4코 시편과 최 층효율을 보이는 #5

코 시편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2.23에서는 두 종류 시편에 한 단면

마크로 사진,그리고 그림 2.24와 2.25에서는 코 경계,그리고 모재에 한 단

면 학 미경 확 사진을 보이고 있다. 그림의 마크로 사진 확 사진에서

층효율이 낮은 #4시편의 경우 군데군데 조 균열 미세 기공을 보이나,#5시

편의 경우는 미세 기공만을 보 다.

표 2.12의 코 경도 측정 결과에서는 오히려 층효율이 낮은 구리코 이 약 10

HV 정도 더 높은 값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한 원인은 분명하지 않으나,MOC

노즐 사용 시 분말의 비행 속도는 더 높아서 이에 한 소성 가공경화가 높은 반면

에,barrel노즐의 경우는 분말의 비행속도는 낮으나,분말의 온도는 높아서 소성변

형이 용이하므로 더 우수한 코 층이 형성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표 2.13의 코 인장결합력 시험 결과를 보면,코 의 층효율이 높은 #5시편이

#4시편보다 2배 이상 높은 700kg/㎠ 이상의 인장결합력을 보 다. 즉, 층효율

이 높은 시편이 결합력도 높게 측정되었고,가장 낮은 층효율을 보이는 조건이

가장 낮은 결합력으로 측정되었다. 코 두께가 3mm 이상의 후막이므로 인장결

합력 시험 후 면은 모두 코 층 내에서 발생하 다. 통상 으로 모재인 주철과

구리간의 결합력이 낮으므로 스 을 실시하여 결합력 향상을 도모하 고,그림

의 단면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코 과 모재 계면 간에 시편 비 인 주로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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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과정에서 일부 분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 없이 코 과

모재간의 결합력 향상을 한 열처리는 실제 처분용기가 무 거 하므로 용이

곤란하 다. 한,Al,Zn등을 본드 코 으로 하는 방법은 결합력 향상이 기 되

나,이종 속에 의한 내식성 하가 상되므로 좀 더 세 한 연구가 요구된다.

Code
Manufacture

r

Purity 

(wt.%)

Nitrogen 

content 

(wt.%)

Oxygen 

content 

(wt.%)

D10

(μm)

D50

(μm)

D90

(μm)

Price

(Won/kg)

A Tafa 159
99.9

(99.97)
0.012

0.02

(0.12)
7 12 21 160,000

B Fukuda
99.9

(99.84)
0.007

0.03

(0.033)
16 25 35 60,000

C Brodmann
99.9

(99.94)
0.043

-

(0.29)
10 21 35 63,000

D 창성
99.5

(99.93)
0.016

0.41

(0.16)
10 21 37 65,000

E 세종소재
99.5

(99.58)
0.008

-

(0.27)
10 25 50 26,500

표 2.8.제조사별 Cu분말 특성

■ 소량 구매 가격

■ 호 안은 RIST에서 추가로 측정한 데이터임.

Powder Cu(창성,45㎛ 이하)

Substrate
GC250(100mm ×100mm,10t)

알루미나로 blasting

Gas N2

Nozzletype
MOC-WC230L30C

Barrel-230L30C100B

Nozzlepressure 29bar

Gastemperature(℃) 550℃

Powdertemperature(℃) 400℃

2mm 스캔 step,7번 step,3번 overlap

DE측정,표면 macro사진

표 2.9. 온 분사 코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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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분말 송 기 rpm과 실제 분말 송 량 계.

No.
Feedrate

(RPM)

Spraydistance

(mm)

Scanspeed

(mm/sec)
Nozzle

D.E

(%)

1 5 40 40 MOC 88

2 3 40 80 MOC 87

3 3 20 40 MOC 87

4 5 20 80 MOC 82

5 5 40 80 Barrel 94

6 5 20 40 Barrel 93

7 3 40 40 Barrel 94

8 3 20 80 Barrel 93

표 2.10.부분요인 실험계획법 실험조건 층효율

*3rpm~2.2kg/hr,5rpm~3.4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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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코 표면 Macro사진(#1～#4).

그림 2.20.코 표면 Macro사진(#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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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코 층효율에 한 공정변수의 주효과도 그래 .

그림 2.22.코 층효율에 한 공정변수의 상호효과도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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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계수

상수 94.0000

Feedrate -1.25000(2)

Spraydistance -0.200000(3)

Scanspeed 0.0625000(4)

Nozzle 1.75000(1)

Feedrate*Spraydistance 0.0750000

Feedrate*Scanspeed -0.0250000

Feedrate*Nozzle 0.500000

DE에 한 최소 제곱 평균

평균

Feedrate

3 90.25

5 89.25

Spraydistance

20 88.75

40 90.75

Scanspeed

40 90.50

80 89.00

Nozzle

MOC 86.00

Barrel 93.50

표 2.11. 층효율에 한 공정변수 상 계 분석식

그림 2.23.구리 코 단면 마크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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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4구리코 시편 단면 조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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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5구리코 시편 단면 조직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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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평균

범

#4 111.6 107.1 104.4 105.1 104.8 107.7 105.4 105.7 108.7 107.7
107

(105-109)

#5 106.4 101.6 104.8 93.5 83.2 92.2 50.2 98.6 101.3 90.6
96

(83-105)

표 2.12.코 단면 비커스 경도 측정 결과(HV=500g)

시편 번호 평균

#2 683 686 606 658 609 648

#4 337 263 263 300 408 314

#5 795 785 764 783 756 777

#8 800 807 755 840 794 799

표 2.13.Cu코 인장 결합력 측정 결과 (단 :kg/㎠)

(4)축소 시제품 제작

그림 2.26에서는 축소 주철 처분용기의 코 외 을 보이고 있다. 크기는 외

경 10cm,길이 40cm이다. 그림 2.27과 표 2.14에서는 각각 축소 시제품 코 모

식도 공정 조건을 정리하여 보이고 있다. 즉,실린더 외경과 측면 한쪽 부 만

을 두께 10mm 이상으로 코 하 다.

그림 2.28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각종 평가 시험을 하여 제공된 코 시편의 외

을 보이고 있다.한편,그림 2.29와 2.30에는 축소 처분용기에 코 후 외 사진

과 연마 사진을 보이고 있다. 코 의 표면 연마 후에는 거울처럼 미끈한 면을 보

이나,실제 처분용기 사용 시는 코 된 면을 그 로 사용하거나,약간 거친 연마를

하여 사용될 것이다.

그림 2.31과 2.32에서는 단시험을 한 평 원형 형태의 시편 사진을 보이

고 있다. 뚜껑 제작을 온 분사 코 으로 제작 시 얻어지는 강도를 측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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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험편으로서 원자력연구원에서 강도 시험을 수행하 다. 그림 2.33과 2.34에서

는 축소 처분용기를 제작하기 하여 뚜껑은 미리 평 구리로 제작하여 나사로 조

립된 형태의 처분용기로서 코 과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2.26.코 축소 주철용기 외 사진.

그림 2.27.코 제작 모식도.

부

분사

거리

(mm)

메인가스

압력

(bar)

메인가

스 온도

(oC)

이송속도

(mm/sec)
노즐

Injection

tube
분말

실린더 35 27-28 600 100

230LC30

B150,

WC-Co

1/8",

70mm

창성

Cu

측면

원형부
" 27 600 122 “ " "

모서리

직각부
" 25 600 - “ " "

표 2.14.축소 시제품 온분사 제작 공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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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원자력연구원 제작 코 시편 외 .

그림 2.29.구리 코 후 연마 외 사진.

그림 2.30.축소 시제품 구리 코 후 연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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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단시험용 평 시편.

그림 2.32. 단시험용 원형 시편.

그림 2.33.뚜껑이 제작된 축소 처분용기 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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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뚜껑이 있는 처분용기의 구리 코 완성 형태.

라)결과

(1)국산 구리분말 2종류,외산 구리분말 3종류를 구매하여,분말의 특성과 온

분사 코 후 구리 코 의 기본특성을 평가하 다.

(2)국산 구리분말도 가격 으로 경쟁력을 지니면서 층효율 등의 특성에서 외

산과 동등 이상을 보일 수 있다는 을 확인하 다.

(3) 온분사 구리코 의 기공도는 1% 이하,산화도는 0.5% 이하를 보여주었다.

(4)구리코 과 무산소동 재의 3.5% NaCl용액에서의 기화학 부식시험 결

과 무산소동 재가 가장 우수한 내식성으로 평가되고, 온분사 구리코

은 유사하거나 열악한 내식특성을 나타내었다.

(5)코 특성 (기공도,산화도)과 부식 류 부식 압과의 상 계는 일 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6)소재의 내식성은 환경에 좌우되는 특성이므로 지하 500m 내식 환경과

기화학 내식성과는 일 된 상 계를 찿을 수 없다. 그러나 기 부식성

을 평가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기 해서는 코 특성과 내식성과의 상

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7)국산 구리분말을 사용하여 온분사 공정 조건 4가지에 한 향 평가

결과,코 층효율에 해서는 사용 노즐에 한 향이 가장 크고,분말

송 량,이송 속도,분사 거리에 한 효과는 미미함을 알 수 있다.

(8)Barrel형태의 노즐 사용시 코 의 층효율은 모두 90% 이상으로 측정되

었으며,최 94%의 층효율을 얻으므로 향후 경제성 향상을 한 미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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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에 한 재활용은 가치가 삭감됨을 알 수 있다.

(9)높은 코 층효율을 보이는 코 이 더 높은 코 결합력을 보이나,코

경도 측면에서는 반 로 더 낮은 경도값을 보여주었다.

(10)1/10축소 주철 처분용기에 두께 10mm 이상의 구리 코 을 실린더 외경

과 한 쪽면에 코 후 연마하여 향후 좀 더 큰 처분용기 제작이 가능함을 보

여주었다.

(11)처분용기 제작시 원주 부 는 온 분사 층으로 제작이 가능하나,두껑

등은 하 을 받을 수 있는 부 이므로 온분사 코 , 이 용 등 다양

한 방법에 한 검토가 요구된다.

3) 온분사코 구리용기 제작

가)1/10규모 구리처분용기 1차 제작

포항산업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구상주철(nodularcastiron) 스테인리스 강

등에 1cm 이상 두께로 구리입자를 입히는 실험을 수행하고,1/10크기의 주철용기

를 제작하고,1cm 두께로 구리코 을 하 다.그림 2.35는 설계된 1/10크기 주철

용기의 구조도이다.주철용기 마개의 체결은 6각 구멍붙이 볼트(KSB1003-M4×

30)6개를 사용하 다.

주철용기의 상부 면을 제외한 외벽과 바닥을 1.0cm 이상으로 온분사코 으로

구리층을 도포하고,상부의 구리 마개는 인양하기 쉬운 구조로 설계하여,상업용 동

을 가공하여 제작하 다. 그림 2.36에 구리가 입 진 처분용기의 구조도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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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온분사 코 을 이용한 1/10규모 주철 용기 구조도.

그림 2.36. 온분사 코 을 이용한 1/10규모 처분 용기 구조도(상)와 상부 구리마개

구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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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주철 용기는 KAERI공작실에서 가공 제작하 으며,제작된 용기를 그림

2.37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구상주철용기는 그림 2.38에서와 같이 RIST에서 1.0

cm 이상의 두께로 온분사 코 하여 제작하 다. 구리코 된 주철용기는 표면을

선반으로 가공하여 그림 2.39와 같이 1/10축소 규모의 구리-주철 이 구조의 처분

용기 모형을 완성하 다.

그림 2.37.구상주철 제작품(DI10cm xH40cm,t22.5).

그림 2.38. 온분사 코 된 구상주철 제작품.

그림 2.39.표면 가공처리된 온분사 코 된 구리-주철 축소 처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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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제작에서 나타난 온분사 코 에서 ①코 이 간에 단된 후 다시 시작하

면 코 층에 형성된 구리산화 피막으로 인해 덧 워지는 코 층이 벗겨지는 단

이 있었으며,② 벽면 구리층과 바닥면 구리 코 층의 결합이 약해서 가공 에 떨

어지는 단 이 보 다(그림 2.40). 1차 제작된 처분용기는 표면의 산화막을 연마하

여 제작한 후,손상된 부분을 다시 분사 코 하여 수리 보수하고 가공하여 완성하

다.

그림 2.40.표면 가공 에 벗겨진 구리 코 층(좌)과 벽면 코 과 바닥면 코 층의

균열(우).

나)1/10규모 구리처분용기 2차 제작

2차 제작에서는 바닥면과,상부면의 구리 층은 온분사코 을 사용하지 않고,구

리 을 가공하여 주철용기 상하면에 나사식으로 조여서 붙이는 방안을 고려하 다.

먼 주철용기 상단과 하단 표면에 수 나사산을 가공하고,상하구리 안쪽에 암

나사산을 가공하여 조여서 연결한 후, 온분사 코 으로 벽체를 1.0cm 두께 구리

층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구상주철용기와 상하 구리 은 원자력연구원 공작실에서 제작하 으며,제작된

용기를 그림 2.41에 나타내었다. 제작된 구상주철용기는 그림 2.42에서와 같이

RIST에서 1.0cm 이상의 두께로 온분사코 을 실시하 다. 벽면의 온분사 코

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상하 구리 과 맞닿는 부분의 코 이 어려워서,연결

부 경사각을 낮추어서 재가공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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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구상주철 제작품(DI12.6cm xH26cm,t15)과 상하 구리 의 분사코

모습.

그림 2.42.구상주철 제작품의 온분사 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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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온분사코 구리 성능검사

1)물리 특성

가)인장 시험

온분사로 제작된 구리 층의 물성을 일반 동과 비교분석 하 다. 실험에서 사

용된 구리시편은 1.0cm 두께로 온분사 코 한 동을 수평방향으로 시편을 채취하

여 사용하 으며(그림 2.43),사용된 구리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창성_SUS,국산 구리분말로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코 한 시료

#2:Tafa_SUS,외산 구리분말로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코 한 시료

#3:창성_주철,국산 구리분말로 구상주철 표면에 코 한 시료

#4:일반동,압출 에서 채취한 무산소동 시료

그림 2.43.1cm 두께 구리 온분사코 강 들(좌로부터,창성_SUS,

Tafa_SUS,창성_주철).

인장 시편은 0.5mm 두께로 아래 그림 2.44와 같이 제작하여 사용하 다. 인장

시험은 상온에서 0.01mm/sec의 연신율로 시험을 실시하여 얻어진 각 시편의 응력

-변형 그래 를 그림 2.45에 나타내었으며,그림 2.46에는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47에 시편의 괴사진을 나타내었다.

괴된 시편에서 3종의 코 동은 연신이 되지 않고 취성 괴가 되었으며,오직

일반동만 연신이 되어 소성 괴가 되었다.이 결과는 앞서 나타낸 응력-변형 곡선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일반 압출동은 연신이 잘되었으며,코 동은 순도가 높

은 Tafa동만이 응력-변형 곡선에서 약간의 softening이 찰되었다.좀 더 명확한

평가를 하여 시편의 괴강도와 Modulus를 조사하여 비교하 다. 그림 2.4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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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에 인장 시험에서 구한 시편 각각의 괴 강도와 Modulus를 나타내었다.

코 구리시편의 괴강도는 250MPa이상으로서 일반동의 170MPa에 비해 상당

히 강하 다.Modulus는 코 시편이 20GPa이상으로서 10GPa정도의 일반동에

비해 강했다.

그림 2.44.인장시험용 구리시편 사양(두께 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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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온분사 시편과 일반동(Standard)의 Stress-Strain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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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온분사 시편과 일반동(Standard)의 Stress-StrainCurve종합.

그림 2.47. 온분사 시편과 일반동(Standard)의 인장시험 후 시편.

인장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코 바탕재(SUS 주철)에 따른 차이는 없음.

-구리입자(창성 Tafa)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Tafa입자가 약간 더 연성이

있으며,강도 Modulus가 약간 낮았음.

-제조법(ColdSprayedcoating Standard)에 따라서는 격한 차이가 있음.

코 법에 의한 구리시편은 강도가 높고,Modulus도 높으나,연성은 없음.

-코 법에 의한 구리시편의 특징은 단단하고,내마모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

나,내충격성은 떨어지는 단 이 있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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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온분사동과 일반동(Standard)의 인장강도(Max.strength)비교.

그림 2.49. 온분사동과 일반동(Standard)의 Modulus비교.

나)XRD분석

XRD분석을 통해 구리 외에 다른 산화물 결정이 있는지 조사하 다. XRD분

석 결과(그림 2.50),3종의 온분사동과 일반동은 형 인 구리의 결정 형태를

나타내었으며,기타 산화물 결정들(Cu2O와 CuO)은 발견되지 않았다. 순도의 코

동(#1과 #3)의 경우에는 매우 낮은 수 의 CuO 피크가 약하게 찰되었으나,이

는 코 에 사용된 구리 입자 자체의 불순물 때문인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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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창성_SUS #2.Tafa_SUS

#3.창성_주철 #4.Standard

그림 2.50. 온분사동(#1～#3)과 일반동(#4Standard)의 XRD그래 .

다)원소 분석

일반 으로 구리의 불순물은 구리 산화물 이다. 코 에 의해 추가 인 산화반응

이 있는지 산소농도분석기(oxygenanalyzer)를 통해 조사하 다.표 2.15의 결과에

서 코 동은 사용된 구리입자의 산소 함유량과 거의 일치하는 값을 얻었다. 따라

서 온분사 코 의 공정에서 구리입자가 산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시료번호
코 동

Oxygencontent(wt%)

구리입자

Oxygencontent(wt%)

#1창성_SUS 0.33 0.41

#2Tafa_SUS 0.019 0.02

#3창성_주철 0.32 0.41

#4Standard압출 Cu 0.065 -

표 2.15. 온분사 시편과 일반 동(Standard)의 산소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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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 분석

온분사로 구리입자가 강하게 압착되어 도가 증가되는지 도를 계산하 다.

사각시편(8.6×20×1.0mm)의 무게를 측정하여 도를 계산(Density1)한 후,보

다 정확하게 하기 하여 2차로 큰 구리 블록(10×30×6.0mm)의 무게를 측정하여

도(Density2)를 계산하 다(표 2.16).표 2.16에서 도는 고순도 Tafa동과 일반

동이 동일하 으며, 순도 창성동은 산소 불순물로 인해 낮게 평가되었다.따라서

온분사코 공정은 동의 도를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평가되었다.

번호 사양
Density1

(g/cm3)-specimen

Density2

(g/cm3)-block

#1 창성구리-SUS 8.64 8.72

#2 Tafa구리-SUS 8.86 8.90

#3 창성구리-주철 8.65 8.72

#4 압출 무산소동 8.82 (8.90)

표 2.16. 온분사 시편과 일반 동의 도

2) 기화학 산화 특성 평가

가) 기화학 비 분석

구리시편에 한 기화학 비평가를 해 1차 으로 화학분석부에 압- 류

분석을 소내 화학분석실에 의뢰하여 다음과 분극 곡선(PolarizationCurves:그림

2.51)을 얻었으며,그림 2.52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기화학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사용액:KCl0.1M 수용액

-pH: 성

-Environment:아르곤 기체 purging

-ScanRange:-1.5～ +1.0,Scanrate5mV/s

-온도: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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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afa_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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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창성_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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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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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저온분사동(#1～#3)과 일반동(#4 Standard)의 분극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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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저온분사동(#1～#3)과 일반동(#4 Standard)의 분극곡선 비교.

그림 2.52에서 분극곡선은 거의 일치되게 나타났으나, #3 창성/주철 코팅동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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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치가 상승하는 부분(산화 류)이 다른 3개 시편들에 비해 #3시편이 높은 압에

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산화반응 (Cu→ Cu+,Cu2+)에 하여 열역학 인 안정성

이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이것은 실험오차일 가능성도 있으며, 기 보호피막의 안

정성으로 인해 겉보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후의 실험에서는 다른 결

과들을 얻었기 때문이다.

먼 분극실험에서 나타난 산화반응을 Pourbaixdiagram을 통해 분석하 다.실

험 조건을 고려하면 그림 2.53의 Pourbaix diagram의 (C)에 해당된다[F.King,

"Corrosionofcopperinalkalinechlorideenvironments",SKB TechnicalReport

TR-02-25(2002)]. 실제 극에서 반응이 발생되는 염소이온이 소모되면서 주변

염소 이온농도가 낮아지므로 그림 2.53의 (a) (b)의 조건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

다. 한 성 pH는 변화가 심하므로 그림 2.53의 Pourbaixdiagram에서 나타난

거의 모든 상이 반응에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53.염소 농도에 따른 구리의 Pourbaix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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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극실험에서 나타난 반응 전위와 Pourbaix diagram을 통해 해석한 결과, 열역학

적으로 다음과 같은 반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0.05V 부근의 반응: Cu -> CuCl2
- (2.2)

0.00V 부근의 반응: Cu -> Cu+2 (2.3)

0.45V 부근의 반응: CuCl2
- ->CuO, (2.4)

CuO ->Cu+2 (2.5)

실험 중 용매 KCl의 농도가 떨어지고 pH가 낮게 될 경우 식(2.3)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한편 정상 0.1 M KCl 실험에서는 식(2.2)을 거쳐, Cl 농도가

낮아지게 되며, CuO passive layer가 식(2.4)처럼 잠시 형성 되었다가 Cl 감소로

인해 식(2.5)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리하면, Polarization test에서 #1,

#2, #4 curves는 식(2.2) ⇒ 식(2.4) ⇒ 식(2.5)로 진행되었다고 보이며, #3는 식(2.3)

반응이 단독으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보다 명확한 평가를 위해 Polarization Curve를 전압(V) 대 log(I)로 전환하여

Tafel Plot을 그렸다. Tafel Plot을 분석하면 그 지점의 전류값을 통해 부식전류

(Icorr)와 부식률(CR; Corrosion Rate)을 구할 수 있다. 그림 2.54에 각 구리시편의

Tafel Plot들을 종합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54에서 코팅동의 산화환원전위가 일반

동(#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순도가 가장 높은 Tafa(#2)가 가장

낮았다. 산화환원 전위의 순서는 #4>#1~#3>#2로서 코팅동이 일반동보다 부식 특성

이 열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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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저온분사동(#1～#3)과 일반동(#4 Standard)의 Tafel Plot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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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el Plot에서 얻은 각 값들을 표 2.17에 정리하였다. 각 시편에서 #2 ～ #4는

Polarization test에서 일관된 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은 반복 실험에서 일관

된 값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초기 실험 조건을 잡기 위해 실시된 실험들이

기 때문으로 #1-4가 최종 확정된 실험조건으로서 대표값을 가진다. #1과 #3은 동일

한 구리입자로 코팅된 시편으로 #3과 거의 일치된 값을 보이고 있다.

번호
Ecorr(V) vs.

SCE
Icorr (㎂/cm2) CR(mm/yr) 비고

1-1 -0.737 2.2 0.0267 조건실험

1-2 -0.998 78.5 0.9359 조건실험

1-3 -0.561 37.2 0.4435 조건실험

1-4 -0.602 339 4.042 대표값

2-1 -0.767 6.9 0.0806

2-2 -0.789 11.5 0.1341

2-3 -0.810 11.7 0.1367

3-1 -0.604 331 3.9462

3-2 -0.618 380 4.5304

4-1 -0.355 3.20 0.0374

4-2 -0.353 3.72 0.0434 5 mV/sec

표 2.17. Corrosion factors derived from Tafel plots

표 2.17에서 산화환원 전위의 순서는 #4>#1~#3>#2이며, 높을수록 환경에 대한 부

식저항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결과를 그림 2.5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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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Tafel Plot에 따른 구리시편의 부식전위.



- 153 -

그림 2.55에서 실제 분극 곡선에서 나타난 경향(#3가 가장 높았음)과는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코팅되지 않은 무산소 압출동 #4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코팅

시편은 압출시편에 비해 열역학적인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정확

성을 위해서 전압 변화를 0.5 mV/sec로 낮추어 실험하였다. 코팅시편이 낮은 부식

전압을 나타내는 이유로는 높은 잔류응력, 구조적 불안 등으로 인해 코팅시편의 열

역학적인 안정성이 떨어져서 나타난다고 보인다. 이는 코팅 시편을 가열하면 풀림

(annealing)에 의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한 구리입자(#1 대 #3)는 비슷한 부식전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순도가 가장

높은 #2의 경우에는 열역학적 안정성이 오히려 떨어진다. #1과 ,#3이 고순도의 #2

보다 산화환원 전위가 높은 이유로는 산소함량이 높아져 산화에 대한 열역학적인

driving force가 떨어진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fel plot에서 도출된 산화

환원전류의 순서는 (#3~#1>#2>#4)이다. 이는 부식속도와 관련된 Kinetics 사항으로

낮을수록 좋다. 부식전류로부터 직접적으로 부식률 산출이 가능하며, 계산결과를

그림 2.56에 나타내었다.

그림 2.56에서 보면 전기화학적 실험에서 열역학적인 안정성이 가장 높은 #4가

가장 낮은 부식속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코팅 시편에 비해 일반 압출 시편의

전기화학적 부식 저항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구리 순도가 높은

#2와 #4는 부식률이 낮았으며, 구리의 순도가 높으면 부식속도는 낮아진다. 한편

동일 구리입자인 #1과 #3의 부식률은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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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6. Tafel Plot에 따른 구리시편의 부식전류로부터 구한 부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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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보기 분극 곡선에서는 #3가 양호한 물질로 보 으나,Tafelplot을 통한 세 히

분석을 한 결과,코 시편은 일반 압출시편에 비해 기화학 부식거동이 떨어졌

다. 기화학 부식 시험 자체만으로는 장기부식 안정성을 평가하기는 힘들며,산

화 피막의 안정성은 기화학 실험으로는 분석이 어렵다. 구리부식 거동 평가는

총 3단계로 구성된다. 첫째는 산화환경의 여부,둘째는 산화 반응속도,셋째는 생

성된 보호피막의 안정성이다. 첫째는 산화환원 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둘

째는 산화환원 류 도를 통해 평가된다. 그러나 셋째는 구리의 장기 부식거동과

련된 것으로서 Tafelplot을 통한 기화학 분석만으로 안정성을 악하기 힘들

며,실제 장기 부식실험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 기화학 분석 장치 기타 련 장비 설치

효율 인 구리의 부식연구를 해 자체 으로 분석시험을 실시하기 하여,실험

실 내에 정 압장치인 Potentiostat(AMETEK- VersaSTAT3; ±650mA/±10V

polarizationrange)과 시험용 기셀(flatcellkit)를 설치하 다(그림 2.57). Flat

cellkit는 상온에서 가화학 분석을 할 수 있는 장비로서,1cm2의 표면 을 갖

는 속시편을 작업 극으로 하여 분석할 수 있다. 상 극(counterelectrode)

은 백 극을,기 극은 Ag/AgCl(saturatedKCl)을 사용하고 있다. 설치된 장

치를 통해 구리의 산화환원 측정,시간에 따른 부식 류측정 등을 수행하 다.

그림 2.57.Potentiostat flatcellkit장치 모습.

시험시편의 표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 사용하 다. 사용된 연마기는 Pol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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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DP-1A( 흥과학)로서 최 700RPM 회 수와 400W의 워를 지닌다(그

림 2.58). 시편표면은 먼 사포(#1,000과 #2,000)로 표면의 물리 흠집을 제거한

후,0.3μm Aluminaslurry로 택을 내었다.연마된 표면은 음 세척기로 에탄

올로 유기물을 제거하고,증류수로 잔류물을 세척하고,질소가스로 건조한 후 다양

한 시험의 시편으로 사용하 다.

그림 2.58.시편 표면 연마용 장치.

부식된 시편은 디지털 사진기로 체를 촬 하고,컴퓨터와 연결된 학 미경을

통해 분석하 다. 학 미경은 매직아이 모델:Mi-9000Zoom으로서 배율은 ×50

～ ×650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모니터를 통해 찰하고 컴퓨터로 상 장이 가능

한 것이다(그림 2.59).

그림 2.59.시편 표면 찰용 학 미경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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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리의 기화학 부식특성 조사-I(3M NaCl)

구리시편의 기화학 부식특성을 Potentiostat을 이용하여 기화학 시험을 통

해 분석하 다. 매질은 3M NaCl수용액을 사용하 다. NaCl을 사용한 이유는,

심지층에 풍부한 염소 이온이 구리의 산화피막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구리 표면

에 생성된 CuCl혹은 CuCl2층은 치 하지 않고 엉성하여,염소이온이 구리의 수명

에 치명 인 향을 주기 때문이다. 두께 1.0mm,직경 15mm 동 형 시편의 1

cm2의 표면을 작업 극으로 하여 -1.5～ 1.0V 범 에서 약 10mV/sec의 스캔

속도로 분극시험(Polarizationtest)을 실시하 다.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기존의 순

동 시편 외에도 #5단조동,#6Navalbrass(64황동) #7Albronze(알루미늄 청

동)을 추가하여 시험하 다. #6Navalbrass(64황동)와 #7Albronze(알루미늄 청

동)은 내부식성이 뛰어난 재료로서 선박 등의 건조에 사용되는 것이다.

(1)부식표면 조사

그림 2.60은 시험 후 #1창성/SUS시편과 2.5wt% HCl수용액으로 표면을 세척

한 후 사진이다. 그림 2.61에 표면이 세척된 다른 시편을 나타내었다. 시편 표면

찰에서 특이 사항은 찰되지 않았으며,#4일반동에서는 형 인 구리결정의

grain이 포착되었고,#7의 Al청동의 경우에는 합 의 특성으로 인한 부분 인 부식

(pitting)이 찰되었다.

그림 2.60.3M NaCl수용액에서 PolarizationTest직후 시편(좌)과 2.5wt% HCl

수용액으로 세척한 후 사진(시편 #1창성/SUS).



- 157 -

그림 2.61.3M NaCl수용액에서 PolarizationTest직후 시편들 사진;좌로부터 #2

Tafa/SUS,#6Naval황동,#7Al청동.

좀 더 자세히 표면을 조사해 보기 해 주사 자 미경(SEM)으로 찰하 다(그

림 2.62). 코 동은 균질의 표면을 보여주고 있으며,#4의 경우 학 미경에서 보

던 결정입자들은 확 된 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5의 단조동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았던 결정입자들이 잘게 부서진 부분이 드러나 보 다. #6과 #7의 황동

청동 시편은 합 의 특성상 산재된 Zn과 Al성분의 부분 부식차이로 인한 표면

패턴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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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2.3M NaCl수용액에서 PolarizationTest시편들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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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압에 따른 부식전류 특성

그림 2.63에 구리시편의 분극시험에서 구한 기본적인 Tafel Plot(#1)을 나타내었

다. -0.4 V 부근에서 산화반응이 시작되면서, -0.2 V 부근에서 Passive 거동을 약

간 나타내다가 +0.2 V 부근에서 강한 산화피막의 형성으로 부식전류가 감소하는 현

상을 보였다. 그 이상에서는 Trans-passive로 인해 산화피막이 사라지고 전압 전

류가 비례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SKB TR-02-25에 나타난 비슷한 조건의

Pourbaix diagram을 참조하면[2-18], 초기 -0.2 V 부근에서 Cu(I)Cl의 형성으로 인

한 부식전류의 상승억제가 있고, 다음 +0.2V 부근에서는 Cu(II)Cl2의 피막 형성으로

부식전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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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3M NaCl 수용액에서 #1 시편의 Tafel Plot(좌) 및 Pourbaix diagram(SKB

TR-02-25)(우).

모든 시편에 대한 Tafel Plot을 하나의 그래프에 정리하였다(그림 2.64). Naval

Brass와 Al bronze는 구리 시편들과 뚜렷하게 다른 형태의 Polarization 형태를 보

여 주었으며, 구리 시편들 내에서도 코팅구리 시편은 압출동 및 단조동과 다른 특

성을 나타내었다(그림 2.64). 뚜렷한 차이는 -0.25 V 부근에서 전압이 상승해도 전

류값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Passive 특성이 코팅구리 시편들 (#1 ～ #3)에서만 보였

다. 이러한 특성은 초기 1차 스캔에서만 나타나며, 같은 표면을 2차로 분극시험을

실시하면 관찰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차이는 코팅구리시편은 +2.5 V에서 CuCl2

형성에 의한 Passive 특성이 낮은 전위에서 일찍 나타나며, 부식전류가 감소되는

Passive 정도가 다른 재료들에 비해 약하게 관찰된다. 이 결과만으로 볼 때,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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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가 Cl 이온과 상대적으로 부식반응이 잘 진행되며 엉성한 산화피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1E-7 1E-6 1E-5 1E-4 1E-3 0.01 0.1
-1.25

-1.00

-0.75

-0.50

-0.25

0.00

0.25

0.50

0.75
 #1 Cha_Iron
 #2 Tafa_STS
 #3 Cha_STS
 #4 Cast Cu
 #5 Forging Cu
 #6 Naval(64) Brass
 #7 Al Bronze

Po
te

nt
ia

l (
V 

vs
. A

g/
Ag

Cl
)

Current Density (A/cm2)

그림 2.64. 3M NaCl 용액에서의 구리의 분극 곡선.

Tafel Plot을 통해 구해진 부식전위 및 부식률을 그림 2.65에 나타내었다. 코팅구

리 시편은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 부식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순도가 높

은 #2 Tafa 코팅동은 다른 일반동과 비슷한 값을 보였다. 부식전위는 구리시편은

청동이나 황동 시편에 비해 높은 값을 보이며, 일반동과 저온분사코팅 코팅동은 큰

차이는 없으나, 순도가 높은 Tafa 코팅동(#2)이 가장 높은 부식전위를 나타내는 것

으로 보아 부식전위는 구리의 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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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 3M NaCl 용액에서의 구리시편의 부식률(상)과 부식전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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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리의 전기화학적 부식특성 조사-II (해수)

해수(서해 바닷물)에서 코팅구리 시편 3종과 기타 비교 시편 4종의 Cyclic

Polarization test (-0.5V ～ 1.0V ～ -0.3V, 스캔 속도 10 mV/sec)를 실시하였다.

표면의 모습을 관찰한 결과로는 치명적인 부식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코팅구리 시

편의 표면(#1 ～ #3)에는 작은 홈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동에서

도 비슷하게 관찰되었으나 단조동(#5)이나 황동(#6) 및 청동(#7) 합금에서는 관찰되

지 않았다.

해수에서의 전형적인 구리시편의 Tafel Plot에 의한 Cyclic Polarization curve는

그림 2.66에 나타내었다. 그림 2.66에서 A전위에서 CuCl 형성에 의한 passivation

특성이 잠시 나타나며, B 전위 지점에서 CuCl2 형성에 의한 repassivation이 발생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V 이상에서는 두터운 passive film 형성에 의해 부식전

류가 인가 전압에 상관없이 일정해지는 Transport controlled reaction으로 변화되어

인가 전압을 1.0 V 까지 상승시켜도 부식전류가 증가하지 않고 있다. 다시 전압을

하강시키면 C 전위지점에서 CuCl2 Passive film이 사라지는 depassivation이 발생되

었다가 환원전위 ER에서 환원전류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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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6. 해수에서의 #1 코팅동의 1차 및 2차 Cyclic polarization Curves.

흥미로운 점 중의 하나는 청동 및 황동 합금은 1차 스캔에서는 CuCl-CuCl2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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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double passivation peak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차 스캔에서는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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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7. 해수에서의 depassivation 부근에서의 가압전압 대 부식전류 그래프.

그림 2.66에서 부식전위 EC는 표면 상태에 따라서 1차 스캔과 2차 스캔이 차이

값을 보인다. 하지만 환원전위 ER은 1차와 2차가 차이가 전혀 없이 하강 곡선

(Curve)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그림 2.67에서 R1과 R2(전기적 저항)의 차이는 passive film 유무에 의한 표면 저

항이 상승한 때문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R1과 R2의 차이에 따라서 passive film의

부식저항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R 값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는 동일한 전류

값을 얻기 위해 가해진 부식 전압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으나, 부식 전류값 선정 지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passive film의 형성 전(R1)과 passive

film이 소멸 전 영역(R2)에서의 기울기(V=IR 전기저항)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타

당하다. 따라서 그림 2.67과 같이 Applied voltage(V) 대 Corrosion current(I) 그래

프를 그려서 해당 영역에서의 기울기를 조사하였다. 1차 스캔에 대한 △R(R2-R1)

값을 표 2.18에 정리하였다. 표 2.18을 통해 단조동과 황동과 청동 Alloy에서의 부

식피막의 부식저항성이 뚜렷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하여 일반

압출동(#4)과 코팅동은 부식피막의 저항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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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s △R(R2-R1) V/(A/cm2)
#1 15.3

#2 13.8

#3 9.3

#4 9.8

#5 56.2

#6 62.2

#7 50.8

표 2.18. Seawater에서의 구리 시편의 주변 전기 저항차(～0.2 V range)

Tafel plot을 통해 얻은 부식전위(Ec)와 부식률(CR) 산출 결과를 그림 2.68에 나

타내었다. 부식률은 3 M NaCl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구리 코팅동이 다른 동에 비

해 다소 높은 부식률을 보인다. 부식전위의 거동도 3 M NaCl과 거의 동일한 모습

이었다. 따라서 구리의 순도와 부식전위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동과 황동 시편은 앞선 3 M NaCl 용액에서의 거동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7(Al bronze)는 높은 부식률과 낮은 부식전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는 Al 성분의 부식생성물이 강력한 부동태를 형성시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

인다. Al 청동은 해수에 강한 재료라는 것을 본 실험에서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기화학적인 분석에서는 부식률이나 부식전위 측면에서 부식이 잘되는 것으로 평

가되었지만, 피막의 전기적 저항성(R)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장기적인 부식

저항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 부터 Tafel Plot의 전기화학적

평가만으로는 장기수명을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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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해수에서의 구리시편의 부식률(좌)과 부식전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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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해수에서의 구리시편의 1차 및 2차 CV 시험에서 나타난 부식률 비교.

동일한 표면을 다시 CV(Cyclic Voltametry) 스캔을 한 경우, 2차 시험에서도 코

팅동(#1～#3)은 다른 일반동(#4, #5)보다 높은 부식률을 나타내었다(그림 2.69). #1

은 특이하게도 저순도 동임에도 2차 스캔에서는 일반동과 비슷한 낮은 부식률을 보

이고 있다. 반복된 실험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어 시편의 코팅 상태나 적층

된 위치에 따라 코팅동의 물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되었다.

한편, 동일한 시편의 2차 CV 시험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시편의 부식률이 1차

스캔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1차 스캔으로 인해 시편 표면의 거

칠기가 증가되어 비표면적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2차 스캔에서는

부식전위는 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1차 스캔으로 인해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

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해수와 3 M NaCl에서의 부식전위를 그림 2.70에서 비교하였다. 부식전위가 구

리순도에 비례하는 경향은 동일하였지만, 바닷물이 3 M NaCl에서 낮은 부식전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해수의 부식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수에서의 Cl의

농도는 0.546 Mol/L 정도로 낮아서 부식률이 3 M NaCl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지만,

바닷물 중의 다른 부식성 이온의 영향으로, 낮은 전위에서 부식이 빨리 나타난다고

보았다.



- 165 -

#1 #2 #3 #4 #5
-0.25

-0.20

-0.15

-0.10

Specimens

Co
rro

sio
n 

Po
te

nt
ia

l (
V 

vs
. A

g/
Ag

Cl
)

 SeaWater
 3M NaCl

그림 2.70. 해수와 3 M NaCl에서의 CV 시험에서 나타난 부식전위 비교.

마) 구리의 전기화학적 부식특성 조사 IV (코팅동 두께)

동일한 시편에서도 CV 측정에서 부식 전위 등의 값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반복

된 시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여 실험 오차로 간주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

한 원인의 하나로서 금속 모재와 가까운 부분과 코팅 상층부의 물성차이가 의심이

되어 코팅동을 그림 2.71과 같이 상층, 중층, 그리고 하층으로 구분하여 부식특성을

CV로 조사하였다.

그림 2.71. 코팅동의 코팅층 구분 도식.

분석 대상은 #1(창성 코팅동)과 #2(Tafa 코팅동)에 대해 코팅 두께에 따라 상-중

-하 3층으로 분리하여 채취하고, Polarization Curves를 통해 부식전위와 부식률을

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부위의 시편은 해수 수용액에서 Cyclic Polarization test

(-0.5 V → 1.0 V → -0.3 V, 스캔 속도 10 mV/sec)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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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창성-SUS 코팅동)

상-중-하에 따른 CV 스캔 결과에서 얻은 부식전위를 그림 2.72에 나타내었다. 1

차 스캔에서는 층에 따른 전위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2차에서는 상층부의 부식전

위가 상승하고 있었다. 1차 스캔이 연마에 의한 깨끗한 금속 표면에서의 시험이라

면, 2차 스캔은 표면이 1차 스캔에 의해 산화막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서 부식저항

성이 발생되어 부식전위가 상승할 수 있다. 시편 상에 표면에 육안으로 보이는 큰

물리적 결점이 있는 시편의 경우 부식전위가 떨어지는 것이 발견되었다(그림 2.72

중간층 부식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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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2. #1(창성-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부식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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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3. #1(창성-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부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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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에 따른 CV스캔 결과에서 얻은 부식률을 그림 2.73에 나타내었다.1차

스캔과 2차 스캔의 결과에서 층간의 부식률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2차 스캔에

서는 아랫부분의 부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지만 뚜렷하지는 않았다.

#1(창성-SUS코 동)코 층 치에 따른 상승곡선에서의 기 항(R1)과 하

강 곡선에서의 항 증가치(dR)를 표 2.19에 정리하 다.R1을 기 으로 볼 때,뚜

렷한 차이는 아니지만,상부 쪽이 낮은 기 항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코 품

질이 상층부가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측정된 부식률 측정이나 학 미

경에서 측된 하층의 품질이 낮아진 것과 상당히 일치한다. 그러나 1차 2차

스캔 CV에서 기 항의 증가량은 층에 상 없이 거의 일정한 것으로 보아,생성

되는 산화 피막의 특성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74에 시험시편의 표면사진을 나타내었다.2차 스캔에서는 코 표면에 구

리입자가 변형되지 못한 채 그 로 박혔던 것으로 짐작되는 구멍들이 다수 생겨나

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바닥 층으로 갈수록 이러한 구멍 형태는 거칠었다. 따라

서 바닥 쪽에 결 이 많아서 좀 더 부식이 용이하 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실

험에서 #1(창성-SUS코 동)에서는 층의 두께에 따른 부식 거동의 변화는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Specimens R1 dR ER Tafel

N1상-1-1 7.6 19.4 -0.039 -0.21

N1상-1-2 7.6 12.0 -0.15

N1상-2-1 7.8 19.9 -0.035 -0.20

N1상-2-2 7.8 12.0 -0.16

N1 -1-1 8.1 23.5 -0.035 -0.25

N1 -1-2 8.1 10.8 -0.20

N1 -2-1 8.1 20.9 -0.034 -0.22

N1 -2-2 8.1 10.7 -0.17

N1하-1-1 8.0 21.0 -0.035 -0.21

N1하-1-2 8.0 10.3 -0.21

N1하-2-1 8.0 20.9 -0.034 -0.21

N1하-2-2 8.0 10.2 -0.20

표 2.19.해수 CV에서 #1구리 시편의 코 층에 따른 기 항(0～0.2V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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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1(창성-SUS코 동)코 층 치에 따른 CV시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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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Tafa-SUS 코팅동)

#2 시편의 상-중-하에 따른 CV 스캔 결과에서 얻은 부식전위를 그림 2.75에 나

타내었다. 1차 및 2차 스캔에서 층에 따른 층간의 부식전위의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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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5. #2(Tafa-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부식전위.

#2 시편의 상-중-하에 따른 CV 스캔 결과에서 얻은 부식률을 그림 2.76에 나타

내었다. 1차 스캔과 2차 스캔의 결과에서 층간의 부식률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2차 스캔에서는 부식률이 다소 일정하게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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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6. #2(Tafa-SUS 코팅동) 코팅층 위치에 따른 부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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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s R1 dR ER Ec(Tafel)

N2상-2-1 7.9 20.3 -0.034 -0.21

N2상-2-2 7.9 10.2 -0.15

N2상-3-1 7.7 21.3 -0.034 -0.20

N2상-3-2 7.7 13.1 -0.16

N2 -1-1 7.3 22.2 -0.032 -0.25

N2 -1-2 7.3 13.6 -0.20

N2 -2-1 7.5 19.6 -0.034 -0.22

N2 -2-2 7.5 12.0 -0.17

N2하-1-1 7.4 24.4 -0.031 -0.21

N2하-1-2 7.4 12.1 -0.21

N2하-2-1 7.7 24.7 -0.031 -0.21

표 2.20.해수 CV에서 #2구리 시편의 코 층에 따른 기 항(0～0.2Vrange)

#2(Tafa-SUS코 동)코 층 치에 따른 상승 곡선에서의 기 항(R1)과

하강 곡선에서의 항 증가치(dR)를 표 2.20에 정리하 다. R1을 기 으로 볼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상부가 오히려 약간 높은 경향이 있으나 차이는 미

미하 다. 피막 형성에 따른 dR값은 상층이 조 낮다. 이는 상층의 부식피막이

튼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하층이 압력의 향으로 속의 도가 높아진 탓

으로 보인다.

그림 2.77에 시험시편의 표면 사진을 나타내었다. #1시편에서 보 던,구리입자

가 박혔던 것으로 짐작되는 구멍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이것은 순도가 높은

구리입자의 연성이 높아서 쉽게 표면으로 변형되어 쌓 기 때문으로 보인다. 층간

에도 특별한 표면상의 차이 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상으로 코 시편의 상 하 부식 나 부식률은 두께에 따라 큰 차이 을 찾

기는 힘들었다. 부분 으로 코 상태에 따라서 아랫부분이 윗부분보다 치 한 구

조를 갖는 것으로 단되었다.이상으로 Tafelplot에서 구한 값들은 코 층의 상-

-하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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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7.#2(Tafa-SUS코 동)코 층 치에 따른 CV시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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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KURT지하수에서의 틈새부식(CreviceCorrosion)시험

재 개발하고 있는 고 폐기물 처분용기는 주철 내부용기에 구리 외부용기로

된 이 구조로서,주철용기 표면에 구리를 온분사코 하여 제작한다.구리가 틈

새부식 된다는 연구결과는 지 까지 없으며,유럽연합에서 나온 1998-2002년

COBECOMA 보고서에서도 구리용기에서는 Crevice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추정

하 다. 하지만 온분사코 구리는 일반 구리와는 다른 물리 특성(높은 강성

낮은 연신율)을 띄고 있어,사용된 구리입자가 완 히 실제 실험을 통해 일반 구

리처럼 틈새부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1)CreviceCorrosionSpecimen& Former

CreviceCorrosion시험에 사용되는 구리 시편의 형태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ASTM 규격에서 요구하는 CreviceFormer를 부착하여 작업 극으로 쓸 수 있는

형태면 가능하다. 재 미국 CNWRA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편의 를 그림 2.78와

2.79에 나타내었다. 그림 2.78와 2.79에서 하부의 큰 구멍은 CreviceFormer를 시

편면에 압착할 수 있도록 와셔를 동반한 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 된다. 상부의 작

은 구멍은 시편과 극 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임의의 크기로 만든 조임 볼트 구멍

이다.

착면을 형성하는 CreviceFormer는 보통 테 론 수지 혹은 세라믹의 부도체로

제작된다. ASTM G48에서는 테 론 재질을 사용하고 있으나,ASTM G192에서는

부식 항이 큰 속의 경우에는 강한 착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테 론 수지는 부

하다고 밝히고 있으며[2-19],그 신에 세라믹 Former를 권장하고 있다.

CreviceFormer는 12개의 착면이 환형으로 나열되어 있으며,시편 양면에 설치가

되므로 총 24개의 착면을 형성하게 된다. 그림 2.80에 CreviceFormer의 사양과

조립 형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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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8.ThinCreviceRepassivationSpecimen;unit(inch)(SwRIDrawing

#20-04238-01-002-001rev01).

그림 2.79.ThinCreviceRepassivationSpecimen;unit(inch)(CNWRADrawing

20-06002-01-322-002).

그림 2.80.CreviceFormer규격과 Assembly:ASTM G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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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opperMaterials

실험에 사용된 구리는 온분사코 구리 2종(#2,#3)과 일반구리 1종(#0)을 사용

하 다.#0는 상업 으로 생산되는 압연 구리이며,#2는 고순도(99.9%)Tafa구리분

말로 10mm 두께로 온분사하여 제작한 이며,#3은 순도(99.3%)창성 구리입

자를 10mm 두께로 온분사하여 만든 이다.이들 온분사코 구리의 특성은

표 2.6에 나와 있다.

(3)CreviceCorrosion시험 시편 조립과 해체

구리시편은 그림 2.78의 규격으로 가공하 으며,시편은 #1,000Sandpaper로 표

면을 연마하 다(그림 2.81). ASTM G61에서는 #600번을 권장하고 있으나,연질의

구리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고운 연마지를 사용하 다. 시편의 날카로운 각 모서

리도 둥 게 연마하여, 압을 가할 때 모서리에 압이 모이지 않도록 하 다.

그림 2.81.CreviceCorrosion시험에 사용된 구리시편.

그림 2.82에 시편을 장착하는 Holder부품들을 나타내었다. 먼 시험용 볼트는

테 론 테잎으로 얇게 감싸서 연을 시킨다. 그리고 안쪽에 받침용 속와셔

-CreviceFormer- 연용 테 론 튜 -구리 시편-CreviceFormer-받침용 속와셔

- 트를 순차 으로 볼트에 끼운다. 연용 튜 는 구리 시편 안쪽에 치하여 볼

트와 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TorqueDriver로 트를 조여서 CreviceFormer와

시편 사이에 착면을 형성시키게 되는데,조이는 정도는 보통 테 론 재질인 경우

에는 0.35N-m이며,세라믹 재질인 경우에는 3.4N-m로 10배 정도로 높다. 조립

된 시편은 극 에 장착될 수 있도록 상부를 속 지지격자로 고정시킨다. 속

지지격자에는 볼트 구멍이 있어 극 에 달린 볼트로 조여서 연결시킨다. 속

지지격자는 용매에 노출되지 않도록 테 론 테입으로 감싸서 보호시킨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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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에 조립된 시편을 나타내었다.

그림 2.82.CreviceCorrosion시편 Holder부품들 사진 TorqueDriver.

그림 2.83.CreviceCorrosion시험을 해 조립된 시편의 모습.

그림 2.84.CreviceCorrosion시험을 해 조립된 시험 라스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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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편이 장착된 극 은 1 L 4구 라스크에 앙에 장착하여 Working

electrode로 사용한다. 라스크에는 불활성 분 기를 유지하기 하여 질소 투입

구와 응축기가 달린 질소 배출구가 있다. 한 백 코 된 속망으로 된

Counterelectrode,StandardCalomelElectrode,온도 센서가 장착된다. 4구 라

스크에는 시험용액 약 750mL를 넣어서,용액의 수 는 시편에 장착된 Crevice

Former가 완 히 잠기면서 테 론이 감긴 고정격자는 잠기지 않는 정도가 되도록

한다.그림 2.84에 조합이 완성된 시험 라스크를 나타내었다.

시험은 30분 간 질소로 충분히 버블링 하여 용액 내 산소를 제거한 후,실시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WorkingElectrode를 빼낸 후,CreviceFormer가 장착된 시편

을 분해한다.분해된 시편상의 양면에 치한 총 24개의 Crevice면을 조사하여 부

식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여 개수를 기입한다.

(4)용액 제조

실험에 사용된 용액은 KURT 지하수를 모방하여 제조하 다. 지하 200m

KURT 지하수 성분을 기 으로 부식에 향을 주는 음이온의 농도를 맞추어 제조

하 다(표 2.21과 표 2.22).제조된 용액의 pH는 약 7.8～8.2정도이며,시간에 따라

공기 의 이산화탄소의 향으로 차 pH가 낮아졌다.

Ion Na+ K+ Ca2+ Mg2+ Cl- SO4
2- NO3

- F- HCO3
-

KURT 
concentration 16.5 0.38 17.2 1.72 2.18   6.97 0.23 3.41 78.4 

Synthetic water 
concentration

33.24 0.92 1.23 1.76 2.18 6.97 0.23 3.41 78.41 

표 2.21.KURT모의 지하수 성분표

Agent MgSO4 KNO3 NaF NaHCO3 KHCO3 MgCl2 Ca(HCO3)2

mg/L 8.73 0.37 7.54 60.65 0.8 2.93 45

표 2.22.KURT모의 지하수 제조용 시약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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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험 결과

(가)CreviceCorrosionTest

시험방법은 cyclicPolarization,정 압,정 류 등의 방법 등을 용하여 Crevice

시편에서의 부식여부를 조사하 다.시험방법을 Table2.23에 정리하 다.모든 시

험에서 시험에 사용된 3종의 구리시편에서 용액에 노출된 부 만 부식이 되었으며,

Crevice에서는 부식이 찰되지 않았다(그림 2.85).

No. TestMethod
Temp

(℃)
Specimen

Crevice

Corrosion

1 CV,-0.1~0.8V,0.168mV/sec 70 #0 X

2
Stepwiseincrease0-0.2-0.4-0.6V

각 5hrs.
70 #0,#2,#3 X

3
200mV,24hr

300mV,24hr
70 #3 X

4
Stepwiseincrease

0-0.1-0.2-0.3-0.4-0.5-0.6V,각 4hrs
25 #0,#2,#3 X

5 THE,0.5mA5hr 25 #0,#2,#3 X
6 CV,-0.1~0.8V,0.167mV/sec 50 #0,#2,#3 X

7
Stepwiseincrease0-0.2-0.4-0.6V

각 5hrs.
50 #0,#2,#3 X

*#0압연동,#2Tafa코 동,#3창성코 동

표 2.23.CreviceCorrosionTestMethods& Results

그림 2.85.PotentioStaticPolarizationTest(70℃)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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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50oC)

3개의 구리 시편에 대해 Crevice Former를 사용하지 않고 임피던스 테스트를 실

시하여 피막의 부식저항성을 평가하였다. 부식 피막의 저항성은 Nyquist Impedance

Plot (Real [Z] vs. Imaginary [Z])에서 도시하는 반원 크기로 살펴보았으며, 반원의

크기가 클수록 시편의 저항이 크게 나타난다. Impedance 측정은 전압차를 20 mV

로 하고, 전압 주파수를 10 kHz～ 1 mHz로 하여 OC-0-100-200-300-400-500-600

mV 조건에서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구리 표면에서 발생하는 피막의 저항은

구리 표면에서 발생하는 피막의 전기적 저항은 순도가 높은 #2가 가장 양호하였으

며, 순도가 가장 낮은 #3가 가장 낮았다(그림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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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6. #0, #2, #3 Stepwise 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50 ℃) Curves

& test Specimens.

(다) Profilometer Mesurement

앞서 PotentioStatic Polarization Test (50oC)’에서 측정한 시편에 대해서 부식된

표면의 높낮이를 Profilometer로 스캔하였다. 용액에 노출된 부위는 Cr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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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er에 한 표면에 비해서 부식생성물의 향으로 높은 고도를 나타내었으며,

Crevice 역은 낮은 고도를 나타내었다(그림 2.87).Crevice사이의 채 도 비교

낮은 고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부식이 잘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Crevice 역 부근에서 부식생성물에 의한 높은 고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Reverse-CreviceCorrosion 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87.#0,#2,#3ProfilometerFigureson(8)-TestSpecimens.

(라)TestSummary

앞서 실시한 기화학 조건을 달리한 모든 CreviceTest에서 모든 구리시편은

Crevice 역에서 부식 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구리에서의 Crevice

Corrosion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하 다.

부식시험을 수행한 모든 경우,사용된 KURT 모의 용액의 pH는 기 측정값

7.69에서 시험후에는 9.0이상으로 많이 증가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pH의 증가는

구리가 물과 반응하여 OH-성분이 증가한 때문이다.즉,구리가 물과 반응하여 산

소와 결합되면 자와 H
+
가 형성되며,H

+
는 다시 물과 반응하여 H2가 발생하여

OH
-
가 형성되는 경로를 다음 반응식과 같이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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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H2O→CuOH+H
++e (2.6)

H++2e+H2O→H2↑+OH
- (2.7)

or O2+4e+2H2O→4OH
- (2.8)

따라서 용액의 pH 변화가 많을수록 구리의 부식반응이 활발히 발생하 으며,모

든 조건에서 일반동인 #0의 pH변화가 가장 었고,코 동인 #2와 #3은 거의 비슷

한 수 에서 #3가 약간 변화가 많았다.

외부 압을 가하기 ,Opencircuit상태에서 구리시편의 를 살펴보면, 부

분의 시험에서 가장 순도가 높은 #2압연동이 높은 Opencircuit 를 나타내었으

며,순도가 가장 낮은 #3이 낮은 Opencircuit 를 나타내었다.한편,온도가 증

가할수록 Opencircuit 는 감소하 으며,70℃ 조건에서는 3종의 구리 모두 비

슷한 Opencircuit 값을 나타내었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에 하여 용액에 잠긴 면 에서 Crevice로 보호된 면 을

제외하면 류 도를 구할 수 있다.Potentiostaticmode에서 압에 따른 류 도

를 조사하면, 압이 상승하면서 류 도가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지만,구

리시편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그림 2.88)

그림 2.88.CreviceCorrosion시험에서의 인가 압에 따른 부식 류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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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리의 기화학 부식특성 조사 V(KURT지하수)

처분환경을 모사한 장기부식시험에서 부식용액으로는 KURT에서 얻은 지하수를

사용하 다.지하수의 성분은 앞서 표 2.21에 나타내었다.KURT 지하수에서의 구

리시편의 부식 와 부식률을 분극시험(Cyclic Polarization)과 정 압 시험(

PotentiostaticPolarization)을 통해 조사해 보았다.

(1)CyclicPolarization시험

두께 1.0mm,직경 15mm 동 형 시편을 Workingelectrode로 하여 -0.5~1.0~-0.2

V로 10mV/sec의 속도로 압을 순환시키는 분극시험을 실시하 다.사용된 구리

시편은 #1~#7의 총 7종을 사용하 다.

① 실험 으로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모든 시편에서 첫 시험에서는 측정된 부식 는 체로 높게 나타났으며,이후

용액을 바꾸지 않고 새로운 시편을 시험할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특

히 #1창성코 동은 감소폭이 -0.05V→ -0.15V로 높게 나타났다.용액의 조성이

변하면서 후속 시험에 향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 시편을 다시 2차로 분극시험을 할 경우에는 부식 는 상승하 다.표면에

부식생성물이 잔류되어서 부식 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 에 N2

bubbling을 한 경우에는 하지 않았을 때 보다 부식 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는 보 된 지하수 용액 내에 용존 산소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7Al청동을 제외한 모든 구리 시편에서 승압곡선의 +0.2부근에서 나타나는 언

덕 상(부식 류 억제효과)은 1차 스캔에서 강하게 나타나며,2차 스캔에서는 약하

게 나타나거나 없어지고 있다.이는 새로운 시편으로 교체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상으로 연마된 시편 표면의 얇은 산화막이 원인이 아닌가 여겨진다.

시험 용액을 교체하면 기에는 #6Naval황동과 #7Al청동을 제외한 순수 구리

시편(#1~#5)에서는 부식 에 도달하기 에 -0.2V 부근에서 환원 peak이 나타난

다. 그러나 이후 시험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이는 지하수 성분

에 비가역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CV 결과로는 하강시에는 특별히 강한 Passive특성은 보이지 않으며,상승

시와 거의 동일한 류값을 보이고 있어 특별한 부동태 형성은 측되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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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지하수 중에 Cl, O2 등과 같은 산화제의 농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② 부식 전위

초기 1차 Scan 한 경우에 있어서는 부식전위는 시편표면의 상태와 용액의 조성

의 불안정성 때문에 변화가 많아서, 비교적 안정적인 새로운 2번째 시편의 Scan 값

을 그림 2.89에 나타내었다. 구리 시편의 부식전위의 경향은 앞서 측정된 해수 및

NaCl 용액에서 측정된 값들과 비슷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 #6 Naval 황동이나

#7 Al 청동은 부식을 통해 강한 부동태를 형성하는 재료들이라서 부식 전위는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포함된 주석이나 아연 성분으로 인해 부식전위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③ 부식 전류

Tafel Plot에 의한 부식 전류를 조사하여 그림 2.90에 나타내었다. 1차 Scan에서

는 거의 모든 시편이 일정한 부식전류 값을 나타내었으며, #4 압출동이 약간 높게

평가되었다. 이후 같은 면을 2차로 Scan할 경우에는 순도가 높은 구리들(#2 Tafa

코팅동과 #4 압출동)이 예상밖으로 높은 부식 전류(부식율)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앞서 관측된 결과들과 많이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전기화학적 부식 전류치는 표

면상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실제 부식율과는 차이가 있어서 해석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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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9. KURT 용액에서의 분극시험에서 나타난 부식 전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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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0. KURT 용액에서의 분극시험에서 나타난 부식률 비교.

④ 표면 관찰

시험시편 사진을 그림 2.91에 나타내었다. 표면의 육안 관찰 결과로는 구리시편

중에서는 #2 Tafa 코팅동의 산화막 두께가 가장 얇게 보였다. 그리고 #7 Al 황동

은 육안으로는 부식피막 형성이 억제되어 보였다. #1 시편은 #3과 같은 물질로서

동일하여 사진에서 제외하였다. 붉은 색상으로 보아서 구리시편 표면에 형성된 부

식피막은 적색의 Cu(I)2O로 판단되었다.

그림 2.91. KURT 용액에서의 분극시험 시편 사진들.

(2) 정전압 분극(Potentiostatic Polarization) 시험

구리 시편을 KURT 용액 내에서 충분히 높은 800 mV의 높은 전압을 가해 강제

적으로 산화전위이상으로 유지시켜, 시간에 따른 부식전류를 관측해 보았다. 금속

표면에 산화피막이 생김으로서 표면부식이 억제되는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표면의 산화피막 유도를 위해 시험 용액은 공기와 접촉이 가능한 상태로 시험하였

다. 구리시편은 #1~#5의 5종의 구리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노출된 시편의 표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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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
2
으로 하 다.그 표 인 결과를 그림 2.9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2.92.KURT용액에서의 정 압 분극시험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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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2에서 상과 동일하게 기 류값은 높게 형성되었다. 기 부식 류

값은 코 동(#1~#3)이 일반동(#4,#5)보다 높게 나타난다.그리고 이후 차 표면의

부식 피막이 형성됨에 따라서 격하게 부식 류는 하강하며,이후 10,000sec이

후에는 감소폭이 일정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후에는 시간에 비례하여 서서

히 부식 류값이 감소하고 있다.이는 부식층의 성장이 꾸 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 인 부식 류값은 일반동이 코 동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서,부식피막의 치 성이 코 동보다 우수한 것처럼 보인다.코 동의 부식 류는

기에는 일반동에 비해 상 으로 높게 평가되지만 장기간 시간이 지나서 부식피

막이 두터워지면서 그 차이는 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반동은 본 시험에서 부식피막과 원래 속간의 결합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험도

에 피막이 자꾸만 벗겨져서 부식 류치가 갑자기 뛰는 상이 발생되었다.#4

압출동과 #5단조동은 모든 시편에서 그러한 상이 나타났으며,그림 2.92의 #4그

래 는 다행히 시험 도 에는 벗겨지지 않았지만 해체하면서 약간의 움직임에도 부

식 피막이 벗겨져 버리고 말았다.부식피막이 벗겨지면 순수 속면이 용액에 노출

되어 부식 류가 상승하게 된다.

그림 2.93에 시험에 사용된 시편들의 사진을 나타내었다.일반 코 동의 부식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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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은 속에 강하게 합되어 있는데 비하여 #4압출동과 #5단조동은 벗겨져 있었

다.그림 2.93의 #4-2는 시험 종료 직후 벗겨진 것으로서 부식되지 않은 순수한

속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부식피막이 벗겨지는 원인으로 일반동의 경우에는 구리

의 과립상(granular)의 결정면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새로 형성된 부식 피막과는

착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4압출동의 경우에는 육안으로도 결정면들이

선명하게 찰되며,#5단조동의 경우에는 과립상이 잘게 부서져 작은 크기로 무수

히 존재하고 있음을 학 미경으로 확 하면 찰할 수 있다. 두께가 얇은 기

부식피막의 경우에는 잘 벗겨지지 않으나,계속 부식이 진행되면 성장하는 부식피

막의 부피가 속체보다 크기 때문에 자체 인 표면 팽창력으로 인해 벗겨져 버리

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림 2.94에서 보듯이 벗겨진 부식피막을 찰하면, 속에

하는 쪽이 떨어지면서 바깥 용액 면 안쪽으로 둥 게 말리면서 벗겨져 길쭉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림 2.93.KURT용액에서의 정 압 분극시험 시편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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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4.KURT용액에서 벗겨진 부식피막 사진.

3)산화환경에서의 부식 특성 평가

가)구리 산화막 제거 조건 정립

구리의 부식률은 주로 무게 감손에 의해 측정되므로,부식된 구리시편에서 부식

피막을 벗겨내는 과정이 단히 요하다. 만일 부식피막을 벗겨내는 도 에 부식

되지 않은 구리성분이 제거되면 부식률 측정에 오류가 발생된다.그림 2.95는 기

70℃ 습공기 조건에 3주간 노출된 구리의 무게 감손을 측정한 그래 이다.이 그

래 는 35% HCl의 강산으로 부식피막을 제거하고 측정한 것이다. HCl수용액을

사용한 이유는,구리의 산화피막(Cu2O,CuO)을 HCl이 선택 으로 잘 녹이기 때문

에 사용하 다.이후 검증 시험에서 부식되지 않은 구리시편의 경우에도 35% HCl

강산에 노출되면 0.001~0.0001g사이의 무게 감손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 다. 이에

산화피막을 용이하게 제거하면서 속구리를 손상시키는 않는 최소한의 HCl수용

액 농도와 처리시간을 조사하게 되었다.

(1)10% HCl수용액

감손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8.6×20×1.0mm 의 직사각 시편을 사용하 으며,#1～

#4의 구리 시편을 Sandpaper#2,000으로 표면을 1차로 연마하고,0.3㎛ 알루미나

슬러리 입자로 최종 연마하 다. 연마된 시편은 에탄올로 세척하여 표면상의 이물

질을 제거하 다. 시편의 표면 은 약 400mm
2
이며,평균 질량은 1.45g정도 다.

10% HCl수용액 20ml에 시편을 담그고,30 간 음 를 가하면서 어느 정도의

무게 감손이 생기는지 10-4g수 에서 조사하 다.각 시편에 해 6차례씩 연속하

여 10% HCl로 처리하면서 처리 후의 무게 변화를 조사하 다.그 결과를 표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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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시험 결과 10% HCl 수용액은 순수 구리(#1～#4)를 꾸준히 깍아 래

린다는 것을 알았다. 그 중에서도 저순도의 #1과 #3의 창성구리 코팅구리를 더 많이

깍아내었다. 따라서 저순도의 구리를 0.0001g 수준에서 깍아내는 조건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였다. 한편, 여기서 질량 0.0001 g은 해당 구리시편에서 약 28 nm 두

께에 해당한다.

#1 #2 #3 #4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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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queous HCl, 5min Untrasonic Treatment

그림 2.95. 습공기로 3주간 부식시킨 후, 산화피막을 벗겨낸 후 무게 감손.

처리횟수
시편 종류

#1 #2 #3 #4

1 -0.0003 -0.0001 -0.0013 0.0000

2 -0.0004 -0.0001 -0.0020 0.0000

3 -0.0007 -0.0002 -0.0023 -0.0001

4 -0.0008 -0.0002 -0.0026 -0.0001

5 -0.0011 -0.0003 -0.0031 -0.0002

6 -0.0015 -0.0002 -0.0039 -0.0002

표 2.24. 10% HCl 수용액으로 초음파 처리한 구리 시편의 무게 감손량 (단위 : g)

(2) 5% HCl 수용액

앞선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금속성분이 잘 벗겨지는 #1 창성코팅동에 대해서 산

도를 낮춘 5% HCl 수용액으로 부식피막을 제거하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2.96

과 같이 70℃에서 습공기 조건에서 약 4일간 표면에 인위적으로 산화막을 형성시킨

#1 창성 코팅동의 구리시편의 녹을 5% HCl 수용액으로 제거시키는 시험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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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6.습공기로 산화된 구리 시편(#1)의 5.0% HCl수용액 처리 후 시편 사진 (1;

30 ,2;20 ,3;5 음 제거 처리한 경우).

그림 2.96에서 4일간 70℃에서 습공기에 노출된 시편은 검붉은 색을 띄고 있는데,

이는 Cu2O와 CuO(blackcupricoxide)가 혼재된 부식표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

다. 30 에서 완 히 녹이 제거되었으며,5 까지 처리시간을 짧게 음에도 표

면의 녹을 완 히 제거할 수 있었다. 피막이 제거된 구리 시편을 다시 음 처

리한 경우에도 순수구리의 무게 감손은 나타나지 않았다.(표 2.25)따라서 5% HCl

용액을 5 간 처리해도 표면의 부식 피막만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었으므로,좀 더

HCl농도를 낮추어서 처리해도 산화막 제거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5% HCl처리시간

30 10 5

습부식 시편 무게 1.4779 1.4803 1.4792

습부식후 시편 무게 1.4779 1.4803 1.4792

부식피막 5% HCl처리 후

무게 감손량
0.0002 0.0003 0.0002

피막제거 후,5% HCl재처리

무게 감손량(g)
0.0000 0.0000 0.0000

표 2.25.5% HCl수용액으로 음 처리한 구리 시편의 무게 감손량 (단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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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HCl수용액

3일간 70℃에서 습공기에 노출된 #1～#5의 산화된 구리시편을,2.5% HCl수용액

으로 약 20 정도 처리하 다. 그 결과,그림 2.97과 같이 깨끗하게 산화피막을

제거할 수 있었다.동일한 조건으로 산화되지 않은 순수 구리를 처리할 경우에도

무게 변화량이 사용된 울의 분해능 수 (0.0001g)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기본 인 구리시편의 산화막 제거 조건으로 2.5% HCl수용액 20 음 처

리를 선정하 다.

그림 2.97.습공기(70℃)로 3일간 산화된 구리시편(상)과 2.5% HCl수용액 처리후 시편

사진 (좌로부터 구리시편 종류 #1,#2,#3,#4,#5).

(4)고온 부식 생성물의 제거

#1구리 시편을 물에 신 타월을 함께 1L 폐 유리용기에 넣고 70℃ 고온에서

1주간 방치하여 표면의 녹을 형성시켜 보았다. 그 결과,표면에 붉은 녹(Cu2O)이

형성되었다. 그런데 유리병 바닥면과 구리 시편 뒷면은 강한 착을 이루고 있었

으며, 한 구리표면 부 에서 색다른 반응 생성물이 찰되었다. 녹슨 표면을

5% HCl용액에 30 간 음 세척을 실시하 다(그림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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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Cl30sec처리후↓

(앞) (뒤)

그림 2.98.습공기(70℃)로 일주일간 산화된 #1구리시편(상)과 5% HCl

수용액 30 처리후 시편 사진.

처리 후,붉게 산화된 면은 깨끗하게 산화피막이 제거되었지만,유리와 한 부

는 원래 색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생성된 부식생성물이 잘 제거되지 않았다. 이

부 의 반응생성물은 산에 한 항성이 일반 구리산화물에 비해 높았다. 유리병

의 성분과 화학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식시간을 늘려서 한 달간 부식시킨 #1시편을 5% HCl용액에 넣고 피막제거시

험을 실시하 다.부식된 시편의 표면에는 검은 Cupricoxide(CuO)가 상당히 많이

형성되었다. 산화된 표면은 5% HCl용액 30 처리로 많이 제거되었지만,깨끗하

게 제거되지 않았으며,특히 유리와 한 부 의 부식 생성물은 마찬가지로 잘

제거되지 않았다(그림 2.99).

그림 2.99.습공기(70℃)로 한달간 산화된 #1구리시편(상)과 5% HCl수용액 30 처리후

시편 사진.



- 191 -

(5)해수에 부식된 구리시편의 녹 제거

해수에 3개월간 노출시킨 5종의 구리시편(#1～#5)의 녹을 2.5% HCl수용액으로

20 처리하 으나(그림 2.100),녹이 거의 제거되지 않았다. 하지만 HCl로 한 번

처리된 것을 에탄올로 처리하면 1～2분 후 노란 녹이 녹아나오기 시작하 으며,

4～5분 처리하면 표면의 녹이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하 다.단순히 HCl수

용액을 처리하지 않고 에탄올만으로 처리하면 5분 이상 기다려도 표면의 녹이

녹아나오지 않았다.HCl수용액을 장시간 처리하면 녹을 제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 으나,생성된 산화막이 균일하게 표면에 덮여있지 않기 때문에 일 산화막이

벗겨진 부분의 구리 속 부분이 산에 녹아 나오면 곤란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

수에 노출된 구리 시편의 경우에는 20 2.5% HCl수용액 →5분간 알콜 처리→50

2.5% HCl처리를 기본 피막제거 방법으로 정하 다.

(6)연구 결과

이상의 결과로부터 붉은 Cuprousoxide(Cu(I)2O)는 2.5% HCl수용액으로 20

처리하면 쉽게 제거되지만,검은 Cupricoxide(Cu(II)O)로 덮인 구리 표면은 5%

HCl수용액으로 30 이상 처리해야 제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리고 바닷

물에서의 부식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부식생성물은 HCl수용액과 알코올을 순차

으로 용한 처리법이 유효하다는 것을 발견하 다. 따라서 구리시편의 부식 생

성물의 제거는 부식생성물의 발 조건 상태에 따라서 당한 피막 제거과정이

각각 필요하 다.

그림 2.100.해수에서 3개월간 산화된 구리시편(좌)#1～#5와 5% HCl수용액 에탄올로

처리한 시편(우)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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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 HCl 산성용액에서의 구리 산화

저온분사로 제작된 구리 층과 일반 동의 산성용액에서의 부식 안정성을 비교하고

자 하였다. 시험시편으로는 8.6×20×1.0 mm의 직사각 구리 조각을 사용하였으며,

#1～#4의 4종의 구리 시편을 Sandpaper #2,000으로 표면을 1차로 연마하고, 0.3 ㎛

알루미나 슬러리 입자로 최종 연마하였다. 연마된 시편은 에탄올로 세척하여 표면

상의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구리 시편들에 대해서 10% 염산 용액 중에서 5분간 초음파 처리시험을 하면서

매회 무게 감손을 저울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를 그림 2.101에 나타내었다. #2와 #4

는 순도가 높은 구리로서 해당 용매에 대해 부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3(창

성구리-SUS)이 가장 부식이 잘 되었다. #1(창성구리-주철)코팅동도 비교적 부식이

잘 되었다. 순도가 높은 #2(Tafa-SUS)는 일반 압출동(#4)와 거의 비슷한 무게 감

손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염산용액 중에서의 구리 부식은 코팅시편이나 일반

압출동이나 가공상의 차이점은 결론짓기는 힘들지만, 구리의 순도에 따라서 무게

감손, 즉 부식률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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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1. 10% 염산 용액 중 무게 감손 측정 결과표(매회 5분간 초음파 처리).

HCl에 처리된 시편의 모습을 살펴보면, #2, #4 시편은 변색이 없고, #1 변색이 조

금 있었으며, #3 변색이 확연하다. 이러한 변색은 표면이 식각되어 연마된 표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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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어지면서 빛이 산란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변색을 통해서 부식을 살펴

본 결과로는 #3가 가장 부식이 잘 되었으며,순도가 높은 #2,#4는 거의 부식이 되

지 않았다(그림 2.102). 이는 앞선 그래 의 무게감손 측정결과와 일치한다. 결론

으로 HCl수용액에서의 부식 상은 구리의 순도가 요하다고 단되었다.

(A) (B)

그림 2.102.10% 염산 용액 의 구리 시편 모습.좌측으로부터 #1,#2,#3,#4시편 (A)

부식 시편,(B)1회 염산 처리 후 부식 후 시편.

다)습공기 구리 산화

시험시편으로는 8.6×20×1.0mm의 직사각 구리 조각을 사용하 으며,시편 각각

의 무게는 약 1.4g,표면 400mm
2
이었다.시편 표면은 시험 에 Sandpaper

#2,000으로 표면을 연마하고 에탄올로 세척하여 표면상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

하 다. 시험 시편을 폐된 유리 용기에 신 천과 함께 넣고 70℃에서 3개월간

산화시켰다.시편이 유리병에 직 닿지 않도록 부직포를 바닥에 깔고 시험하 다.

부식된 시편표면은 2.5% HCl수용액 20 처리 조건을 용하여 제거하고 무게

감손량을 측정하 다.습공기 산화시험에서는 기존 온분사코 ( 온분사코 )

구리를 압출동 단조동과 비교 시험하 다. 시편은 #1～#5의 5종의 구리시편을

사용하 다.그 결과 나타난 무게 감손 결과는 그림 2.103과 같다.

그림 2.103에서 모든 시편은 기 1～3일간 높은 부식률을 보 으나 시간이 지날

수록 부식피막의 보호 작용으로 무게 감손량이 일정해졌다. 2달간의 시험에서 모

든 구리시편의 감손량이 작아서 약간의 차이에도 상 변화폭이 크게 나

타났다. 반 으로 감손그래 를 살펴보면,고순도 Tafa동(#2)과 단조동(#5)의 부

식 항성이 높았다.순도가 낮은 #3창성동은 비교 높은 무게 감손을 보 다.

그림 2.104에 습공기 부식 시편을 나타내었다. 기 부식시편은 붉은 Cup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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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e(Cu(I)2O)가 나타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Cupricoxide(Cu(II)O)가 생겨나면

서 표면색이 붉은 색에서 고동색으로 변하 다. 기본 인 피막의 제거 조건(2.5%

HCl수용액 20 처리)으로 충분히 표면의 녹을 제거할 수 있었다.

그림 2.103.습공기에서 산화된 구리시편의 무게 감손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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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해수 의 구리 부식 시험

(1)시험 비

온분사로 제작된 구리들(#1～#3)과 압출동(#4), 단조동(#5), 6:4황동(Naval

brass)(#6) Al청동(#7)등에 하여 서해에서 채취한 해수 에서 상온에서 부

식시험을 실시하 다. 시험시편으로는 8.6×20×1.0mm의 직사각 구리 조각을 사용

하 으며,7종의 구리 시편을 Sandpaper#2,000으로 표면을 연마하고 에탄올로 표면

상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 다. 그림 2.105에 시험시편을 나타내었다. 10

ml유리 실린더에 시편을 넣고,해수를 완 히 채워서 공기방울이 없도록 하 다.

상부는 라핀 필름으로 하여 공기의 침입을 최소화 하 다. 총 3개 세트를

만들어서,장기간 질량 감손을 측정하 다.

그림 2.105.해수(서해 바닷물)에서의 구리 시편의 산화시험 (좌로부터 #1～#7시편).

(2)시간에 따른 거동 찰

1주일 정도 지나자,모든 구리시편에서 국부 산화피막이 형성되었다. 한편 유

리 바닥이 우유빛으로 뿌 게 되어 산화생성물이 아래층에 모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Al청동은 뿌연 층이 생성되지 않았다.

20일이 지나면서,아래층 뿌연 침 물의 녹색화가 발생하 다.이 물질은 녹색의

Patina-Copper(II)chloride형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Copper(II)chloride(CuCl2)은 엷은 고동색 고체로서 수화되면 blue-greendihydrate

(CuCl2-Cu(OH)2)이 되는 특성이 있다.#1시편은 표면 피막이 검게 변화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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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서,CuCl2가 검은색 Cupricoxide(CuO)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 다. #6

6:4황동도 다른 구리와 마찬가지로 뿌연 침 물의 녹색화가 진행되었으나,#7Al

청동은 표면에서만 녹색 피막이 산재되어 발생되었다.

37일이 지나면서,시료 주변의 녹색화가 더 진행되었다.녹색성분은 CuCl2에 의한

blue-greendihydrate(Cu(II)Cl2-Cu(OH)2)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아래 반응식과 같

이 수화된 atacamite-Cu(I)2Cl(OH3)의 형성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Journalof

ColloidandInterfaceScience309(2007)470–477). Al청동은 녹색의 뿌연 산화

물이 없이 비교 깨끗한 표면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해수에 해 내부식성이 강

하다고 보았다.

2CuCl+H2O->Cu2O+2H++2Cl- (2.9)

Cu2O+Cl-+2H2O->Cu2Cl(OH)3Cl+H++2e- (2.10)

3개월이 지나면서,구리시편(#1～#5)주 가 녹색 부식생성물로 가득해졌다. #1,

#5,#7(Al-bronze)의 유리 에 공기가 침입되어 상층에 공기층이 형성되었으며,#1

에서 가장 많았다.그 결과,#1에서 부식 침 물이 최 로 나타났으며,아래 부분이

녹색으로 뒤덮 다. #7Al청동은 갈녹색 침 물이 나타났다. 시편을 유리 에서

제거 건조하여 찰하면,구리시편 에서는 순도가 높은 #2가 가장 부식이 덜

된 것으로 보이며,순도가 낮은 #1과 #3은 부식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찰된다.

청동이나 황동은 다른 구리시편에 비해서 부식이 었으며,#7Al청동이 보다 양호

한 상태로 보 다.#7청동에는 갈색 이 나타났다.

무게 감손을 측정하기 해 2.5% HCl용액으로 30 간 녹 제거를 시도하 다.

피막이 약한 부분이 일부 제거되었으나 검은 부분은 잘 제거되지 않았다(그림

2.106.#3～#5).2.5% HCl용액으로 처리된 시편은 에탄올 용액으로 처리하자 녹이

잘 벗겨졌으며(그림 2.106.#1～#2),어느 것이나 단독 용액으로는 녹이 잘 제거되지

않았다. 표면처리된 시편에서,#4압출동은 육안으로 쉽게 보이는 큰 결정질의 표

면이 드러났으며,#5단조동은 잘게 부서진 결정질의 표면을 찰할 수 있었다(그림

2.107).

6개월 후 구리시편들은 피막 표면의 차 색이 어둡게 되었다. #5단조동은 피

막이 국부 으로 떨어지는 상이 발생되었으며,무게 감손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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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6.해수(서해 바닷물)에서의 3개월 노출된 구리 시편들 (좌로부터

#1～#2;2.5% HCl+EtOH처리된 시편,#3～#4;2.5% HCl만 처리된 시편).

#2 #3

#4 #5

그림 2.107.해수(서해 바닷물)에서의 3개월 노출된 구리 시편의 녹 제거 후 사진.

(3)부식두께 거동

해수에 부식된 시편의 녹을 제거하고 무게 감손 정도를 측정하 으며,이를 근거

로 부식률을 계산하 다(그림 2.108).해수 에서 구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층

이 형성되고 있으나,Cl
-
이온의 향으로 부식피막이 엉성하고 계속 용액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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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려서,충분히 속을 보호하지 못하여 후기에도 부식률이 낮아지지 않고 꾸

히 부식이 진행하 다[2-20].이는 습공기 에서의 부식거동과는 다른 거동이었

다. 육안 찰로는 동 에서는 고순도의 Tafa 온코 동(#2)이 비교 항성이

큰 것으로 보 으나,무게 감손양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6개월 이후에 단조동이

비교 높은 무게 감손을 나타내었는데,표면 찰결과 이는 부식층이 떨어져 나가

는 상 때문이었다.6:4황동(Navalbrass) Al청동은 원래 해수에 한 내부식

성이 좋아서 선박 재료로 사용되는 물질들로서,본 실험에서도 해수에 한 부식률

이 낮고,후기로 갈수록 보호피막의 생성에 따라 부식이 거의 되지 않고 있었다.

이들 물질은 Cu외에 다른 Zn와 Al의 산화피막으로 보호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림 2.108.해수(서해 바닷물)에서의 장기간 노출된 구리 시편의 부식률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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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기부식 특성

가)LabScale 비 시험

구리시편의 지하처분환경에서의 장기부식시험을 실시하고자 하 다. 실제 지하

환경에서 구리처분용기는 지하암반의 처분공에 핵종이동을 억제할 수 있는 압축벤

토나이트로 주 를 둘러싸여진다. 이러한 분 기를 모사한 장기부식 시험을 실험

실에서 1차 으로 실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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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식 용기

직경 15mm,두께 1.0mm 동 모양 구리 시편을,건조 압축 도 1.6g/cm3의

압축벤토나이트 블락(직경 30mm,두께 10mm 원형)2개 사이에 넣고,티타늄 재

질의 내부식성 속용기에 담아 부식용기를 조립하 다. 티타늄 용기 상하면에는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있으며,벤토나이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티

타늄 필터를 상하면에 두었다(그림 2.109).

그림 2.109.장기부식 용기 구조도.

(2)압축 블락 제작

시험에 사용된 벤토나이트는 경주산 천연 Ca벤토나이트로서,압축 도 1.8～1.9

g/cm
3
정도로 압축하 으며,부식용기 내 기 으로 건조 도가 1.6g/cm

3
이 되도

록 하 다. 사용된 벤토나이트의 함습율 측정을 해 약 60g의 벤토나이트 분말

을 110℃ 오 에서 1주일간 건조한 후 그 증발량으로 계산하 다.그 결과 함습율

은 약 12.6wt%이었다.

(3)시험 시편의 비

시험 시편은 직경 15mm,두께 1.0mm 크기의 동 형이며,무게는 14.1～14.2g

정도로서 표면 은 약 400mm2이다.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표 2.26과 같이 #2～#7

의 6종의 시편을 사용하 으며,#1은 #3과 동일한 창성코 동으로서 코 모재만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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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종류로서 시험에서 제외하 다. 각각의 시편은 사포(Sandpaper#2,000)으로 표

면을 1차로 연마하고,0.3㎛ 알루미나 슬러리 입자로 최종 연마하 다. 연마된 시

편은 에탄올로 세척하여 표면상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사용하 다(그림 2.110).

장기부식 시험용 시편의 종류

#2

#3

#4

#5

#6

#7

스테인리스강 표면에 고순도 Tafa구리 입자를 코

주철 표면에 창성구리 입자를 코

압출동,

단조동

6:4황동(Navalbrass)

Al청동(Albronze)

표 2.26.장기부식 시험용 시편의 종류

#2 Tapa/SUS #3 창성/주철

#4 압출동 6:4 황동 Al 청동

그림 2.110.장기부식 시험용 시편의 연마 후 모습.

(4)시험용 용액

시험에 사용된 용액은 직 KURT 200m 처분공에서 뽑아낸 용액을 채취하여

사용하 다. 표 2.27에 용액의 특성 성분을 나타내었다. 표 2.27에서 Eh가

-384mV 로서 -100mV 부근에서 측정된 구리의 산화환원 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KURT 지하수는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심층 지하수와 달리 Cl- 이온의

농도가 낮고,산소함량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채취된 용액은 채수병에 담아

서 보 하 으며,부식시험 직 측정된 pH가 7.7～8.1의 약 알칼리 상태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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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시험에 사용하 다.시험에 사용된 폐 유리병은 상업 으로 매하는 것으

로서 실리콘 고무로 폐되는 500mL용기 다. KURT 용액 약 350mL를 부어넣

어 부식용기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하 으며, 폐 에 30분간 고순도 N2를 불어

넣어 산소의 침입을 최소화 하 다.

Sample Sampling Borehole Sampling Temp. pH Eh EC DO TDS

no.  Date
depth 

(m)

depth 

(m)
(℃) (mV) (μS/cm) (mg/L) (mg/L)

TB-10 07-6-22 0:00 200 140~150 15.4 8.10 -384 159 0.02 246.6

Concentration (mg/L)

Na K Ca Mg SiO2 Cl- SO4
2-

NO3- F- HCO3
-

CO3
2-

HCO3+CO3

16.5 0.38 17.2 1.72 41.3 2.18 6.97 0.23 3.41 78.4 0.00 78.4 

표 2.27.장기부식 시험용 KURT지하수의 특성 성분표

(5)부식 용기의 조립

조립 비물은 시편을 포함하는 압축벤토나이트 2개조,티타늄 부식용기 1set,

티타늄 필터 2개, 울,비이커, 폐유리병,지하수 고순도 N2gas등을 비한

후 조립하 다.그림 2.111에 조립과정 사진을 나타내었다.

압축벤토나이트와 시편 사진 조립 사진 완료된 용기

용액의 pH측정
폐병에서의 N2purging 70℃ 항온 챔버 보

그림 2.111.장기부식 시험용 부식용기의 조립 과정 사진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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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부식 용기의 해체

시험이 끝난 시험시편은 부식용기를 용 유리병에서 집어낸 후,1일 정도 11

0℃에 건조오 에서 말린 후 해체하 다.건조한 이유는 압축벤토나이트가 팽윤하

여 부식용기에 고압의 팽윤압이 걸려 있어서 용기의 해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해체된 압축 벤토나이트는 완 히 하나로 뭉쳐져 있었으며,건조로 인해 균열이 발

생되어 시편을 제거하기 용이하 다(그림 2.112).

압축벤토나이트 내부에서 제거된 구리시편은 먼 에탄올 용액에 두고 1분간

음 세척기로 세척하여 표면의 토 입자와 불순물을 제거하 다. 표면의 부식상

태를 학 미경으로 찰한 후,2.5% HCl용액에서 10~20 간 음 처리하여 산

화막을 제거하고 10
-4
g수 으로 무게를 측정하 다. 측정된 감손량를 이용하여

아래 식과 같이 부식두께를 계산하 다.여기서,Wloss는 감손량,As는 시편의 표면

,δ
d
는 시편의 도 Dc는 부식 두께이다.


 

 × 
 

 
×  (2.11)

그림 2.112.장기부식 시험용 부식용기의 해체 사진 시편 모습.

(7)장기부식 시편의 고찰

-2개월 :시편 표면에 산화피막이 형성되어 있었으며,표면피막에서 무지갯빛이 보

이는 것으로 보아서 그 피막 두께는 수십 nm 수 으로 추정되었다.산화피막은

2.5% HCl용액에서 약 10 정도 노출에도 용이하게 제거되었다.피막의 색조는 고

동색에서 검은색으로 섞여 있었으며, Cuprous oxide[Cu(I)2O]와 Cupric

Oxide[Cu(II)O]가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 에서도 #5단조동은 색이 보다 검

었으며,코 동 보다 부식 피막이 튼튼해서,동일 조건에서 산화피막이 잘 제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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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확 된 사진을 찰하면,특별한 국부부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4개월 :표면의 색이 좀 더 진하게 검게 변하 으며,표면 택이 기 연마한 그

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부식피막 두께는 아주 얇게 보 다.검은 색상

으로 볼 때,표면에 CupricOxide[Cu(II)O]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한편 KURT

용액 내에 벤토나이트에서 흘러나온 것 같은 반투명 흰색의 부유물이 미량 찰되

고 있으며,물 표면에도 소량 떠 있다(그림 2.113).이러한 부유물은 부식시간이 오

래될수록 많이 발생하 으며,19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용기 바닥에 상당량이 찰

되었다.

그림 2.113.4개월 장기부식 시험용 부식용기와 19개월 된 유리병 내의 흰색 부유물.

-6개월 :6개월 시편의 상태는 4개월과 동일하 다.시편 표면의 부식피막을 XRD

로 분석해 보았다.그 결과 표면에 약하게 Cu2O와 CuO가 발생된 것을 찰할 수

있었다.#5단조동의 경우에는 CuO가 거의 찰되지 않았다.표면은 검은 색이었지

만 붉은 Cu2Opeak가 CuO에 비해 상 으로 많이 나타났다(그림 2.114). 유리병

내의 흰색 부유물의 XRD를 조사한 결과로는 뚜렷한 결정 peak는 나타나지 않았지

만,peak의 형태가 Silicagel를 진공 건조한 경우에서 보이는 20～30°부근의 넓은

band를 나타내는 패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서 벤토나이트 의 SiO2성분이 약

알카리 지하수에 녹아 나온 것으로 짐작되었다.

-9개월 :부식용기 의 압축벤토나이트는 기존 경주산 Ca벤토나이트가 아닌,원

산지가 다른 제품으로서,건조 후 벤토나이트 블락 표면에서 부스러기가 많이 발생

되어 벤토나이트의 물리 응집력이 다소 떨어졌다.해체된 구리시편은 표면에 생

긴 진한 얼룩이 잘 제거되지 않는데,이는 CupricOxide(CuO)로 보이며,반 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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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얼룩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면색만 진하게 바 고,표면의 연마된 기 택도

그 로 유지하고 있어서 부식은 거의 되지 않았다.

그림 2.114.6개월 구리시편(#2,#3,#5,#6)표면과 부식되지 않은 Cu(아래)의 XRD사진

용액 내 부유물의 건조 후 XRD그래 .

-17개월 :실험실이 치한 건물의 화재로 인해 항온오 이 장기간 항온 유지가

단되었었다. 이후 새로운 실험실로 이사를 간 후,처음으로 개 하여 분석하게

된 시편들이다. 모든 시편이 진한 검은색을 띄고 있으며,부식률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특히 #4의 부식률이 등하 으나,표면을 찰하면 모든 시편에서 국부

부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4용기의 상태가 깨져서 다량의 산소가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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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19개월 :시편 표면은 체 으로 CuO의 검은 색이며,붉은 색조(Cu2O )가 조

씩 보인다. #3-1은 약간 어두운 녹색을 띄는 특이성이 있었다. 이는 CuOH의

형성 때문이 아닌가 의심되었다. 다른 시편에 비해 #4압출동이 이 약간 더 검게

나타났으며,확 하여 찰하여도 부분 부식은 보이지 않았다.

-21개월 :시편은 19개월과 동일하 다.표면은 기 연마한 택을 많이 잃고 있

었으며,표면의 색도 많이 검은 빛을 띄고 있다.#2시편이 담겨있던 용액의 pH를

측정한 결과 약 pH 10.9라는 높은 알카리를 띄고 있었다.구리가 산화되면서 수

에 OH 기가 많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화학 구리 부식시험을 실시할 경

우에도 pH가 상당히 상승하는 것과 일치하 다.

-24개월 :시편은 #3시편이 가장 검게 나타났다. #3의 경우에는 팽윤압으로 인

해 용기 분해가 잘 되지 않아서 고온 건조 시간을 늘린 효과로 인해서 좀 더 검은

색을 띈 것으로 보인다. #4압출동의 경우에는 미세한 검은 구멍들이 많이 찰되

었으며, 보다 부식률도 높게 나타났다.검은 구멍은 부식의 흔 으로 의심이

되었으며,#3의 순도 코 동의 경우에도 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도가 높은 #2코 동의 경우에는 미세 구멍들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4의 경우

를 찰하면 반 으로 부식 피막의 형성이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안쪽 면은 부식의 흔 이 거의 없었다. Al청동의

경우에는 비교 깨끗한 표면을 유지하고 있었으며,부식율도 낮았다.

(8)LabScale장기부식 시험 결과

온분사로 제작된 2종의 코 동(#2,#3)과 일반동의 KURT 지하수에서의 장기

부식 거동을 지난 2년간 수행하 다.무게감손을 통해 측정된 부식률을 그림 2.115

에 나타내었다. 기 2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구리 시편의 부식두께는 0.1～0.3

㎛ 부근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아주 낮은 일정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동안 부식시편은 표면만 변색되었을 뿐, 기 연마된 표면의 택를 그 로 유지하

고 있었다. 이후 실험실 화재로 인해 용기의 보 상태가 불량해지면서 이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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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몇몇 시편들에서 부식률이 갑자기 증가하 다. 하지만 2년간의 시험에도 부식

두께는 최 1㎛ 수 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1,000년의 기간으로 환산하면 1

mm의 부식두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장기부식 안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구리시편은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 부식 이후,부식

피막이 일단 형성되면 부식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산소가 유입되면 부식

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15.KURT처분 모사 환경에서의 구리 시편 장기 부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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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의 장기부식 그래 에서 코 동과 일반동의 차이를 뚜렷이 알 수는 없

었으며,단지 순도가 높은 Tafa코 동이 순도가 낮은 창성동에 비해 우수한 부식

항성을 반 으로 보 다. 이와는 별도로 Naval황동이나 Al청동도 장기처분

용 내부식 후보 재료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으며,Al청동이 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되었다.한편 최종 24개월 시편에서는 일반 압출동 #4에서 부식으로 의심되

는 흔 이 보 으며,구리의 장기부식특성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나)KURT에서의 장기부식 시험

앞서 실험실 규모에서 장기부식시험을 수행하 으며,이를 바탕으로 KURT에서

장시험을 실시하 다. 장시험의 경우에는 수질의 품질 하나 산소침입을 걱정

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순수한 지하수를 바로 부식용기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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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어,실제 처분환경에 근 한 조건에서 구리시편의 부식률을 측정할 수 있게

된다.

(1)장기 부식 시스템

장기 부식 시스템은 고 폐기물 지하처분환경을 모사하여 구성하 다.통상

인 지하처분 방식은 지하암반에 처분공을 뚫고,압축벤토나이트로 주 를 둘러싼

형태로 구리 처분용기를 하게 된다. 처분 후에는 지하수가 압축벤토나이트를

팽윤시키면서,구리처분용기에 도달하여 구리를 부식시킨다. 따라서 부식시험에서

는 내부식성의 티타늄 용기 내부에 압축벤토나이트로 둘러 쌓인 구리시편을 넣어

주는 구조로 지하 처분환경을 모사하 다(그림 2.116). 지하수는 KURT 지하 처분

공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수하여 수질의 변화를 없게 하 다. 지하수가 티타늄 용

기 내부로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용기 상하면에 다수의 구멍이 있으며,벤토나이트

입자들은 팽윤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티타늄 필터로 막 있다.

그림 2.116.지하처분환경을 모사한 KURT에서의 구리부식 도식.

티타늄 부식셀은 LabScale장기부식시험에서 사용한 부식셀을 그 로 사용하

으며,부식셀은 5개를 한조로 하여,유리 으로 된 부식모듈에 장하 다. 부식모

듈은 수직형으로서 지하수는 아래에서 로 흐르도록 하여 기포가 내부에 잔류하지

못하도록 하 다.부식모듈인 유리 은 내경 50mm,높이 350mm이며,부식셀 사

이에는 셀 상하면이 겹치지 않고 지하수가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PE재질의 환

형 간격링(직경 46mm,높이 5mm,두께 5mm)을 끼워 넣었다(그림 2.117).간격

링은 3/4만 둘러져 있고,1/4은 없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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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KURT에서의 구리부식 모듈.

지하수는 지하수압으로 인해 항상 흐르기 때문에 펌 는 설치하지 않았으며,유

량을 조 하기 해 유량조 기를 각각의 부식모듈에 설치하 다.부식모듈당 유속

은 10～20ml/min으로 조 하 다. 재 총 6개의 모듈이 있으며,1년간 시험운

을 한 후에,향후 10년 이상의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하수의 온도는 약 15℃

정도로 부식 온도 70℃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직 부식 모듈에 수할 경우에는

모듈 내의 온도를 제어하기 힘들다. 따라서 미리 약 80℃로 열한 후,70℃로 조

된 항온 챔버에 흘려 넣었다. 체 인 부식시스템 도식을 그림 2.118에 나타내

었으며,그림 2.119에 KURT 내에 설치된 장치를 나타내었다.배 은 부식시험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해 속이 아닌 PVDF 으로 하 으며, 열기의 내부도 테

론으로 코 처리하여 지하수와 장치 자체 속면과의 을 최소화하 다.

그림 2.118.KURT에서의 구리부식 시스템

(1: 수부,2:비가열기,3:유량조 기,4:부식모듈,5:항온챔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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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KURT내에 설치된 구리부식 시스템 (사각틀 안이 부식 장치).

(2)시험 비 평가

부식 챔버에는 총 6개의 부식모듈을 넣을 수 있으며,모듈 당 5개의 부식 셀이

설치되어 있다.실험에 사용된 시편은 6종(#1,#2,#3,#4,#5,#7)으로 총 30개의 부

식 셀을 설치하 다. 구리 합 에서는 지 까지의 부식 특성결과,#6Naval황

동보다 내부식성이 좋다고 단된 #7Al청동을 넣었다. #1은 창성/SUS코 동,

#2는 고순도 Tafa코 동,#3은 창성/주철 코 동,#4는 일반 압출동,#5는 단조동이

다. 시편은 표면을 0.3㎛ 알루미나 슬러리로 매끄럽게 연마한 후 사용하 다. 압

축벤토나이트 건조 도는 1.6g/cm3으로 하 다. 기 벤토나이트의 함습율은 약

12.6% 다.

재 챔버에는 5개의 부식모듈이 설치되어 있으며,4개의 각 모듈에는 #2,#3,#4,

#5,#7시편이 각각 1개씩 들어가 있다. 그리고 나머지 1개의 모듈에는 #1시편들

이 있다. 1개 모듈은 45일간의 시험을 마친 후, 비 평가를 해 이미 해체된 상

태이다.

• KURT내 구리 장기부식시험 (45days)

부식셀의 상태를 검하기 하여 45일간 시험이 실시한 후,부식셀을 해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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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면은 그림 2.120에서 보듯이 기 연마한 매끄러운 상태를 그 로 유지하고

있었으며,표면만 어둡게 변한 상태 다.

(부식 피막 제거 )

(부식 피막 제거 후)

그림 2.120.KURT내 장기부식 시험 45일 시편들(좌로부터 #2-1,#3-1,#4-1,#5-1,#7-1).

시편들은 에탄올로 표면의 벤토나이트 입자를 제거하고,2.5% HCl용액에서 10

간 표면피막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 다.무게 감손을 통한 부식두께는 거의

모든 시편이 0.1㎛ 수 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며,이는 앞선 실험실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거나 조 낮은 수치이다.시편을 확 하여 찰한 결과(그림 2.121),아직까

지 특별한 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45일간의 부식셀을 해체해 본 비 평가에서 부식셀이 안정 으로 운 됨을 확인

하 다.KURT에 설치된 부식셀은 매달 2～3회 지하수의 흐름을 검하고 있으며,

향후 주철,티타늄 등의 다른 후보 속으로 확 하여 처분환경에서의 부식률 측정

이 계획되고 있다.이를 해 지 까지 나타난 부식모듈 교체에서의 불편함을 개선

하여 새로운 부식모듈을 설계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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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1

#4-1 #5-1

#7-1

그림 2.121.KURT내 장기부식 시험 45일 시편의 확 사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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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1)부식모델 선정

방사성폐기물에 한 우리나라 처분의 주요 개념은 심지층에 벤토나이트 완충재

와 구리 캐니스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스웨덴의 방식을

따르고 있다. 구리 캐니스터는 공학 방벽(EBS)1)의 한 일원으로 작용하는 것에

더하여 심지층 환경에서 처분용기가 겪게 되는 부식에 한 방벽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된다.

재 스웨덴에서 고려하고 있는 처분용기 수명기간이 십만년임을 감안하여 스웨

덴에서는 구리의 두께를 보수 으로 5㎝로 설정하 으나 20여년에 걸친 구리용기

의 부식에 한 연구결과,최악의 부식 환경을 설정하고 백만년의 기간을 가정하더

라도 부식층의 두께가 최 1㎝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비용과

효율성의 상 계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구리용기의 두께를 일 수도 있겠으나,

실질 으로 5㎝ 이하로 원통형 단조 형태의 구리용기 제작이 어려워 스웨덴에서는

5㎝ 두께의 구리용기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

템 개념에서는 단조 형태의 5㎝ 두께 구리용기 제작 신 구리분말을 온 고속

분사하여 1㎝를 상회하는 두께의 용기를 개발하고 있다.이미 1/10규모 구리용기

를 제작하고,이로부터 시편을 제작하여 부식 실험을 진행 에 있다.따라서 구리

분말을 이용한 온분사코 구리 시편에 해서도 부식거동을 연구할 필요성이

두되며,기존의 단조 구리의 부식에 한 여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나름 로

의 심지층 처분환경에서의 구리 부식모델링을 정립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해

서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구리 처분용기의 부식에 하여 이미 개발된 모델링들의

황을 조사하 다.

가)General(Uniform)CorrosionModel

일반 으로 구리부식에 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크게 ,
,그리고 

이다. 이들의 부식과정을 열역학 으로 근하여 처분용기의 수명을 측하기

해서는 일반 으로 각 입계면에서의 동력학 반응들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일어

나고 체의 진행속도는 확산에 의한 masstransport에 의해 핵심 으로 지배된다

1)EBS-EngineeredBarrier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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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을 먼 설정하여야 한다.

부식모델에 한 근 방법은 크게 열역학 인 근과 동력학 근이 있다.동

력학 근방법은 부식입계면을 기 으로 masstransport를 사용하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제한 인데 반해,열역학 인 근방법은 무제한 인 반응들을 가정하여

체 으로는 매우 보수 인 최악의 경우를 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본 보고서

에서는 동력학 근에 한 모델 황조사가 주목 인 계로 동력학 부분만

살펴보았다.

(1)Cu(II)mass-transportlimitedmodel

King[2-21]은 압축된 완충재 속에서의 부식실험을 기 로 하여 이 모델을 개발하

다.이와 같은 조건 속에서 Cu(II)가 구리 표면으로부터 확산되어 멀어져가는 과

정이 체 부식과정의 속도를 제한하며 이때의 속도를 아래와 같이 수식 으로 나

타내었다. 수식(2.12)에서 측한 부식속도는 조건에 하여 실제 압축된 버퍼 물

질 속에서 구리의 부식실험과 잘 일치함을 보 다. 이때의 조건은 온도는 50~15

0℃이며,버퍼의 건조 도는 1.45~1.79Mg/㎥,부식 노출기간은 1달~2년까지이다.

수식(2.12)은 캐나다 처분에 있어서 구리 처분용기의 용기 수명을 측하는 기본

모델로 이용되었다. 이 식은 부식의 메커니즘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함

축 인 가정을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표 하면,부식속도가 처분용

기 표면에 공 되는 의 양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와 같은

가정은 처분 후에 이 되는 실제 처분 상태에 비해 매우 보수 인 가정임을 나

타내며,따라서 극단 으로 짧은 처분용기 수명을 평가하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

고,캐나다 처분환경에서 25㎜ 두께의 구리 캐니스터의 수명은 3만년정도로 평가

되었다.보다 더 실질 인 처분환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비록 가 무한정 공

된다 하더라도 백만 년 정도의 수명을 측하게 되었다.


∙



∙∙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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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의 atomicdensity

 :Cu의 density

 :drydensityofbuffermaterial

 :totalconcentrationofCu

(inthebufferimmediatelyadjacenttothecanistersurface)

 :time

 :effectiveporosityformasstransport

 :tortuosityfactorofthebuffer

 :bulk-solutiondiffusioncoefficientofCu(II)

 :buffercapacityfactorforCu(II)

(relatedtotheextentofadsorptionontheclay

Cu(II)transport모델의 장 은 다음과 같다.

① 계산하기 편리하여 처분에 한 체 평가모델에 입하여 사용하기가 편

리하다

② 입력인자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③ 부식속도에 한 실제 실험데이터의 응용이 가능하다

④ 모델 자체에 매우 보수 인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Cu(II)transport모델의 단 은 다음과 같다.

① 의 무한정 공 에 한 보수성이 지나치다

② 부식속도에 한 데이터가 시간과 부식의 총 깊이 (totalcorrosiondepth)

계의 함수 만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용기수명에 한 지나친 보수성 때문에 처분 직후 기 상태에

만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Steady-statekineticmodel

King[2-22∼ 2-24]은 실험실 규모에서 수행한 단기간의 기화학 실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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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기 하여 의 모델을 개발하 다. 이 모델은 다양한 masstransport와 폭

넓은 환경 인 조건에 하여  (부식 ,corrosionpotential)값과  (

류 도,currentdensity)값을 측할 수 있는 mixed-potentialmodel이며,이때 쓰

이는 데이터들을 조합하기 하여 steady-statemass-transport의 표 방식을 사용

하게 되었다.이 모델을 통해 측된 값과 실측된 값은 의 일부 농도 범 와 일

부 steady-statemass-transportcoefficient값 범 에서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보

다. 그러나 이 모델은 처분용기의 수명 측에는 직 으로 쓰이지 않고 실험실

에서의 실험결과를 해석하는 목 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값과  값을 잘

측하는 장 이 있다.

(3)TransientkineticCopperCorrosionModel(CCM)

King과 Kolář[2-25∼2-26]는 그동안의 다른 모델에 비해 매우 발 된 형태인

CCM 모델을 제안하 으며,유용성 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모델은

그림 2.122과 같이 를 포함하고 있는 염수(salinegroundwater)분 기의 완충재

환경에서의 실험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그림 2.122.TransientkineticCCM Envrionment.

이 모델의 주된 근간을 이루는 연구배경은 아래와 같다.

① corrosionstudiesincompactedbentonite[2-27∼ 2-29]

② electrochemicalstudiesoftheanodicdissolution ofCu in Cl and

ClSO
 solutions[2-30∼ 2-32]andreductionofO onCu[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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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③ homogeneousoxidationofthereductionofCu(I)byO inCl solutions

[2-35]

④ consumptionofO byreactionwithFe(II)[2-36]

⑤ adsorption ofCu(II)on bentoniteandthediffusionofdissolvedCu

throughcompactedbuffer[2-37∼ 2-38]

와 같이 많은 문헌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델

을 개발하 다. 수학 인 모델의 형태는 처분환경에 있는 다양한 mass-transport

barrier를 1-D 형태로 표 하고 화학 형태의 요소들에 해 각각의 mass-balance

수식의 시리즈로 나타내었다. 이때의 화학 형태 요소들은 총 10가지이며 이를

표 2.28에 나타내었다.

dissolvedO gaseousO

Cl CuCl


dissolvedCuII CuII adsorbedonclaysurfaces

CuO CuCl

CuOH dissolvedFeII andprecipitatedFeII

표 2.28.Corrosion을 유발하는 화학 형태 요소들

mass-balance수식의 형태는 아래와 같다.




 

 
 







′ (2.13)




 

′ (2.14)

c :pore-waterconcentration

a :accessibleporosity

Ri :sumsoftheratesofformation

Ri
′ :sumsoflossof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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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2.13)에서 sum 부분은 의 그림에서 도식된 여러 상들 모두 포함하는 개

념이다. 수식(2.14)은 완충재 매질 체에서 균일하게 일어나는 상으로 확산 거

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mass-balance수식에 확산(diffusion)항이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상으로는 hydrolysis와 redox반응,침 과 용해,흡착

과 탈착이다.각 반응은 1차 동 반응으로 표시하 다. 한 향후 온도에 해서

는 1-Dheat-conduction을 용하면 다양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

CCM 모델의 가장 큰 장 은 output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하다는 것이다.

ECORR 의 시간 의존도와 캐니스터의 부식속도를 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0가

지 화학 요소들의 시간 공간 농도를 측할 수 있고,각 반응들의 진행속도

진행범 까지 측을 할 수 있다. 특히 각 반응들의 진행속도 진행범

측을 통해서 처분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염도와 O의 소모량에 한 시간 의존

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상기 모델을 이용하여 캐나다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25

mm 구리 처분용기 수명을 측한 결과 1백만년 이상으로 추정되었다.

구리의 일반 인 부식을 측하는 것 이외에도 CCM 모델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

을 측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① theevolutionofvaultredoxconditions[2-39]

② theextentofSCC controlledby theflux ofoxidanttothecanister

surface[2-40∼ 2-41]

③ corrosionpriortosaturationofthedisposalvault

④ theeffectofgeosphereconditionson thecorrosion ofCu canisters

[2-42]

⑤ the results of Cu corrosion experiments under simulated disposal

conditionsandofobservationsfrom abronzecannonnaturalanalogue

[2-43]

⑥ theprobabilityofpittingofCucanisters

CCM모델은 앞의 Cu(II)mass-transportlimitedmodel이나 Steady-statekinetic

model에 비하여 아래와 같은 여러 장 을 가지고 있다.

① CCM 모델은 범 한 실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하여 이 모델을 통한

측결과에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다

② 다른 두 모델과 달리 각 입계면에서의 반응(interfacial),균질한 동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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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달에 련된 모든 process들을 포함하고 있다

③ 각 경계조건에 해서 기화학 표 들을 사용함으로써  (부식 ,

corrosionpotential)값과  ( 류 도,currentdensity)값을 직 계산

할 수 있으며,특히  값은 국부부식과 SCC의 발생가능성을 측하는

데 부분 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장 이 있다.

④ near-field의 각 입계면들에서 발생하는 여러 반응(reaction)들과 작용

(process)들을 같이 고려하게 되면 캐니스터의 부식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여러 상들에 해서도 시뮬 이션해볼 수 있는 용가능성이 더욱 넓어진

다.

반면 CCM 모델의 유일한 단 은 계산이 복잡해서 확률 계산이나 많은 양의

입력 데이터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의 이런 필요 인자들은

에 열거한 다양한 실험 연구와 문헌으로부터 구할 수 있기에 이러한 단 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4)GeneralTransportModel

스웨덴의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한 연구 [2-44]는 SKB에서 으로 주 하여

수행 이며,AllanHedin은 처분 시스템 체를 상으로 하는 종합 인 모델링을

개발하 다. 이 모델링은 주로 Transport 인 측면에서 근하 으며,크게 사용

후핵연료와 처분용기 지역과 완충재와 암반 지역으로 나 고 세부 으로는 아래와

같은 모듈형식의 하부 모델들을 제안하 다.

<FuelCanisterEvolution>

-SourceTerm Model,

-CuCanisterCorrosionModel

-CanisterInteriorEvolutionModel

<BufferandRockEvolution>

-Fuel,Canister,BufferandRockThermalModel

-BufferandBackfillRheologyModel

-BufferChemistry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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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델 본 보고서에서는 ‘CuCanisterCorrosionModel'에 한 부분만을

살펴보았다. 구리는 화강암의 지하암반수 분 기에서 부식에 매우 안정 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매우 낮은 속도로 움직이는 지하암반수에는 부식을 일으키는 물

질(corrodant)의 농도가 히 낮고 완충재 내에서의 물질 이동은 확산이 주가 되

므로 부식에 한 거동을 간단한 물질 수지식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일반 으로

부식의 속도는 처분용기 벽에 도달되는 부식인자(corrodant)의 이동률(transport

rate)에 의해 좌우되지만,반면에 벽면에 일단 도달된 부식인자에 의한 부식은 매우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 이러한 부식인자가 처분용기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그림 2.123)로 크게 나 수 있다.

ⓛ 완충재 밖에 있는 지하암반수내의 부식인자가 완충재를 둘러싸고 있는

BedRock주 의 여러 균열을 통해 버퍼에 도달하고,다시 완충재 내에서

확산하여 캐니스터에 도달하는 경우

② 최 에 완충재 내에 자체 으로 가지고 있던 부식인자가 확산하여 캐니스

터에 도달하는 경우로 나 수 있다.

그림 2.123.지하암반수로부터 부식인자가 침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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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MicrobialCorrosionModel[2-45]

(1)미생물에 의한 구리부식의 특징

물에 잠겨있는 토양 탈기된 냉각수 등의 경우에는 산소 없이도 성장 가능한

기성 박테리아(anaerobicbacteria)로 인해 비교 높은 부식속도를 나타내고 있

다. 기성 박테리아는 황산염을 환원시켜 물과 부식성 황화수소를 생성한다. 이

러한 황산염환원 박테리아(SRB :Sulphatereducingbacteria)는 부식을 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소유기체 에서 가장 유해하다. 기성 환원 박테리아가 성장하

기 해서는 기성 환경이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은 호기성

환경에서도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있으며,그리하여 기성 환경으로 되면 곧 활

동에 들어가게 된다.

구리가 황화물에 의해 부식이 되면 Chalcocite(휘동 :)나 Covellite(코벨라

이트 : )를 형성하고 산소에 의해 산화되면 Cuprite( 동 : )이나

Tenorite(흑동 :)를 형성하며 염수(salinewater)에 의해 부식되면 염화구리

(copperchloride)복합물을 형성하게 된다.그리고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틈에

있는 습윤 공기 에 있던 질소가 방사분해 되어 생성된 질산에 의해 부식이 진행

되기도 한다.

심지층 처분 환경에서 구리부식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황화물

(sulphide)에 의한 부식이다. 부식과정에서 생성된 휘동 ()이나 코벨라이트

()는 착성이 약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부식의 진행을 더 이상 제지하지 못

한다. 비록 처분깊이에서의 지하수에 황화물의 농도가 낮더라도 organiccarbon이

나 수소 같은 환원제와 산화반응을 통해 황산염(sulphate)를 황화물로 환원시키는

SRB(SulphateReducingBacteria)의 향을 무시할 수 없다.

부분의 미생물들은 수분활성도(wateractivity)가 무 낮아 미생물 군락을 이

루지 못하는 포화된 벤토나이트 완충재를 제외하고는 모든 처분 지역에 존재할 수

있다. 부분의 미생물들은 수분활성도가 최소 0.98이 되어야 성장할 수 있는데,

벤토나이트 버퍼는 기에 0.75값을 가지고,혹시 더 늘어난다 해도 0.96까지 밖에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벤토나이트 내의 미생물은 존재하기 어렵다.

모든 미생물들은 자신들의 생체량을 생성하기 해 양분으로서 탄소나 질소들

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신진 사를 한 에 지를 필요로 한다. 미생물들은 열

역학 으로 생화학 반응들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에 지를 자신에게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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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기 때문에 원래는 kinetically느리게 진행되던 산화

/환원 반응들을 빠르게 진행하게 해주는 매제 역할을 하게 된다.

(2)미생물에 의한 구리부식 모델링

미생물에 의한 부식을 모델링하기 하여 그림 2.124과 같은 개념을 생각해 보도

록 하자.

그림 2.124.미생물에 의한 구리부식 모델링 개념도.

먼 ,BedRock내에 생성된 균열이 처분공을 그림 2.124와 같이 수평으로 부딪

진행된다고 생각하자. 일반 으로 벤토나이트 완충재는 와 같은 균열과 만난

다 하더라도 물리 으로 흠집이 생기지 않으므로 지하 암반수는 균열을 따라 직선

으로 흘러오다가 완충재를 만나면 원통형의 버퍼 외곽을 따라 우회한다. 따라서

황화물(sulphide)과 같은 부식인자는 오로지 완충재 내의 확산을 통해서만 처분용기

외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황산염환원 박테리아(SRB :Sulphate

reducingbacteria)들은 완충재 내에서 생존할 수가 없으므로,BedRock균열과 완

충재가 만나는 지 ( 그림에서 빨간색 부분)에만 군집한다고 가정을 하면,이 부

분에서 황산염은 박테리아들에 의해 부식성이 강한 황화물로 바 게 되며 이의 농

도 한 높아지게 된다.이 게 생성된 황화물들 에 일부는 완충재를 확산하여

구리 부식에 참여하게 되고,나머지는 지하 암반수를 따라 처분공 반 편으로 그냥

흘러가게 된다.

미생물에 의한 매 활동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신,황화물을 제공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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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염의 농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며,구리 처분용기에 도달

한 모든 황화물은 매우 빠른 속도로 부식되며 아울러 모든 양이 부식에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버퍼 주 에 있는 BedRock에 균열(fracture)이 생겼음을 가정하

을 때,이 균열의 크기(높이)는 체 인 처분공의 높이에 비해 매우 작은 반면

수평 길이는 처분공의 지름보다 훨씬 길다.

황산염(sulphate)이 미생물과 반응하여 황화물(sulphide)을 얼마만큼 생성할 것인 수

있는 지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2.15)

 :황화물의 개체수

 :equivalentwaterflow rateinthefracture[㎥/s]

 :sulphateconcentration[mol/㎥]

다)StressCorrosionCracking

SCC는 속 표면에 어떤 결함이나 균열이 최 에 발생하 을 경우 그 균열 주

로 응력이 가해지고 그 응력으로 인해 균열이 더욱 심각하게 개되는 것을 말한

다.그림 2.125에서 보듯이 SCC가 없을 경우에는 재료가 연성이 좋아서 단될 때

까지(그림의 X모양 치)상당한 응력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반면에 SCC가 존재할

경우에는 재료의 성질이 매우 취약해 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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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SCC의 향.

일반 으로 SCC가 일어나기 해서는 그림 2.126과 같이 재료자체가 SCC가 일

어날 수 있는 성질이며,장력이 존재하여야 하며,SCC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환경

등의 세 가지 선결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림 2.126.SCC가 일어나기 한 조건.

처분에 사용되어질 캐니스터 재료는 SCC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데 간혹 순수 구리물질 에 인(phosphorus)을 포함한 경우에는 SCC에 취약한

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한 용기 제작단계에서 자체 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장

력이나 혹은 외부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장력들이 처분을 진행하는 여러 단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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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니스터 표면에 걸리게 되어 SCC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게다가 SCC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암모니아(ammonia)나 산염(acetate)등이 처분장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SCC가 일어날 확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구리 캐니스

터 부식에 한 여러 사항 에서 SCC에 의한 부식을 측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

고 어려운 작업이다. SCC의 생성에 한 다양한 근방법들이 연구되었으며 아래

와 같은 형태의 모델로 정립이 되었다.

(1)Film-rupture/anodic-dissolutionmodel

Film-Rupture/Anodic-Dissolution모델에는 slipdissolutionmodel과 같이 여러

가지 모델 형태가 있지만,균열의 끝 언 리에서 보호필름이 손상된 이후에 벌어지

는 용해(dissolution)에 의해 균열이 더욱 심화된다는 개 방식은 모든 모델에서 다

루는 방식이다. 균열의 끝부분에서 일어나는 anodicdissolution은 크랙 벽이나 혹

은 크랙 밖에 있는 표면에서 일어나는 cathodic반응들에 의해서 계속 유지된다.

만일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처분 지역 내의 모든 산화체(oxidant)들이 부 소모되고

나면 균열의 성장은 멈추게 되는 것이 구리 캐니스터의 SCC 상 의 특징이다.

따라서 SCC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은 처분 기의 처분터 환경에서

산화되는 시기이며 차 산화체들이 어듦에 따라 그 확률도 낮아지게 된다.

FRAD mechanism은 ammonia와 아질산(nitrite)용매에서의 구리 SCC를 설명하

기 해 제안된 개념이다. 인장력이 매우 빠르게 작용하는 상태에서 균열 끝부분

(cracktip)은 항상 무산소 분 기가 유지되며 크랙의 성장은 아래와 같이 균열 끝

부분의 anodic 류 도(iCT)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속도에 따라 차 발 하게 된

다.

v  iCTzF

M
(2.16)

v :velocitydeterminedby iCT

iCT :crack-tipanodiccurrentdensity

M :atomicmassofCu

z :valencyofdissolvedmetal

F :Faradayconstant

 :densityof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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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균열 끝부분의 인장력의 속도가 느리다면,크랙 끝부분은 주기 으로 다시

부동태화가 되고 균열은 아래와 같은 속도와 함께 불연속 인 성장을 하게 된다.

v  C

QF CTzF

M
(2.17)

QF :chargedensitycorrospondingtocrackadvance

C :criticalstrainforfilm rupture

CT :crack-tipstrainrate

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변화되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들을 통해 크랙 끝부분의

류 도는 사라지거나 재부동태화되는 기간들 사이 에 크랙 끝부분에 존재하

던 chargedensity들이 많이 어들게 될 것이다. 처분 지역 내에 존재하는 체

산소의 양은 제한 이더라도 크랙 끝부분의 반응면 이 잠재 으로 넓은 cathodic

반응면 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의 류 도(currentdensity)는 높은 값

을 가질 수 있다.

(2)Tarnish-rupturemechanism

Tarnish-Rupture mechanism(TR mechanism)은 변색 암모니아(tarnishing

ammonia)라고 불리는 용매 내에서 구리와 황동의 SCC을 찰하면서 오랫동안

련되었다. FRADmechanism은 산화층이 열된 이후 분해(dissolution)과정을 거

쳐 균열이 성장하는 반면,TRmechanism은 산화층의 열에 의해 균열이 성장한

다는 에서 구분할 수 있다.따라서 균열의 진행은 불연속 이며,균열의 성장속도

역시 산화층의 성장속도에 따라 제한 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TRmechanism은

세 가지 SCCagent(ammonia,acetate,nitrite)에 모두 용 가능하다.균열의 성장

속도는 다음 식과 같이 표 된다:

v  CC
CT 

n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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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crackvelocity

C :constant

n :constantdescribingthekineticsoftarnishgrowth

n=2forparabolickinetics,n=3foracubicgrowthlaw

C :criticalstrainforfilm rupture

CT :crack-tipstrainrate

크랙이 계속 으로 성장하기 해서는 먼 구리가 산화하여 산화층을 형성하여

야 하며,지속 인 산화체(산소)공 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처분 환경이

차 변화하는 동안 산화층의 성장이 더디어 지게 되고 그에 따라 균열의 성작 속도

역시 둔화될 것이라는 추론을 내릴 수 있다.

(3)Film-inducedcleavagemodel

FIC(Film-InducedCleavage)모델에서는 표면 필름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그

향으로 필름 에 있는 연성의 속 표면까지 길게 찢어지는 균열(cleavagecrack)

을 유발시키는 것을 고려한다. 이때의 속표면의 cleavage크랙은 최 산화필름

층에서 발생한 균열에 비하여 보통 10배가량 길게 발생하기 때문에 필름 표면에서

의 최 에 조그마한 균열이었다 하더라도 그 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FIC

mechanism은 ammonia와 acetate환경의 SCC에만 용되며,보통 ammonia환경

에서는 최 필름층이 nanoporous구리층이,acetate환경에서는 얇은 CuO 층이

고려된다.크랙의 성장 속도는 아래와 같이 표 된다.

v  j LC
CT  (2.19)

j :lengthofthecleavagecrack

L :thicknessoftheinitiatingfilm

C :criticalstrainforfilm rupture

CT :crack-tipstrainrate

FICmechanism에서도 다른 mechanism들과 마찬가지로 산화체가 꾸 히 공 되

어야 하며,처분환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가 부족함에 따라 성장에 제한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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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그러나 기에 조그마한 균열이 차후에 매우 크고 깊은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균열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90% 이상은 cathodic반응들과는 계없기 때

문에 다른 mechanism과는 달리 균열의 성장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FRAD mechanism과 TR mechanism과 마찬가지로 crack-tipstrainrate(CT)이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수식에서 표면된 것처럼 균열의 성장은 멈출 수 있다.(v=0)

(4)Surface-mobilitymodel

Galvele[2-46]는 균열 끝(cracktip)에서 원자들이 표면 확산에 의해 사라짐

으로 해서 균열이 더욱 발 한다고 생각하 으며 이때의 균열이 발 되는 속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 다.

v  L′

DS 


exp

∙   (2.20)

DS :surfaceself-diffusioncoefficient

L′ :diffusiondistanceoftheatoms

s :elasticsurfacestressatthecracktip

b :atom size

k :Boltzmann'sconstant

T :absolutetemperature

SM(Surface-Mobility)모델에 따르면 크랙의 성장속도는 DS값이 항상 유한한 값

을 갖기 때문에 로 0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문제 이 있고,구리 캐니스터의

부식에 해서는 조그마한 크랙으로도 매우 심각한 크기의 크랙으로 발 할 수 있

다고 상하는 단 이 있다. 캐니스터 표면에 생성되는 표면산화층은 순수 속보

다 훨씬 확산도가 넓은 흡착원자(adaptor)들을 생성시킴으로써 크랙의 발 속도를

가속화시키게 된다.그러나 산화속도와 크랙의 발 속도에 한 뚜렷한 연계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5)SCCPredictingModel[2-47]

심지층 처분에 있어서 구리 캐니스터가 겪을 수 있는 SCC는 발생 가능성이 희박

하지만 발생 조건에 한 신 한 검토가 필수 이다. SCC발생에 한 주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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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아래 그림 2.127의 decisiontree에 요약하 다.

그림 2.1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SCC가 일어나기 해서는 모든 일련의 조건들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하므로 발생 가능성은 체 으로 매우 낮으며 이에 한 이론

단의 근거를 King[2-48]이 제시하 다.

그림 2.127.SCCDecisionTree.

<산화층의 생성에 한 상>

SCC가 일어나기 해서는 먼 안정화된  표면 산화층의 생성이 필수

이다.CCM-SCC.0코드는 CCM(CopperCorrosionModel) 의 uniform corrosion

버 이며 (CCM-UC.1.1[2-49])interfacialpH를 측할 수 있다. 그림 2.128은

CCM-SCC.0코드의 기본 옵션의 경우의 결과이며 pH와 에 한 의존도를

보여주고 있다.기본 옵션의 경우에는 pore-water의 pH는 8값이다.

SCC는 값이 산화피막 생성에 한 thresholdpotential보다 더 +값을 가질

때만 가능하므로,그림에서 보면 처분 직후 2.8년 동안만 SCC가 가능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단,tensilestress와 SCC agent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제 조건하에).

기 pore-water의 pH 효과와 필름 생성의 saturationrate효과를 조사하기 해

서 SensitivityAnalyses를 수행하 으며,조사 결과 두 가지 모두 필름 생성에는

별다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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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8.CCM-SCC.0코드의 기본 옵션의 경우의 결과.

<SCCagent에 한 상>

SCC가 일어나기 해서는 안정화된 산화층()과 SCC agent인

ammonia(),nitrite(
),acetate()등이 용기 표면에 공존해야 한다

[2-50∼ 2-52].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SCCagent들의 시간 공간 농도 분포

를 상하기 하여 생물학 모델인 microbialmodel(CCM-MIC.0)을 사용하 다.

이 모델을 이용한 연구결과 용기 표면에는 극소량의 SCC agent들만 존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그림 2.129에 종류별로 보다 자세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그림 2.129.SCCagent의 종류와 시간에 따른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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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만 년 동안 SCCagent의 농도는 매우 낮아서 구리용

기의 SCC를 일으킬 수 없을 것으로 상된다.

<염화물 이온 농도 온도 상>

계면에서의 염화물 이온()은 uniform corrosion을 발생시키므로 SCC의 입장에

서는 염화물 이온의 농도가 많으면 산화층의 크랙들이 잘 생성되지 않아 결과 으

로 SCC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즉,염화물 이온의 농도가 작아야 SCC가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실험에 의해 SCC가 발생할 수 있는 염화물 이온의 임계 농도는

략 0.1mol/d㎥이다 ([2-53∼ 2-56]).

산화층이 생성될 수 있는 기간 동안 ( 의 에서는 2.8년,보통 5년을 염두함)염

화물 이온의 농도는 략 0.1보다 작은 수치여서 SCC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염

화물 이온의 농도가 상 으로 SCCagent의 농도(최 ～6mol/d㎥)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용기 표면에는 SCC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uniform corrosion만

발생할 것으로 상된다. 실제 처분의 경우 염화물 이온의 농도가 처분후 6년간

최 0.7까지 올라간 것을 보면 SCC발생 확률이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구리에 균열이 생길 확률이 어진다는 것은 리 알려진

사실이다. 구리표면의 온도는 개 50℃에서부터 처분 후 20년간 최 95℃ 이내

로 변화한다. 일반 으로 SCC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기 5년간 구리표면의

온도가 이와 같이 높기 때문에 설사 다른 SCC발생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궁극

인 SCC발생은 어렵다.

라)PittingCorrosionModel[2-57]

일반 인 부식 상은 실험에 의한 부식속도로 나타내는 것과 달리 구리 캐니스터

의 건 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열역학 인 근이 기본 으로 더욱 필요하다.

공부식(그림 2.130)을 연구하는 본 연구에서는 실제 처분환경에서는 구리 캐니스터

주 를 토양(벤토나이트)이 둘러싸고 있지만,보수 인 계산과 기존의 연구 환경과

의 연계성의 편의를 해 캐니스터 주변을 지하수가 감싸고 있다고 가정한다.

한 수학 인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식 치 주 에 류 상은 없다고 가

정하며,masstransport방정식을 도입하여 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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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0.PittingCorrosion이 일어난 모습.

공부식(pittingcorrosion)의 생성 조건을 살펴보기 해서 먼 오목하게 들어간

모양의 구리표면을 가정하고 이곳의 부식속도는 다른 평면의 표면보다 훨씬 빠르다

고 생각한다.공부식이 일어나는 조건에는 크게 pit주 의 물의 조성과 온도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공부식이 일어나기 해서는 구리 속의 anodicdissolution이

먼 필수 으로 일어나야 하며,pit는 이러한 anodicdissolution의 반응 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날 수 없고,아울러 pit으로부터 나오는 anodiccurrent의 반응속도보다

더 빨리 자라날 수 없다. 게다가 산화된 구리의 많은 부분이 확산이나 이동을 통

해 pit으로부터 옮겨지게 되어 pitvolume은 이러한 부식물질들로 채워진다. 따라

서 pitgrowth의 체 과정의 속도는 에 열거한 여러 가지 과정 에 가장 느린

과정에 의해 지배되게 된다.

많은 문헌들과 실험을 통해 구리 속의 anodicdissolution과정 의 자의 이

동은 매우 빠른 것을 알 수 있었으며,반면에 부식된 물질들과 반응물질들의 mass

transport의 속도가 체 과정 에 가장 느리고 이 과정이 구리 공부식 속도의 주

요 결정 과정이 됨을 알 수 있다.

Taxén [2-58]은 mass transport와 화학 평형법칙(chemical equilibrium

principles)에 바탕을 둔 pit성장에 한 모델을 제시하 다. pit의 꾸 한 성장은

부식 반응물들이 양극반응이 일어나는 pit의 바닥부분에 얼마나 잘 달되는 가와

부식에 의해 분해된 구리가 얼마나 pit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가에 련이 있다.

그림 2.13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식물들이 pit안에 모여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

고,만일 더 이상의 충분한 구리가 pit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pit안에 있는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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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은 곧 조 하고 도가 높아지게 되어 더 이상의 pit가 자라지 않게 된다.

그림 2.131.PittingCorrosion개념도.

pit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밖으로 나오는 양에 한 masstransport식은 확산

과 이동의 조합으로 표 할 수 있으며 1-D로 구 한 mass-balance방정식은 아래

와 같다.

 


∙


(2.21)

 :fluxofspeciesi

 :concentrationofspeciesi

 :diffusioncoefficientofspeciesi

 :chemicalpotential

여기서 chemicalpotentail은 다음과 같이 자세히 나타낼 수 있다.

 
  ln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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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ctivity

z :charge

F :Faradaysconstant

 :electricalpotential

pit의 형상은 그림 2.132과 같이 반구 쉘 시리즈로 시뮬 이션 할 수 있으며,이때

각 쉘의 표면 은 고정 값을 가지며,두께의 비율 역시 고정값을 갖는다고 가정하

다.

그림 2.132.Pit의 반구형상 Simulation.

부식물의 체 양 에서 부식물이 고체형태의 침 물이 되는 양과 침 물이 되

지 않고 pit밖으로 빠져나오는 양에 한 비율은 pit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 여

부를 결정하게 된다.만일 가 pit내에서 침 일 될 경우에는 40%이상의 부식

된 구리(Cu)가 pit밖으로 빠져나와야만 pit가 계속 성장할 수 있으며,CuCl의 경우

에는 70%이상이 외부로 빠져나가야 한다.만일 부식물의 40%이상이 pit밖으로 나

갈경우에는 부분 으로 산성화가 일어나게 되며 이에 한 반응식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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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을 통하여 를 생성하는 potential과 pH와의 계는 서로 상반 계이며,

pH가 낮아지면 potential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균열 암반내 완충재를 통한 물질이동 부식 모델

황용수[2-59]는 지하처분용기의 구리부식에 한 균일부식 모델을 제안하 는데,

이 모델에서는 구리부식의 주요 원인이 되는 황의 농도를 심으로 부식의 정도를

측하고자 하 다.부식인자의 이동이 체 부식과정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부식인자의 이동을 암반내에 존재하는 균열(fracture)에서의 이동과 구리용

기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재(벤토나이트)에서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고려하 다. 물

질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기회로에서의 항 개념(R)으로 환시킨 후

에 이의 역수(1/R)를 취하여 물질이동 상수로 사용하 다. 즉,부식인자인 물질의

물질이동률은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부식인자의 농도와 비례하며 이때 비례상수는

1/R이 된다.

부식인자의 이동을 지배하는 메커니즘은 크게 매질 내에서의 확산과 물질의 류

흐름(advection)으로 나 어 고려하 으며,이 두 메커니즘을 선택 으로 택할 수

있는 기 은 PecletNumber(Pe)값이며,이 값이 4보다 크면 암반 내에서 부식인자

의 이동은 균열에서 공 되는 양이 지배 이며,4보다 작으면 암반 자체 내에서 확

산에 의한 부식인자 공 이 지배 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림 2.133.부식 환경 개념도.

이러한 이동을 통하여 구리 표면에 도달한 부식인자는 과 동시에 부식이 진

행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부분 인 부식은 일어나지 않는 균일부식만을

가정하 고,용기의 상하단,측면에 상 없이 구리 체에서 동시에 균일하게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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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을 가정하 다.부식이 진행되어 부식된 깊이가 구리의 기 두께에 도달하

면 용기의 수명이 소진된 것으로 단하 다.그림 2.133에 부식 환경 개념도를 나

타내었다.

그림 2.134.Pe값에 따른 부식모델링 개도.

그림 2.135.Pe값이 4보다 큰 경우의 부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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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4는 Pe값에 따라 다르게 개되는 부식모델의 내용을 개념 으로 보여

주고 있다.

Pe값이 4보다 큰 경우에는 Boundary layer theory 혹은 Exact analytical

approach를 사용하는데 이에 한 자세한 내용은 그림 2.135에 나타내었다.반면,

Pe값이 4보다 작은 경우의 모델에 해서는 그림 2.136에 나타내었다.

그림 2.136.Pe값이 4보다 작은 경우의 부식모델.

Pe가 4보다 작은 경우에 용된 prolatespheroid는 그림 2.137과 같다.

그림 2.137.Prolatespheroid.

의 두 가지 경우 모델은 아래와 같은 가정 조건하에서 용될 수 있다.

-암반 내의 균열 간 거리가 일정하다

-암반 내의 균열은 처분용기에 수직 방향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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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이동의 속도는 균열의 크기에 의존한다고 생각하 으며,이 균열 크기 의존

도는 그림 2.138과 같은 계를 보인다.

그림 2.138.암반 내 균열의 크기와 물질 이동 속도의 계.

의 모델들을 통하여 구한 h값(1/R)을 이용하여 최종 인 구리용기 수명을 아래

그림 2.139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그림 2.139.구리용기 부식수명 계산과정.

바)균질 완충재를 통한 물질 이동 모델

일본 H-12보고서에서는 구리 처분용기 부식 수명을 구하기 하여 보다 보수

인 개념의 모델을 이용하 다. 앞의 균열 암반 내 완충재를 고려한 부식모델은 구

리 부식에 직 여하는 황과 같은 부식재(corrodants)들의 공 원이 무 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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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처분용기 수명 측에 보수성이 약하다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을 고려하

여 보다 보수 인 개념을 도입하여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완충재 체 면을 통

해 부식재의 물질 이동을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식을 도입하 다:












(2.24)

  (2.25)

 (2.26)

여기서 r0는 완충재의 내경 [m],r1은 완충재의 외경 [m],D는 완충재 속에서 부

식재의 유효확산계수 [m
2
/y],C0는 지하수 의 부식재의 농도 [g/m

3
]이다.

정상 상태에서 구리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부식재의 flu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ln


(2.27)

여기서 Jtotal은 구리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부식재의 총 flux[g/yr],H는 구리 처

분용기의 길이 [m]이다.

황(sulfide)이온에 의한 구리 부식을 고려하면,처분용기 표면에서 구리와 황 이

온이 동일한 이온 수로 반응을 한다면,연간 부식률,CR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ln





(2.28)

여기서 CR는 연간 구리의 부식률 [g/yr]이다.

이 값을 이용하면 구리 처분용기의 부식 깊이는 다음 식과 같이 구해진다:

≅×× ln

××



(2.29)

여기서 CD는 부식 깊이 [m],tu는 부식시간 [yr],ρ는 구리의 도 [g/m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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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완충재 성능 향상

가.요오드 흡착능 향상 방안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때,방사성 폐기물 내의 오염 물질을 외부 환경과 차단

하기 하여 토 는 토를 기본으로 한 물질이 사용된다.여러 토 물질

벤토나이트는 투수성이 매우 낮고,여러 방사성 핵종에 한 흡착력이 비교 우수

하기 때문에 방사성 핵종의 이동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60].많은 연구에 의하여,벤토나이트 층에서의 방사성 핵종의 이동 기구는 확산

에 의한 것임이 밝 졌으며, 한 벤토나이트의 도를 크게 한 압축 벤토나이트는

일반 벤토나이트보다도 투수성이 더욱 낮고 흡착용량은 높아 최근 들어서는 일반

벤토나이트보다는 압축벤토나이트의 이용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2-61～2-64].

고 폐기물에 존재하는 요오드-129는 반감기가 1.59×107년이며 방사선 해

도가 큰 방사성핵종이기 때문에 고 폐기물 처분시 주요 리 상 물질의 하나이

다.요오드는 부분의 처분 환경 하에서 요오드 이온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악되

고 있는데,요오드 이온은 벤토나이트에 잘 흡착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 이동 특

성에 심이 모아졌다. Oscarson등[2-65]은,벤토나이트 층에서의 요오드 이온의

이동 기구는 확산에 의한 것이며,요오드 이온이 벤토나이트 층을 통과하는 시간은

매우 빠르지만 이 후 정상 상태에서의 확산 이동은 당한 층 두께를 유지함으로써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 다.우리나라의 이재완 등[2-66]은,우리나라 벤토

나이트에 한 요오드 이온의 확산 특성을 찰한 결과,겉보기 확산계수는 벤토나

이트의 공극구조에 의존하며,유효 확산계수는 공극 구조는 물론 핵종의 확산 이동

에 이용된 유효 공극률에 의해 좌우된다고 밝혔다.

최근 벤토나이트에 Ag2O를 첨가하면 요오드 이온의 흡착 특성이 증가한다는 사

실이 보고되었다.김승수 등[2-67]은,Ag2O를 첨가한 벤토나이트가 수용액 에서

요오드 이온을 잘 제거한다는 사실을 찰하 다.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벤토나이트 층에서 요오드 이온의 통과는 매우 빠르기 때

문에 Ag2O를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가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 지연에 효과가

있다면 고 폐기물 처분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이를 하여

본 연구는 Ag2O를 첨가하여 압축한 벤토나이트에 하여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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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효과와 확산 이동 특성을 통 확산법을 이용하여 찰하 다.

1)국내외 문헌 검토

서론에서 언 한 바와 같이 Oscarson등[2-66]은 “압축 벤토나이트에서의 요오드

이온의 확산 (DiffusionofIodideinCompactedBentonite)”이란 제목의 논문을 발

표하 으며 그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처분장에 사용되는 압축 벤토나이트에 하여 요오드 이온의 확산계수를 과도 상

태와 정상 상태에서 구하 다.사용된 벤토나이트의 도는 0.9에서 1.6Mgm
-3
이었

으며,이온 강도 0.22에서 실험하 다.확산계수는 실험법에 따라 두 종류 즉,겉보

기 확산계수 Da와 유효 확산계수 De가 얻어진다.겉보기 확산계수 Da는 Doτ로 정

의되며,유효 확산 계수는 De는 Doτne로 정의된다.여기서 Do는 순수 용액에서의

확산계수이고,τ는 tortuosity(굴곡 인자),ne는 포화 벤토나이트 층에서 확산에 이용

되는 기공의 분율이다.실험 결과,벤토나이트는 도 0.9Mgm
-3
에서 Da가 6×10

-10

m
2
s
-1
이었으나 도를 1.6Mgm

-3
로 증가시키면 Da가 1×10

-10
m
2
s
-1
로 감소하 다.

도 증가에 따른 Da의 감소는 도가 증가함에 따라 τ가 감소하는데 기인한다.De

에 한 도의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De는 도 0.9m2s-1에서 6×10-11m2s-1

이었으나 도 1.6m
2
s
-1
에서는 3×10

-12
m
2
s
-1
로 크게 감소하 다.이 결과는 굴곡

인자 외에 도 증가에 따른 유효 기공의 감소 역시 De에 향을 다는 것을 의미

한다.요오드 이온의 경우,유효 기공 분율은 총 기공 분율에 비하여 일반 으로 작

게 나타나며,그 이유는 음이온 배제와 같은 인자에 기인한다.실험한 도 범 내

에서,요오드-129의 벤토나이트층에서의 이동 시간은 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소

증가할 수 있다.그러나 요오드-129의 긴 반감기를 고려한다면 이 정도 이동 시간

의 증가는 그리 요하지 않다.반면,이동율 에서, 도 1.4Mgm
-3
는 한계

도로 표 할 수 있으며,이 도 이상에서는 요오드 이온의 이동율(flux)은 하

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한계 도는 음이온 배제 부피의 크기에 향을 주기

때문에 토의 비표면 의 함수인 것 같다.결론 으로 벤토나이트를 압축함으로써

임계 이상의 도가 되면,I-129를 포함하는 핵폐기물의 장기 처분과 련된 잠재

인 험 요소를 감소할 수 있다.벤토나이트의 압축에 의한 겉보기 확산계수와 유

효 확산계수의 변화를 다음 표 2.2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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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9.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에 한 확산계수(Oscarson등[2-66])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완 등[2-67]이 “국산 벤토나이트에서의 요오드 이온의 확산

특성 (DiffusionCharacteristicsofIodideinaDomesticBentoniteofKorea)” 연

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벤토나이트에 한 요오드 이온의 확산 특성을 규명한 바 있

다.이 연구에서는 요오드 이온을 상으로 통 확산 실험을 수행하 으며, 상

매질은 동해안 지역의 벤토나이트를 사용하 다.실험 용액은 합성 모의 지하수에

요오드-125를 첨가하여 사용하 다.실험 결과,벤토나이트의 충 도는 1.2,1.4,

1.7Mg/m
3
에서 충 도가 증가함에 요오드 이온의 겉보기 확산 계수와 유효 확

산 계수는 감소하 고,이들 확산 계수의 값은 3.80～ 7.12×10
-11
m
2
s
-1
와 1.25～

7.97×10-12m2s-1의 범 다.벤토나이트의 압축은 겉보기확산계수보다 유효확산

계수에서 더 큰 향이 나타났다.표 2.30은 압축한 국산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

에 한 확산특성을 나타낸 것이다.겉보기 확산계수는 압축 벤토나이트의 공극구

조에 의존하 으며,유효 확산계수는 공극의 구조는 물론 핵종의 확산 이동에 이용

된 유효 공극률에 의해 좌우되었다.유효 공극은 음이온반발에 의해 제어되는 것으

로 설명하 다.

김승수 등은 “첨가재에 의한 완충재의 성능 향상 (The effectofcontainer

materialandbufferadditivesondecreasingtheiodideconcentrationinadisposal

vaultforspentnuclearfuel)"연구를[2-68]통하여 Ag2O를 첨가한 벤토나이트가

수용액 에서 요오드 이온을 잘 제거한다는 사실을 찰하 는데,Ag2O는 요오드

이온과 반응하여 매우 낮은 용해도를 갖는 AgI(Ksp=8.3×10
-17)를 형성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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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벤토나이트에 첨가제로 사용한다면,염소 이온 처분용기 부식 산화물의 방해

없이 처분 환경에서 벤토나이트에 흡착하 다가 방사성 폐기물로부터 유출되는 요

오드 이온의 이동을 효과 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다음 표 2.31은 여러

벤토나이트 첨가재를 사용하여 요오드 제거 효과를 찰한 결과이며, Ag2O를 첨

가한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제거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0.압축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에 한 확산특성(이재완 등[2-67])

표 2.31.각종 첨가제에 의한 요오드 이온 농도의 변화(김승수 등[2-67])

2) 통 확산법에 의한 확산계수 측정 방법

가)측정 이론

Oscarson등[2-66]이 사용한 통 확산법과 내부 확산법에 의한 확산계수의 측정

방법을 Hume[2-68]은 더욱 자세한 보고서(“Procedures and Apparatus for



- 243 -

Measuring Diffusion and Distribution Coeficients in Compacted Clays,"

AECL-10981,COG-93-447)로 작성하 다.그 통 확산법에 한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통 확산법은 벤토나이트와 같은 토층에서 정상 상태 하에서의 확산 이동을

찰하는 방법이다. 토층 한 면은 일정 농도의 상 이온을 함유하는 용액을

시키고,다른 한 면은 상 이온을 함유하지 않거나 낮은 농도의 용액을 시

키면 상 이온은 농도가 높은 용액에서 토층 내부로 이동하는 기 과도기를 거

쳐 일정한 통과 속도로 다른 면의 이온을 함유하지 않거나 낮은 농도의 용액으로

이동하게 된다.이 게 일정한 통과율로 이동하는 과정을 정상 상태 확산이라 한다.

이때의 확산계수는 Fick의 제 1법칙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상 이온이 토층의 x축,한 방향으로만 확산한다고 가정한다면,정상 상태에서의

확산 이동율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2.30)

여기서 J는 확산 이동률(flux),c는 이온의 농도,De는 유효 확산계수이며,

는

토층 x축 방향으로의 이온의 농도구배를 나타낸다.

한 확산 이동율 J는 단 면 당 통과 속도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2.31)

여기서 Q는 토층을 통과한 이온의 양이며,A는 토층의 단면 ,t는 시간이다.

수식(2.30)과 수식(2.31)을 조합하면,



 

  (2.32)

정상 상태에서 일정한 두께를 갖는 토층의 양 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단 면 당 토층을 통과하는 이온의 통과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그러므로

두께 L인 토층에서 토층 한 면의 이온 농도가 Co,다른 한 면의 이온 농도가 0

에 가까운 상태로 있다면,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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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식(2.33)을 다시 쓰면,

  





(2.34)

따라서 유효 확산계수 De는 시간(t)에 따른 단 면 당 이온의 통과양(Q/A)을 측

정하여 시간- 통과량 그래 를 그린 다음 얻어지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여 계

산할 수 있다. 한 이 그래 에서 직선을 외삽하여 근선과 x축과의 교 (Q/A

=0)에서 지연 시간(timelag)te을 얻을 수 있다.

한 Fick의 제 2법칙을 이용하여 겉보기 확산계수 Da를 구할 수 있다.Fick의

제 2법칙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

(2.35)

이때의 기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2.36)

′   ′ (2.37)

′   ′ (2.38)

여기서 c'는 토층 내 이온의 농도, co'는 이온 함유 용액과 토층 면에서의

토층 내 이온의 기 농도,Da는 겉보기 확산계수,L은 토층의 두께이다.

주어진 기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2.35)식의 해는 다음과 같이 된다:

′  ′     


∞

 


 


sin 


 (2.39)

이 식을 단 면 당 시간에 따라 토층을 통과하는 이온양으로 나타내면,

′


 


 


 


 



∞






 




 (2.40)

t→ ∞ 일 때 확산은 정상 상태(steady-state)에 도달하게 되고 지수 함수항은 무

시되므로,수식(2.40)은 다음과 같은 직선식이 된다.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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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로 정의하고,α를 capacityfactor라 하면,

수식 (2.41)은 다음 수식(2.42)으로 나타낼 수 있다.



 


 


(2.42)

따라서 시간(t)에 따른 단 면 당 이온의 통과양(Q/A)을 측정하여 시간- 통

과량 그래 에서 이 직선과 x-축과의 교 (Q/A=0)에서의 시간 te로부터는 겉보기

확산계수 Da를 구할 수 있다.이때 겉보기 확산계수 Da는 다음과 같다.



 
(2.43)

통 확산법을 사용하여 얻은 결과는 그림 2.140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시간에 따른 단 면 당 확산 이온양의 변화 곡선은 과도 역과 정상 상태

역의 두 역으로 구분된다.정상 상태에서 얻어진 직선의 기울기로부터는 유효 확

산계수를 구할 수 있고,이 직선을 외삽한 근선과 x축과의 교 인 지연 시간 te

로부터 식 (2.43)을 사용하여 겉보기 확산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림 2.140. 통 확산법에 의해 얻어진 확산 실험 결과 .

나) 토층 시편의 제조

토층의 도는 일반 으로 건조 량을 기 으로 표시한다.그러므로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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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토층을 제조하기 하여 먼 , 토의 수분 함량을 구하여야 한다.수분

함량은 110℃에서 토를 일정 량이 될 때까지 가열하여 계산한다.

토의 수분 량을 Sa라고 하면,

        (2.44)

여기서 mw는 수분,mo와 ma는 각각 완 건조된 토와 사용 토의 량을 나타

낸다.

통 확산법에서 토는 스테인 스 스틸로 제작된 시료 링(SampleRing)에 채

워져 일정 압력으로 압축하여 토층으로 제작된다.이 게 제작된 토층의 부피

를 Vc라고 하면,

    
 (2.45)

여기서 A는 토층의 단면 ,L은 토층 두께,d는 토층의 직경이다.

만약 완 건조된 토를 압축한다면,

   (2.46)

여기서 ρb는 원하는 토층의 건조 도이다.

완 건조되지 않은 토를 압축한다면,수식(2.44)을 다음과 같이 바꾼 다음

     (2.47)

수식(2.46)을 수식(2.47)에 입하여

     (2.48)

따라서 수식(2.46)과 수식(2.48)을 사용하여 원하는 건조 도를 갖는 토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 토는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일정 크기의 시료 링에 채워진

토층으로 제조된다. 압축 몰드(mold)에 시료 링을 삽입하고 일정 양의 토를 채

운 다음 유압 스로 압축하여 원하는 건조 도를 갖는 토층을 제작한다.

다)실험 장치

통 확산법에 사용되는 실험 장치는 크게 확산 셀,지지 ,용액 공 조,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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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조 등 네 부분으로 나 어진다.이 핵심 부분인 확산 셀의 단면도는 그림

2.141에,지지 와 함께 조립된 모습을 그림 2.142에 나타내었다.

그림 2.141.확산 셀의 단면도.

그림 2.142.조립된 확산 셀과 지지 .

확산 셀 내부는 상 이온을 함유하는 용액이 흐르는 부분과 상 이온을 함유하

지 않는 용액이 흐르는 부분으로 나 어져 있으며,이 사이에 토층이 채워진 시

료 링이 놓여진다.시료 링은 스테인 스 스틸 재질로 제작되며,시료 링의 양 면에

는 속 필터가 놓여 지는데,이 속 필터는 토층 표면으로 흐르는 용액에 의해

토 입자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한다. 한 시료 링 경계면에서 용액이 밖으로 새

지 않도록 O-링이 설치되어 있다.지지 는 조립된 확산 셀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

며,이 때문에 토층은 팽윤 등에 의해 부피가 변화하지 않고 일정 부피를 유지한

다.

용액 공 조는 상 이온이 함유된 용액으로 채워 진 공 조와 상 이온을 함유



- 248 -

하지 않은 용액으로 채워 진 공 조,두 종류가 있으며,일정 속도로 각 용액을 확

산 셀에 공 한다.각 용액은 한 펌 에 의해 공 된다. 용액 수집조는 확산

셀을 통과한 용액을 수집하는 역할을 하며,수집된 용액은 한 분석 방법에 의

해 토층을 통과한 이온의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라)실험 방법

압축된 토층이 채워진 시료 링을 확산 셀에 장착하고 최소 3～ 6주간 동안

정 용액으로 포화시킨다.이 때 사용되는 용액은 찰하고자 하는 상 이온이

포함되지 않은 용액으로 모의 지하수나 해수,실제 지하수나 해수가 사용된다. 토

층이 포화되면,확산 셀의 한 쪽으로는 상 이온이 함유된 용액을 통과시키고,

다른 한 쪽으로는 상 이온이 함유되지 않은 용액을 통과시킨다. 상 이온이 방

사성 핵종인 경우에는 보통 확산 셀을 통과한 상 이온 함유 용액은 다시 공 조

로 보내 재순환하며,이때 공 조 내 상 이온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여

공 조 내 상 이온의 농도가 기 농도의 90% 정도로 떨어지면 기 농도가 되

도록 상 이온을 보충한다.확산 셀 내 토층을 통과한 이온을 함유한 용액은 수

집하여 이온의 농도를 분석하며,이 용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실험을 종

료한다.

3) 실험 방법

가)재료 물질

벤토나이트는 우리나라 경주 지방에서 산출된 벤토나이트 원 을 건조,분쇄한

다음 200메쉬 ASTM 망체를 통과시킨 분말을 사용하 다.사용한 벤토나이트에

한 물성은 기술보고서 “우리나라 고 폐기물 처분장 기 완충재블록의 열-수

리-역학 특성치”(KAERI/TR-3729/2009)에 잘 기술되어 있다[2-69]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는 확산 용액은 탈염수 는 이온 강도 0.1M NaCl수용액

에 Junsei제 시약특 인 NaI(순도 99%)를 용해하여 각각 사용하 다.사용한 요오

드 이온의 농도는 100～ 1000mg/L범 다.수집 용액은 확산 용액이 요오드

이온을 함유한 탈염수이면 탈염수를,요오드 이온을 함유한 0.1M NaCl용액이면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지 않은 0.1M NaCl용액을 각각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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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실험 장치

확산 셀 지지 의 구조 제작 도면은 그림 2.143과 같다.확산 셀본체는 폴

리 아크릴 이트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 다.시료 링은 스테인 스 스틸로 제작

하 으며 내경은 50mm,외경은 70mm 이다. 속 필터는 스테인 스 스틸 재질

로 직경 50mm,두께 3.2mm,평균 기공 25μm 인 것을 사용하 다.확산 셀 본

체에는 직경 3.2mm인 스테인 스 스틸 재질의 을 용액이 흐르도록 설치하 다.

확산 셀은 지지 를 사용하여 볼트와 트로 고정한다.확산 셀과 지지 는 그림

2.144과 같이 조립된다.

그림 2.143.확산 셀 지지 의 구조 제작 도면.

그림 2.144.확산 셀과 지지 의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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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링에 벤토나이트를 넣어 압축 벤토나이트를 만들기 한 압축 몰드의 구조

제작 도면은 그림 2.145와 같다.압축 몰드는 받침 ,몸통,피스톤으로 구성되

며,일반 주철로 제작하 다.받침 에 시료 링을 놓고 몰드의 몸통을 받침 홈

에 끼운 다음 정해진 양의 벤토나이트를 몸통에 넣은 후 피스톤을 끼우고 그림

2.146의 유압식 일축 압축기로 시료 링 치까지 가압하면 원하는 도의 압축벤토

나이트가 얻어진다.시료 링에 끼워 진 압축 벤토나이트는 확산 실험에 사용된다.

확산 셀에는 확산 용액이 주입되는 과 이 용액이 확산 셀을 거쳐 배출되는 ,

수집 용액이 주입되는 과 이 용액이 배출되는 ,모두 4개의 이 설치되어 있

다.두 용액은 각각 60mL용량의 주사기에 넣어 실린지 펌 를 사용하여 1mL/hr

의 유량으로 주입하 다.배출 에는 정량 라스크를 설치하여 각 용액을 수집하

다.실린지 펌 는 KD Scientific회사의 KDS model200Series를 사용하

그림 2.145.압축 몰드의 구조 제작도 그림 2.146.유압 압축기

모든 것이 비되어 확산 실험을 진행 인 체 장치의 사진을 그림 2.147에 나타

내었다.그림 왼쪽에 확산 용액을 주입하기 한 주사기 들이 실린지 펌 에 놓

여 있으며 이 주사기는 실린지 펌 에 의해 천천히 용액을 확산 셀에 주입한다.주

입된 용액들은 확산 셀을 거쳐 정량 라스크에 수집된다.그림에서 3개의 확산

셀이 설치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확산 셀에서 수집된 용액의 요오드 이온 농도는 선택 이온 극을 사용한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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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로 측정하 다.이온 극 이온 미터는 PhoenixElectrode사의 요오드 선택

극과 Istek사의 모델 735P인 이온 미터를 사용하 다.

그림 2.147.확산 실험 장치

다)실험 조건

건조 도가 1.41g/cm
3
과 1.60g/cm

3
인 압축 벤토나이트를 참고 물질로 하고,

Ag2O를 0.0064～ 0.0468wt/wt% 함유한 압축 벤토나이트를 제조하여 비교 실험하

다.Ag2O첨가 압축 벤토나이트는 벤토나이트에 일정양의 Ag2O를 가하여 실험용

스푼으로 고루 섞은 다음 압축 몰드에 넣어 제조하 다. 사용한 압축 벤토나이트

와 실험 조건은 표 2.32와 같다.

도,g/㎤ Ag2O,wt/wt% 확산 용액 I
-
농도,mg/L

시료 #1 1.41 무첨가 탈염수 100

시료 #2 1.41 0.0064 탈염수 100

시료 #3 1.41 0.0468 탈염수 100,1,000

시료 #4 1.41 무첨가 탈염수 100～ 1,000

시료 #5 1.41 0.0128 탈염수 100,1,000

시료 #6 1.41 무첨가 0.1M 100～ 1,000

시료 #7 1.41 0.01 0.1M 100～ 1,000

시료 #8 1.60 무첨가 0.1M 100～ 1,000

시료 #9 1.60 0.0064 0.1M 100～ 1,000

시료 #10 1.60 0.0128 0.1M 100,1,000

시료 #11 1.41 0.0081 탈염수 100

시료 #12 1.41 0.01 탈염수 100

표 2.32.실험에 사용한 압축 벤토나이트와 실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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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실험 방법

압축 벤토나이트는 확산 셀에 넣어 지지 에 설치한 다음 탈염수 는 0.1M

NaCl수용액으로 6주간 포화시킨 후 정해진 조건에서 확산 실험을 하 다. 확산

셀 한 쪽으로는 요오드 이온이 함유된 용액을 유량 1mL/hr로 흘려주고,다른 한

쪽으로는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지 않은 용액을 같은 속도로 흘려 다. 24시간

는 최 96시간 간격으로 요오드 이온을 함유하지 않은 용액을 공 한 쪽의 배출

구에서 수집된 용액에 하여 요오드 이온 농도를 측정하 다.

마)자료 분석

앞 에서 유효 확산계수는 다음 수식(2.34)으로 표시되는데

  





(2.34)

이 식은 다음과 같은 차분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

∆
(2.49)

여기서 L은 벤토나이트층의 두께,A는 벤토나이트층 표면의 단면 ,Co는 공 용

액 의 요오드 이온 농도,△Q는 시간 간격 △t동안 확산에 의해 압축 벤토나이트

층을 통과한 요오드 이온의 양이다. 따라서 시간에 따라 압축 벤토나이트층를 통

과한 용액(통과 요오드 농도 =0mg/L)의 요오드 이온 농도를 측정한 다음 요

오드 이온의 mole로 환산한 양을 단면 으로 나 값(Q/A,단 :mole/m
2
)을

그래 의 y축으로, 시간을 x축에 도시하 을 때 나타나는 직선의 기울기(단

:mol/m2sec)를 구하여 


(단 :m3/mol)를 곱하면 유효 확산 계수,De(단 :

m
2
/sec),를 얻을 수 있다.

한 압축 벤토나이트 층의 요오드 이온에 한 통과 지연 시간(te)은 이 그래

에서 직선을 외삽하여 시간 축과 만나는 (Q/A =0)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이

로부터 겉보기 확산 계수를 수식(2.43)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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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과 고찰

가)탈염수를 사용한 확산 실험

확산 용액으로 요오드 이온을 함유한 탈염수를 사용하여 도 1.4g/cm3인 압축

벤토나이트 세 종류(표 2.32,시료 #1,2,3)에 하여 실험한 결과는 그림 2.148과

같다. 그림 2.148에서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시료 #1)와 Ag2O를

0.0064wt/wt%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시료 #2)모두 형 인 확산에 의한 과

곡선을 나타내었다. 0.0468wt/wt%를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시료 #3)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Ag2O를 0.0064wt/wt%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

가 과된 후에도 계속 오래 동안 요오드 이온이 출되지 않았다. 더욱 상세한

찰을 하여 네 시료(표 2.32,시료 #4,5,1112)를 추가로 제조하여 확산 실험

을 한 최종 결과를 그림 2.149에 함께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Ag2O를 첨가함에

따라 뚜렷이 요오드 이온이 벤토나이트층을 통과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Ag2O를 0.0128wt/wt%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시료 #5)는 실험 시작

후 50여일 후에,Ag2O를 0.0468wt/wt% 첨가한 압축 벤노나이트(시료 #3)는 200여

일 후 수집 용액에서 요오드 이온이 검출되었다. 이 결과들에 식(2.43)과 식(2.49)

를 용하여 구한,지연 시간(te),유효 확산계수(De),겉보기 확산계수(Da)를 표

2.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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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8.Ag2O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탈염수 요오드 이온에 한

단기간 확산실험 을 통한 과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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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9.Ag2O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탈염수 요오드 이온에

한 장기간 확산.

시료

번호
압축 벤토나이트

탈염수 요오드 이온 농도 (100mg/L)

지연 시간(te)

day

유효

확산계수(De)

m
2
/s

겉보기

확산계수(Da)

m
2
/s

시료 #1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2.1 2.4x10

-12
4.4x10

-11

시료 #4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0.4 2.7x10

-12
2.2x10

-10

시료 #2
압축 벤토나이트

(Ag2O0.0064wt/wt%)
12.0 3.1x10

-12
7.9x10

-11

시료 #11
압축 벤토나이트

(Ag2O0.0081wt/wt%)
31.3 7.8x10

-13
3.0x10

-12

시료 #12
압축 벤토나이트

(Ag2O0.01wt/wt%)
32.3 2.2x10

-12
2.9x10

-12

시료 #5
압축 벤토나이트

(Ag2O0.0128wt/wt%)
60.4 1.4x10-12 1.6x10-12

시료 #3
압축 벤토나이트

(Ag2O0.0468wt/wt%)
220.3 3.3x10-13 4.3x10-13

표 2.33.압축 벤토나이트의 탈염수 요오드 이온에 한 지연 시간 확산계수

Ag2O가 첨가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의 지연 시간(te)은 0.4～ 2.1정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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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Ag2O가 0.0064,0.0128,0.0468wt/wt% 첨가됨에 따라 지연 시간(te)은 12.0,

60.4,220.3일로 크게 증가하 다.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에

한 확산 실험은 본 연구가 처음 시도이기 때문에 이에 하여 알려진 바 없

다. Ag2O가 첨가되면 지연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다만,김

승수 등의 연구에 의하면 Ag2O의 요오드 이온에 한 흡착량이 매우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지만,벤토나이트층에 불균일하게 분포된 Ag2O가 어떻게 이러한 효

과를 나타내는 지 의문이다.이에 하여 김승수 등[2-67]은 압축 벤토나이트 의

Ag2O가 일부 용해되어 은(Ag
+
)이온이 벤토나이트층에 이온교환 는 흡착되고 이

은 이온이 요오드 이온을 흡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 으나 확실한 근거가 있

지는 않다.따라서 이에 하여는 앞으로 더 많은 실험과 분석이 뒤 따라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정상 상태에 도달한 후 얻어지는 유효 확산계수는 Ag2O0.0064,0.0128wt/wt%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에서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비슷하 으

나 0.0468wt/wt% 첨가 벤토나이트의 유효 확산계수는 이들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

다.

본 실험에서 얻은 유효 확산계수는 비슷한 도의 압축 벤토나이트에 하여 실

험한 Oscarson등의 결과( 도 1.45g/cm
3
,De1.8x10

-10
)와 비교할 때 약 100배

정도 작은 값이며,이재완 등의 결과( 도 1.4g/cm
3
,De4.99x10

-12
)와는 거의 일

치하는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에 사용한 확산 용액의 이온 강도와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Oscarson등이 실험에 사용한 확산 용액의 이온 강

도는 0.22M이었으며,이재완 등이 실험에 사용한 확산 용액의 이온 강도는 약

0.0015M이었다.본 실험에서는 별도로 이온 강도를 조 하지는 않았지만 확산 용

액의 요오드 이온 농도가 100mg/L이었기 때문에 용액의 이온 강도는 0.0008M로

Oscarson등이 실험에 사용한 용액의 이온 강도 보다는 매우 낮고 이재완 등이 실

험에 사용한 용액의 이온 강도와는 유사하다. 이온 강도가 증가하면 벤토나이트

층의 이 하층의 두께가 얇아지고,이에 따라 벤토나이트층의 음이온 배제 부피

가 작아지기 때문에 음이온의 확산계수는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확산

용액의 요오드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확산 계수도 증가할 것이다.

도 1.41g/cm3인 압축 벤토나이트에 하여 요오드 이온 농도 100mg/L인 용

액으로 확산 실험을 한 다음,정상 상태에 도달하 을 때 요오드 이온 농도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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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00,1,000mg/L로 각각 증가시키면서 각 농도에서의 유효 확산계수를 구하여

그림 2.150에 나타내었다. 각 농도에서 정상 상태에 도달하면 순차 으로 요오드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켰으므로 이 실험에서는 각 농도에서의 지연 시간은 얻을 수

없고,유효 확산계수의 찰만 가능하다. 표 2.34에는 이 결과와 함께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 농도 1,000mg/l에서의 유효 확산계수를 나타내었

다.그림과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요오드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효 확산계수

의 값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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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0.압축 벤토나이트( 도 1.41g/cm3,Ag2O무첨가)의 탈염수

요오드 이온 농도에 따른 유효 확산계수의 변화.

시료

번호
압축 벤토나이트

탈염수 요오드

이온 농도,mg/L

유효 확산계수(De)

m
2
/s

시료 #4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100 2.7x10-12

200 2.5x10
-12

400 5.8x10-12

700 1.1x10
-11

1,000 1.6x10-11

시료 #2
압축 벤토나이트

(Ag2O0.0064wt/wt%)

100 3.1x10
-12

1,000 7.5x10-11

시료 #5
압축 벤토나이트

(Ag2O0.0128wt/wt%)

100 1.4x10
-12

1,000 7.5x10-11

시료 #3
압축 벤토나이트

(Ag2O0.0468wt/wt%)

100 3.3x10
-13

1,000 1.6x10
-11

표 2.34.탈염수 요오드 이온 농도에 따른 유효 확산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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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0.1M NaCl용액을 사용한 확산 실험

확산 용액으로 0.1M NaCl용액 사용하여 도 1.4g/㎤ 인 압축 벤토나이트 두

종류(표 2.32,시료 #6,7)에 하여 실험한 결과는 그림 2.151과 같다.이 실험에서

도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Ag2O를 0.01wt/wt%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 역시 모두 형 인 확산에 의한 과 곡선을 나타내었다. 확산 용액

으로 탈염수를 사용하 을 때와 마찬가지로 0.01wt/wt%를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

트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에 비하여 요오드 이온의 출이 지연

되었다.더욱 상세한 찰을 하여 도 1.6g/cm
3
인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Ag2O를 0.0064,0.128wt/wt% 각각 첨가한 압축 벤토나이트에 하

여 확산 실험을 하 으며,이 결과는 다음 그림 2.152와 같다. Ag2O 첨가량에 비

례하여 벤토나이트층을 요오드 이온이 통과하는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잘 나타내

고 있다. 따라서 염소 이온 농도(3,500mg/L)가 요오드 이온 농도(100mg/L)보다

훨씬 큰 용액에서도 Ag2O의 첨가는 요오드 이온이 벤토나이트층을 통과하는 시간

을 지연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5에 이 결과로부터 구한 지연 시

간(te),유효 확산계수(De),겉보기 확산계수(Da)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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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1.Ag2O첨가 압축 벤토나이트( 도 1.41g/㎤)의 0.1M NaCl용액

요오드 이온에 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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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2.Ag2O첨가 압축 벤토나이트( 도 1.60g/㎤)의 0.1M NaCl용액 요오드

이온에 한 확산.

시료

번호
압축 벤토나이트

도

g/cm
3

0.1M NaCl용액

요오드 이온 농도 (100mg/L)

지연

시간(te)

day

유효

확산계수(De)

m
2
/s

겉보기

확산계수(Da)

m
2
/s

시료 #6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1.41 1.6 1.7x10

-11
5.8x10

-11

시료 #7
압축 벤토나이트

(Ag2O0.01wt/wt%)
1.41 9.1 3.3x10

-11
1.0x10

-11

시료 #8
압축 벤토나이트

(무첨가)
1.60 1.3 8.7x10

-12
7.0x10

-11

시료 #9
압축 벤토나이트

(Ag2O0.0064t/wt%)
1.60 11.5 4.9x10

-12
8.3x10

-12

시료 #10
압축 벤토나이트

(Ag2O0.0128t/wt%)
1.60 23.6 3.7x10

-12
4.3x10

-12

표 2.35.0.1M NaCl용액 요오드 이온에 한 지연 시간 확산계수

표 2.35에서 0.1M NaCl용액 요오드 이온의 농도가 100mg/L인 용액에서

도 1.41인 압축 벤토나이트는 Ag2O가 0.01wt./wt% 첨가되면 지연 시간(te)이 약

8일 정도 증가되었다. 한 도 1.60mg/L인 압축 벤토나이트는 Ag2O가 0.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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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28wt./wt% 첨가되면 지연 시간(te)이 각각 약 10,22일정도 증가되었다.탈염

수를 확산 용액으로 사용하 을 경우와 비교하면,Ag2O가 0.0064wt./wt% 첨가된

압축벤토나이트는 비록 도는 조 차이가 나지만 거의 비슷한 지연 시간을 갖는

데 반하여,Ag2O가 0.0128wt./wt% 첨가된 압축벤토나이트에서는 탈염수에서 지연

시간이 더 크게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염소 이온이 요오드 이온의 이동에 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도 1.60mg/L인 압축 벤토나이트에서는 Ag2O의 첨가에 따라 유효 확산계수도

비례하여 감소하 다. 본 실험에서 얻어진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

트의 유효 확산계수는 이온 강도 0.22M에서 실험한 Oscarson등[2-64]의 결과(

도 1.39g/cm
3
:De2.1x10

-11
, 도 1.61～1.63g/cm

3
:De0.1～ 0.68x10

-11
)와

비교할 때 비슷한 값이다.

그림 2.153은 도 1.41g/cm3인 압축 벤토나이트에 하여 0.1M NaCl 요오

드 이온 농도 100mg/L인 용액으로 확산 실험을 한 다음,정상 상태에 도달하 을

때 요오드 이온 농도를 200,400,700,1,000mg/L로 각각 증가시키면서 다시 확산

실험을 한 결과이다. 유효 확산계수는 요오드 이온의 농도 100～ 1,000mg/L범

에서 비교 일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유효 확산계수는 요오드 이온 농

도 변화에 그 게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그림 2.154에 도

1.60g/cm
3
인 압축 벤토나이트에 하여 같은 실험을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

1.41g/cm
3
인 압축 벤토나이트와 비교할 때 요오드 농도 변화에 하여 유효 확산

계수의 값이 일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탈염수를 확산 용액으로 사용하 을 때보

다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표 2.36에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토 로 확산 용액 요오드 농도가 100

mg/L이고,압축 벤토나이트의 두께가 50cm 일 때 Ag2O첨가량에 따른 지연 시간

을 구하여 나타내었다. 확산 용액에 따른 Ag2O첨가량과 시간 지연과의 정량 인

계는 앞으로 더 많은 실험과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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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g/cm3
Ag2O

wt/wt%

확산 용액

(요오드 이온 농도 100

mg/L)

추정

지연 시간

압축 벤토나이트

1.41 무첨가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M)
5～30년

1.41 0.0064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M)
170년

1.41 0.0081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M)
440년

1.41 0.01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M)
450년

1.41 0.0128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M)
850년

1.41 0.0468
탈염수

(이온 강도 0.0008M)
3,080년

압축 벤토나이트

1.41 무첨가
0.1M NaCl용액

(이온 강도 0.1M)
20년

1.41 0.01
0.1M NaCl용액

(이온 강도 0.1M)
130년

압축 벤토나이트

1.60 무첨가
0.1M NaCl용액

(이온 강도 0.1M)
20년

1.60 0.0064
0.1M NaCl용액

(이온 강도 0.1M)
160년

1.60 0.0128
0.1M NaCl용액

(이온 강도 0.1M)
330년

표 2.36.Ag2O첨가량에 따른 압축 벤토나이트의 요오드 이온에 한 추정 지연 시간

5)연구결과

Ag2O를 첨가하여 압축한 Ag2O 첨가 벤토나이트에 하여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 지연 효과와 확산 이동 특성을 통 확산법을 이용하여 찰한 결과,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마찬가지로 요

오드 이온이 확산에 의하여 이동하며,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에

비하여 벤토나이트층에서 요오드 이온의 통과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오드 이온에 한 통과 시간 지연은 확산 용액을 탈염수로 사용하 을 경우와

0.1M NaCl용액을 사용하 을 경우 모두에서 찰되었다. 탈염수를 확산 용액으

로 사용하 을 때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이온 강도가 0.1M인 경우에는 탈염

수에 비하여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Ag2O의 첨가와 시

간 지연과의 계를 정량 으로 분석,평가하지는 못하 다. 한 본 연구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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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 농도 측정에 이온 선택 극을 사용하 는데,이에 따른 요오드 이온의 측정

한계로 인해 확산 용액 요오드 이온 농도를 100mg/L로 높여 실험하 기 때문

에 실제 이보다 낮은 농도에서의 Ag2O의 첨가 효과를 찰할 수 없었다.따라서

앞으로 요오드 이온의 농도와 Ag2O 첨가량에 따른 요오드 이온의 통과 지연 효과

를 정량 으로 찰하기 한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확산이 정상 상태에 도달한 후 얻어지는 유효 확산계수는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의 경우,기존 문헌에 보고된 값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실험한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유효 확산계수는 부분 Ag2O를 첨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다만,확산 용액이 탈염수인 경

우 Ag2O첨가량 0.0128wt/wt%인 압축 벤토나이트의 유효 확산계수는 Ag2O를 첨

가하지 않은 압축 벤토나이트보다 하게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한 확산 용액

이 0.1M NaCl용액인 경우, 도 1.60g/cm3인 Ag2O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에서

는 Ag2O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효 확산계수 값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에 하여도 앞으로 더욱 정 한 찰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정 한 실험을 통하여 압축 벤토나이

트에 한 Ag2O의 첨가 효과를 정량 인 평가한다면 앞으로 각종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련한 Ag2O 첨가 압축 벤토나이트의 효용성을 크게 증 시킬 수 있을 것

이다.

나.열 성능 향상 방안

일반 으로 지층처분시스템은 지하암반과 같은 천연방벽과 처분용기 완충재 등으

로 구성된 공학 방벽으로 이루어진다. 천연방벽의 경우 그 특성을 악하고 특성

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반면 공학 방벽은 재료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여 공학

설계를 통해 고 폐기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물질들이 출되지 않도

록 할 수 있다. 즉,처분시스템의 안 성은 공학 방벽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공학 방벽의 성능은 설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주로 처분용기와 완충재로 구성

된 공학 방벽 설계의 가장 큰 인자는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온도가 100°C가

넘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이 온도를 과하면 완충재의 화학 안정성이 유

지되지 않는다[2-70,2-71]. 한 처분시설 운 기간 이 온도를 과하면 처분



- 263 -

용기 표면에서 지하수의 증발에 따른 염분 농도의 증가로 인해 처분용기의 부식이

가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2-72].이와 같은 이유로 부분의 국가들은 처분시

설 설계에 있어 가장 요한 설계인자로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온도를 제한하

고 있다.

부분의 선행 국가들이 Na-벤토나이트를 완충재로 선정하여 공학 방벽을 설계

하는 반면,본 연구에서는 경주에서 생산되는 국산 Ca-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완충

재 설계를 하고 있다. 경주산 Ca-벤토나이트의 열 도도는 화강암반의 열 도도

2.8W/m°C보다 낮은 1.0W/m°C이하이다. 따라서 완충재의 낮은 열 도도 때문

에 처분용기와 완충재 경계면에서 온도는 상승하게 되고 처분시스템 설계에 매우

요한 인자가 된다. 즉,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발열량에 맞추어 처분용기

표면 온도가 100°C가 넘지 않도록 처분터 간격과 처분공 간격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설계 차를 살펴보면,처분부지가 확보된 후 완충재의 열 성능이 처분장

효율을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외국에서도 완충재의 열 성능을 향

상시키고자 여러 가지 첨가재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를 들면,일본의 경

우[2-73]완충재 물질로서 70% KunigelVI벤토나이트와 30% 모래를 혼합하여 열

도도를 향상시키고 있으며,벨기에[2-74]에서는 완충재에 모래와 그라 이트를 혼

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물론 국내에서도[2-75]완충재의 열 도도를 향상시키기

한 연구로서 건조 도, 기함수율,모래와 그라 이트 첨가 비율을 변화하며 열

도도를 측정한 바 있다.

완충재의 열 도도를 향상시키고자 모래와 같은 물질을 첨가할 경우,완충재의

다른 주요 기능인 지하수 침투를 억제하는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본 과제

에서는 단계 연구를 통해 완충재에 첨가재를 혼합할 경우 상되는 문제 을 해

결하고자 이 구조 완충재 개념을 제안하 으며, 번 단계에서는 이에 한 체계

인 분석을 통하여 이 구조 완충재의 효율을 분석하고자 하 다. 즉 기존의 완

충재를 이 구조로 개선한 후 외부 완충재로는 순수 벤토나이트를 이용한 기존 완

충재를 이용하며,내부 완충재로는 열 달 성능을 향상시킨 완충재를 이용함으로

써 지하수 침입을 억제하는 고유 기능을 유지한 채로 완충재의 열 성능을 향상시

키고자 하 다. 한 열 성능 분석을 보다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3차원 유

한요소법을 이용하는 기존 방법을 보완한 해석 방법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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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구조 완충재 개념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하는 개념이 도입된 한국형기 처분시스템(KRS)의 완

충재는 스웨덴의 KBS-3V[2-76]처분시스템의 완충재 개념과 유사하다.국산 경주

Ca-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완충재를 설계하 으며,XRD 분석 결과(그림 2.155)에

나타나 있듯이 벤토나이트의 주 물은 몬모릴로나이트이다.즉,주요 구성 물은

69.5% 몬모릴로나이트,22.2% 장석,6.9% Cristobalite,and1.4% 석 이다. 국

산 벤토나이트의 화학성분을 표 2.37에 나타내었다. 표 2.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벤토나이트 특성은 2.64%가 CaO인 형 인 Ca-벤토나이트이다[2-77].국산 벤토

나이트 특성을 반 하여 건조 도 1.6g/cm
3
인 완충재를 제안하 다. 이와 같은

건조 도의 완충재의 열 도도는 1.0W/m°C이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압축 벤토

나이트의 열 도도는 공극률과 물 구성 구조에 향을 받고 있었다[2-78,

2-79]. 완충재의 열 도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모래와 그라 이트를 첨가하 다.

혼합물질의 공극률은 순수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공극률보다 낮아 열 도도가 상승

하 다. 실험결과[2-75]그라 이트 5w%,모래 30w%를 혼합할 경우 열 도도를

2.0W/m°C로까지 향상시킬 수 있었다.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 구조 완충재의 개

념도를 그림 2.156에 나타내었다. 그림 2.156에서 왼쪽은 이 구조 완충재 개념도

이며,오른쪽은 기존의 완충재 개념도이다.개념 도출 단계에서 이 구조 완충재의

두께는 각각 서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 으며,향후 그 성능이 인정되어 보다 최

의 분석이 필요할 경우 각각의 두께를 변화시키며 최 의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

을 것이다.

Chemistry

(major, %)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L.O.I Total

64.28 17.37 2.79 2.64 2.97 0.83 1.97 0.85 0.01 0.09 5.96 99.24

Chemistry

(trace, 

ppm)

Be Co Ni Cu Ga Rb Y Nb Mo Cd Cs La

3.00 2.23 1.68 4.31 22.99 19.74 15.24 7.33 0.21 0.19 3.59 28.01

Ce Nd Sm Eu Gd Er Yb Hf Pb Bi Th U

57.07 32.12 4.06 1.22 4.23 1.88 2.11 5.39 21.56 0.25 7.75 1.30

Mineralogy

Montmorillonite Quartz Feldspars Cristobalite

69.5 1.4 22.2 6.9

표 2.37.Chemicalandmineralogicalcompositionofthedomesticbento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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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san Bentonite

0 10 20 30 40 50 60 70
2Θ CuKα

In
te

n
s

it
y

M

M

F

F

C

Q

M M

그림 2.155.XRDpatternsofOksanbentonitepowderandsandfrom the

Geum‐river(M:Montmorillonite,Q:Quartz,F:Feldspars,C:Cristobalite).

그림 2.156.Conceptofadouble‐layered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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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 성능 해석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설계[2-80]에 따르면,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를 1개의

처분용기에 넣어 화강암반에 지하에 건설된 처분터 바닥의 수직 처분공에 처분하

도록 되어있다.그림 2.156에 주어진 2가지 형태의 완충재 개념에 해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최 온도를 계산하여 비교함으로써 새로이 개발된 완충재 개념의

열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 다.처분시스템에 한 열해석을 하여 그림 2.157에

주어진 바와 같은 단 모듈에 해 열 해석 모델을 수립하 다. 사용후핵연료가

처분되어 처분공과 처분터 이 완충재와 뒷채움재로 채워지면,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된 열의 달은 주로 도(conduc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림 2.157에는 열

해석 상이 서로 칭 계를 이루고 있어,지하 500미터에 치한 처분용기의

1/4모델을 나타내고 있다.처분터 사이의 간격은 40미터이며,처분공 사이는 6

미터이다. 처분장 주변 열 해석을 하여 처분공 바닥으로부터 500미터 심도까지

를 해석 역으로 설정하 으며,해석 시스템의 칭성을 고려하여 4곳의 수직면을

통한 열 이동은 없다고 가정하 다. 지열 구배는 30°C/km를 고려하 으며,지표

면의 온도는 15°C,바닥면의 온도는 45°C가 유지된다고 가정하 다. 처분시스템

열 해석을 해 고려한 열 특성을 표 2.38에 나타내었다.

그림 2.157.Schematicofcalculationdomainforthermalanalysisrepresentingaquarter

ofoneca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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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perties Values

Spent fuel

Density (kg/m
3
) 2,000

Thermal conductivity (W/m °C) 0.135

Specific heat (J/kg °C) 2,640

Nodular cast insert

Density (kg/m3) 7,200

Thermal conductivity (W/m °C) 52

Specific heat (J/kg °C) 504

Copper outer shell

Density (kg/m
3
) 8,900

Thermal conductivity (W/m °C) 386

Specific heat (J/kg °C) 383

Inner bentonite buffer with 

additives

Density (kg/m
3
) 1,970

Thermal conductivity (W/m °C) 2.0

Specific heat (J/kg °C) 1,380

Outer bentonite buffer

Density (kg/m3) 1,970

Thermal conductivity (W/m °C) 1.0

Specific heat (J/kg °C) 1,380

Backfill

Density (kg/m
3
) 2,270

Thermal conductivity (W/m °C) 2.0

Specific heat (J/kg °C) 1,190

Rock

Density (kg/m
3
) 2,650

Thermal conductivity (W/m °C) 3.2

Specific heat (J/kg °C) 815

표 2.38.Thermalpropertiesofmaterialsintheproposeddisposalsystem

그림 2.157에 주어진 처분시스템에 한 열해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3차원 열

달 방정식을 이용하 다[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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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T는 온도 [°C],

t는 시간 [s],

ρ는 도 [kg/m
3
]

Cp는 비열 [J/kg°C],

k는 열 도도 [W/m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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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는 열 발생률 [W/m
3
]이다.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최 온도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에

크게 향을 받는다. PWR 사용후핵연료(45GWD/MTU)의 붕괴열,P(t),을 다음

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 ) 75756.07.14545 -= ttP for yearst 000,000,130 ££ (2.51)

여기서 P(t)는 붕괴열 [W/tU],t는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부터 방출된 시 으

로부터의 시간 [year]이다.

근사식(2.51)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붕괴열을 구한 값을 그림 2.158에 나타내

었다. 그림 2.15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출 후 100년까지는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붕괴열이 지배 이었다.본 보고서에서는 PWR사용후핵연료 냉각시간은 40년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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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decay heat
for low-burnup fuel

P(t) = 881.99 exp(1/(0.23990 + 0.141124 t)

         for 1<t<30 years 

       = 14545.68 t
-0.75756

 for 30= t<10
6

 years

그림 2.158.Decayheatsourcecalculatedfrom theregressionequationand

ORIGEN2program.

식(2.51)에 주어진 사용후핵연료 붕괴열을 선원항으로 하여,처분 후 100년 동안

기존 단일 완충재(그림 2.156의 오른쪽)로 구성된 처분공 주변의 온도 변화를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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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법에 기반을 둔 컴퓨터 로그램 NISA[2-82]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처분용

기와 완충재 사이의 경계면에서 온도가 최 가 된 시 에서 기존 단일 완충재를

상으로 NISA를 이용하여 계산한 온도 분포를 그림 2.159에 나타내었다.그림 2.159

를 살펴보면 최 온도는 처분용기 주변에서 z-축의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으

며,이 최 온도가 발생하는 심선을 따라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그림 2.160에

나타내었다. 그림 2.160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일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 처분용기

와 완충재 사이 경계면에서의 최 온도는 처분 후 19년 지난 시 에서 98.8°C이었

다. 그림 2.156에 나타난 바와 같은 이 구조 완충재를 도입할 경우에 한 열 해

석을 수행하 다. 표 2.38에 주어진 바와 같이 이 구조 완충재의 내부 완충재의

열 도도만 기존 완충재에 비교하여 2배로 증가시켰으며,나머지 조건은 동일하도

록 하며 NISA 로그램을 이용하여 열해석을 수행하 다.단일 완충재에 해 계

산한 것과 동일한 심선을 따라 이 구조 완충재 주변 온도 변화를 처분 후 100년

간 계산한 결과를 그림 2.161에 나타내었다.그림 2.16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구

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 처분용기와 완충재 경계면에서의 최고온도는 동일 조건에

서 단일 완충재보다 낮은 91.6°C로 계산되었다.

x

y

z

그림 2.159.Temperaturedistributionaroundthecanisterin19

yearsafterthe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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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0.Temperaturealongthecenterlinebetweenthe

depositionholesforthesinglelayer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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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1.Temperaturealongthecenterlinebetweenthe

depositionholesforthedoublelayer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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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0과 그림 2.161에 나타난 NISA 로그램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 2가지

경우 모두 완충재와 주변암반 사이(buffer-rockinterface)의 온도 변화는 매우 유사

하다. 한 수치해 계산 결과에 따르면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최 온도는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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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용기 심선을 따라 발생한다. 이와 같은 열 거동 특성을 통해 간단한 몇 가

지 가정을 도입하면 이 구조 완충재 특성과 련된 처분용기 주변 열 거동 해석

을 한 해석 근법이 가능하다.특히,단일 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와 이

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에 따른 최 온도 차이만을 추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

잡한 3차원 유한요소 수치방법을 이용하지 않고,간단한 해석 방법이 효율 으로

가능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처분 후 100년 이내에 주변 암반의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정상 상태에서의 해석해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처

분용기와 완충재를 긴 실린더로 가정하고 앙부에서의 해석해만 필요하면 실린더

좌표계에서 그림 2.16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열 발생량과

주변 암반의 온도가 일정하다면,해석해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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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

10

ln

2

krr

TT

L

q r-
=

p

(2.52)

( )
( ) ( ) 202121

20

lnln

2

krrkrr

TT

L

q r

+

-
=

p

(2.53)

여기서 L

q0

은 정상 상태 linearheatsource[W/m],

T1은 단일 완충재의 경우 처분용기 표면 온도 [°C],

T2은 이 구조 완충재의 경우 처분용기 표면 온도 [°C],

Tr은 완충재와 주변 암반 사이의 경계면 온도 [°C],

k1은 단일 완충재 열 도도 [W/m°C],

k2은 이 구조 완충재의 내부 완충재 열 도도 [W/m°C]이다.

본 보고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서로 다른 2가지 완충재의 사용에 의한 온도

차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수식(2.52)와 수식(2.53)에서 2가지 경우 암반의

온도가 동일하다면,서로 다른 완충재의 이용에 따른 온도 차이를 다음 식(2.54)와

같이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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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해 수식(2.54)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한 사례 계산을 수행하 다. 단일 완

충재와 이 구조 완충재에 의한 온도 차이를 NISA 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해와 수

식(2.54)를 이용한 해석해 계산 결과를 그림 2.163에 나타내었다. 그림 2.163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처분 후 100년 동안 2가지 방법의 차이에 의한 온도 변화 차이는

2°C 이내 다. 이와 같이 해석 방법이 이 구조 혹은 다 구조 완충재 개념에

한 해석 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이 구조 완충재의 효능을 알아보기 하여 5가지 사례를

상으로 해석해 수식(2.54)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사례 분석을 해 설정한 경

우에 한 완충재의 열 특성은 표 2.39에 주어진 바와 같다. 경우-1은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의 단일 완충재 열 특성이며,비교를 한 기 으로 선정하 다.경

우-2는 이 구조 완충재의 내부 완충재 두께의 민감도를 분석하기 해 체 두께

는 유지하며 내부 완충재의 두께를 5cm 증가시킨 것이다.이 구조 완충재의 효

율을 직 알아보기 하여 내외부 완충재의 열 도도의 산술평균을 용한 경우를

경우-3으로 결정하 다. 우리 처분개념과 유사한 완충재를 이용하는 외국 사례에

해서도 이 구조 완충재를 도입할 경우에 한 효과 분석을 일본과 스웨덴 완충

재를 로 분석하 다.경우-4는 일본 완충재의 사례이며,경우-5는 스웨덴 완충재

의 사례이다.5가지 사례 분석에 한 계산 결과를 그림 2.164에 나타내었다.

그림 2.164에서 기존의 단일 완충재와 이 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 열 이득

을 경우-1(Case-1)로 표시하여 나타내었다. 경우-2(Case-2)에서는 열 도도가 2

배 좋은 내부 완충재 두께를 5cm 증가시킴으로써 그림 2.16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열 이득이 경우-1에 비해 증가하 다. 이 구조 완충재의 산술평균값을 이용한

경우-3의 경우 열 이득이 경우-1보다 약간 증가하 으나,이와 같이 평균을 취할

경우에는 수리 도도 측면에서도 혼합된 모래 등의 물질 때문에 지하수 침입 억제

측면에서도 나쁠 것으로 단된다. 경우-4에 나타난 일본 완충재의 경우는 완충재

두께가 다른 국가보다 두꺼워 열 이득이 크게 나타났다. 스웨덴 완충재의 경우

완충재 두께 효과 때문에 한국형기 처분시스템보다는 효과가 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구해진 해석해 수식(2.54)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에서의 이 구조 완충재 효

과를 분석하 다.본 해는 다 구조 완충재로 확 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완충재 최 조건을 찾는 데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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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layered

buffer

Double‐layered

buffer
Remark

Case‐1

r1=101cm

r0=51cm

k1=1.0W/m °C

r1=101cm

r2=76cm

r0=51cm

k1=1.0W/m °C

k2=2.0W/m °C

Referencecase

Case‐2

r1=101cm

r0=51cm

k1=1.0W/m °C

r1=101cm

r2=81cm

r0=51cm

k1=1.0W/m °C

k2=2.0W/m °C

Innerbufferisincreasedby

5cm

Case‐3

r1=101cm

r0=51cm

k1=1.0W/m °C

r1=101cm

r0=51cm

k1=1.5W/m °C

Homogeneouscasewiththe

arithmetic mean of the

thermalconductivities

Case‐4

r1=111cm

r0=41cm

k1=1.0W/m °C

r1=111cm

r2=76cm

r0=41cm

k1=1.0W/m °C

k2=2.0W/m °C

Japanesebuffer[2-73]

Case‐5

r1=87cm

r0=55cm

k1=1.0W/m °C

r1=87cm

r2=71cm

r0=55cm

k1=1.0W/m °C

k2=2.0W/m °C

Swedishbuffer[2-83]

표 2.39.Comparisonofthethermalpropertiesforthetestcases

그림 2.162.Schematicview ofsingle-layeredbufferand

double‐layeredbufferfortheanalytical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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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3.Comparisonoftheanalyticalsolution(6)withthenumerical

solutionobtainedbyN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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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4.Illustrationoftheanalyticalsolutionforseveralcases.

3)연구결과

고 폐기물의 지층처분시스템의 경제 효율을 결정하는 가장 요한 인자의

하나는 열 성능이다. 처분시스템의 열 성능은 열 도도가 가장 나쁜 완충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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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성능이 좌우하며,열 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다양한 첨가재가 시험되었다.

건조 도 1.6g/cm3 압축 벤토나이트 완충재에 모래와 그라 이트를 혼합한 결과

열 도도를 2.0W/m°C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에서의 설계

기 의 하나는 처분용기와 완충재 경계에서의 최고 온도를 100°C미만으로 유지하

는 것이다. 완충재에 모래와 그라 이트를 혼합하여 열 도도를 향상시킬 경우 모

래의 첨가에 따라 완충재의 수리 성능이 악화되는 상이 상되어 완충재 구조

를 이 으로 하는 개념을 제안하 다. 즉,외부 완충재는 기존의 순수 벤토나이트

압축 완충재를 그 로 사용하며,내부 완충재로는 열 도도를 향상시킨 모래와 그

라 이트가 혼합된 완충재를 사용하는 개념이다.

제안된 개념에 해 3차원 유한요소 로그램(NISA)을 활용하여 열 성능을 기

존 완충재와 비교한 결과 약 7°C정도의 열 성능 향상을 나타내었다.이와 같이

이 구조 완충재를 이용할 경우 값비싼 벤토나이트의 이용도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다양한 조건의 완충재를 상으로 이 구조 완충재 효과를 효율 으

로 분석할 수 있게 하기 하여 해석해를 유도하고,기존의 수치 방법과 비교하

다. 해석해를 이용하여 다양한 조건의 완충재를 상으로 이 구조 완충재의 성

능을 계산하 으며,계산 결과 완충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이 구조 완충재의 열

성능이 크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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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 비 개념설계

본 연구에서는 국내 상업용 원자로에서 발생하는 2종류의 사용후핵연료(

CANDU 사용후핵연료와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재활용 가능성이 낮아 직 처분하고,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이로 공정을 거쳐

발생하는 폐기물을 세라믹으로 고화하여 처분하는 개념에 한 비개념설계를 수

행하 다. 한,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에는 연구용 원자로로부터 발생하는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와 원자력발 소 해체에서 발생하는 해체폐기물에 한 처분도 고려하

다.

1.처분터 주변 암반 물성

가.기본 물성

개념설계를 한 입력자료로서 심지층 환경에서의 처분터 주변 암반물성은

KURT 주변 물성 측정값(표 3.1)을 활용하 다. KURT 주변 물성 측정값은 충분

한 심도에서 다양한 시편을 이용하여 측정한 값은 아니나 측정된 시편의 치 등을

고려하면,충분히 보수 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단하 다.

Mean Min Max S.D.

비 2.65 2.55 2.74 0.043

탄성계수(10
5
kg/cm

2
) 5.62 2.88 10.1 2.1

포아송비 0.2 0.14 0.35 0.042

단축압축강도(kg/cm
2
) 932 350 1580 309

공극률(%) 0.747 0.07 1.87 0.384

P 속도(m/sec) 4,666 3,270 5,950 429

S 속도(m/sec) 2,449 1,980 2,880 189

인장강도(kg/cm
2
) 105 70 140 23

열팽창계수

(microstrain/
o
C)

20-50oC 6.77 2.03 10.36 1.795

50-100
o
C 8.45 3.83 12.1 1.624

100-150
o
C 9.98 5.94 14.5 1.61

표 3.1.KURT주변 물성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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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터 처분공 주변 손상

-터 주변 손상 는 1～1.5m 상되나,보수 으로 1.5m 용.

-손상 구간의 강도(단축압축강도, 단강도,마찰각,인장강도)나 변형계수는 기

본 물성의 반(50%)으로 가정.

-손상구간에서의 포아송비나 도는 무결암과 동일한 값(기본값)이용.

-열해석의 경우 재 진행 인 결과를 추후에 반 .

-처분공 주변 손상 :보링 머신을 이용한 굴착이 상되어,이에 한 특성 평

가 까지는 처분공 주변 손상 는 무시.

다.수리 특성

2차원으로 표기한 KURT 주변 주요 단열 분포는 그림 3.1에 나타낸 바와 같으

며,수리지질 모델의 수리지질 단 요소와 수리지질 모델 요소별 수리 도도 단열

분류결과 수리지질 모델 요소별 수리 도도는 그림 3.2와 표 3.2 표 3.3에

나타내었다.

그림 3.1.KURT주변 지역의 단열 분포 (2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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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단열 두께(m) Order 분류 결과 단열 명칭

1 YS1_104F 14 2 ClassA FZ2A-1

2 YS1_433F 17.3 2 ClassA FZ2A-2

3 YS2_106F 18.5 2 ClassA FZ2A-3

4 YS6_70F 11-20 2 ClassA FZ2A-4

5 KP1_75F 65.9 2 ClassS FZ2S-1

6 KP1_120F 12.5 2 ClassA FZ2A-5

7 KP1_177F 14.0+ 2 ClassA FZ2A-6

8 DB1_213F 17.32 2 ClassA FZ2A-7

9 DB1_241F 5.6 2 ClassB FZ2B-1

10 L1 1or2
ClassS

(expected)
FZ2S-2

표 3.2.KURT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 분류 결과

그림 3.2.수리지질 모델의 수리지질 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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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모델요소 수리지질모델요소 수리 도도(m/sec)

토양층 상부풍화 HSD 1.5E-07

상부 경사 단열 LAFD 1.05E-07

단열 HCD

FZ2S-1 3.17E-07

FZ2S-2 4.36E-7(expected)

FZ2A-1 2.57E-09

FZ2A-2 1.69E-09

FZ2A-3 5.49E-09

FZ2A-4 6.31E-07

FZ2A-5 4.57E-07

FZ2A-6 1.32E-06

FZ2A-7 8.78E-06

FZ2B-1 7.95E-06

기반암 HRD 4.3E-10

표 3.3.수리지질 모델 요소별 수리 도도

라.지열구배

DB-01공내 지하수의 수온을 측정한 결과 200～ 220mabh를 기 으로 0～200

mabh(지표면 근처 혼합 제외),220～500mabh구간에서 2개의 구배로 분석된다

(그림 3.3).

-0～200mabh:Temp(℃)=0.013(thermalgradient)(℃/m)×Depth(m)+16.45(℃)

-220～500mabh:Temp(℃)=0.022(thermalgradient)(℃/m)×Depth(m)+14.12(℃)

그림 3.3.KURT주변 지열 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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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단열 방향성

단열의 방향성 분석은 시추공 단열조사(BHTV)자료를 바탕으로 Dips 로그램

을 이용하 다(그림 3.4).심부시추공(DB-01)의 500m에 한 시추공 단열조사 결과,

1270개의 단열에 한 정보가 얻어졌으며 물리검층과 코아로깅 코아사진로 확정

된 8개의 단열 를 Dips 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테 오망에 투 함으로써 단열들

의 유사성과 방향성을 검토하 다. 방향성은 체 으로 NS,EW,NW 방향의 고

경사 단열 경사 단열 로 구분되었으며,총 8개의 단열 에서 NW 방향이 5

구간,EW 방향이 2구간,NE뱡향이 1구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4.Dips를 이용한 체 스테 오망.

2.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가.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CANDU형 발 소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재활

용할 가능성이 어 심부지하에 직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이의 처분

시스템을 설계하기 한 각 구성요소별 설계조건 설계입력,선원항은 아래에 기

술한 바와 같다.

1)설계조건 설계입력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냉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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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처분용기 구성 용량,완충재 특성,암반 등에 한 설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CANDU사용후핵연료 :연소도 8100MWD/MTU,30년 냉각

•CANDU처분용기 :

-NodularCastIron+ 온분사 구리코 (10mm)

-용량 :CANDU사용후핵연료 60번들용 바스켓 4단

-크기 :D1,280mm xH2,745mm(Shoulder85mm 포함)

•완충재 :경주 벤토나이트(칼슘 벤토나이트)

•암 반 :KURT주변 암반

•처분터 /처분공 :KBS-3V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요한 향 인자인 열 인자는 본보고

서의 선진핵주기 폐기물 평가 로그램에 근거(연소도 8,100MWD/MTU CANDU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회귀식)하여 산출하 다. 주요 구성별 열량특성은 아래에 나

타내었다.

-Canister당 발열량 :191.44W/basketx4basket/canister

=765.77W/canister

-Borehole당 발열량 :1.53kW/borehole

2)선원항

가)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수로 4기를 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연도별 발생량 량을 추정하 다.처

분물량 발생량은 네 가지 시나리오에 해 추정하 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월성

1호기는 30년 운 ,그 외는 40년 운 기간을 가정한 경우이며,두 번째,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호기에 해 각각 40년,50년, 60년 운 기간을 가정한

경우이다.첫 번째 시나리오는 재까지 인허가된 운 허가 연수를 가정한 경우이

며,그 외 시나리오는 설비개선 후 지속 연장운 을 가정한 경우이다.각 호기별

사용후핵연료 량(MtU) 측 모델은 식(3.1)을 사용하 다.식 (3.1)에서 

는 k

호기에 한 최종 사용후핵연료 발생 량을 의미하며,

는 기 연도까지의 사

용후핵연료 발생 실제 량,

는 노심을 구성하는 핵연료 총장 량,n은 기 연

도부터 폐로 시까지 향후 운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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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기서,

는 k호기의 연평균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의미하며,본 연구에서는

(주)한수원에서 제공한 값(97.3MtU/yr)을 용하 다. 그림 3.5는 이 모델을 이용

하여 평가한 각 경우에 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 번째

의 경우 2040년에 약 14,600톤을 나타냈으며,세 번째의 경우 2050년에 약 19,500톤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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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CANDU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측.

나)사용후핵연료 특성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는 붕괴열량과 한 계를 갖고 있고,붕괴열량은 단

면 당 우라늄 처분량으로 표기되는 처분 도와 한 계를 가지므로 이에 한

분석은 처분시스템 설계에 매우 요하다. 2007년까지 발생한 수로 사용후핵연

료를 상으로 방출연소도에 한 통계분석을 수행하 다. 그림 3.6은 월성 1호기

에서 각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방출연소도 황을 통계 분석한

결과이다.그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방출연소도에 있어 증가추세 는 감소추세

같은 특이한 경향은 없는 것을 볼 수 있다.월성 2,3,4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

연료에 해서도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월성원 호기를 상으로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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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연소도의 평균값은 6,987MWd/MtU,표 편차는 1,167로 나타났다. 표 3.4에

는 각 호기 월성 호기를 상으로 통계분석한 방출연소도의 평균 표 편차

가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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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BurnupDistributionforWolsongUnit1.

WolsongUnit
DischargeBurnupDistribution(MWD/MtU)

Mean StandardDeviation

Unit1 6,923 941

Unit2 7,005 1,123

Unit3 6,858 1,249

Unit4 7,010 1,188

Total 6,987 1,167

표 3.4BurnupDistributionforSpentFuelsinWolsongUnits

다)기 사용후핵연료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방사선량 계산을 해 먼 기 핵연료를 설

정하고 30년 동안 냉각된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기 인 정보를 ORIGEN-ARP

를 통하여 구하 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해서는 기 사용후핵연

료에 한 표연소도 선정이 필요한데,평균값에서 단일방향으로 1σ 유의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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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면 기 사용후핵연료는 84%를 표할 수 있으므로, 표 연소도는 8,100

MWd/MtU로 선정하 다.이 게 설정할 경우 이 값을 과하는 사용후핵연료 즉,

16%의 물량은 표연소도보다 낮은 값을 갖는 84%의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처분용

기에 장 하면 사용후핵연료 평균연소도는 충분히 표연소도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계산에 사용된 기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계산 조건은

아래 표 3.5와 같다.

항목 내용

연료 종류 CANDU37

기농축도 0.711wt% (naturaluranium)

비출력 23.668MW/MtU

기 연소도 8,100MWd/MtU(342days)

냉각기간 30years

사용된 로그램 ORIGEN-ARP5.00(2004년)

표 3.5.기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계산 조건

라)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붕괴열

(1)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요한 핵종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있어서 요한 핵종들은 주로 장반감기이거나 고발

열성,고방사능 핵종들이다. 한,방사성 물질이 자연환경으로 유출되었을 경

우의 환경에 미치는 향이 큰 핵종들 역시 처분 에서는 요하게 취 하여

야 한다.

(2)핵종별 방사능 변화

핵종별로 백만년 동안의 방사능 변화를 계산하여 그림 3.7과 같이 나타내었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방열성 핵종이면서 단반감기 핵종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천년이내에 방사능이 소멸되지만,악티나이드 계열의 핵종과 테

크니슘 등은 만년이상 계속 방사능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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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시간에 따른 핵종별 방사능 변화.

(3)핵종별 붕괴열 변화

핵종별로 백만년 동안의 붕괴열 변화를 계산하여 종합 으로 그림 3.8과 같

이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방열성 핵종이면서 단반감기 핵종

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1,000년 이내에 붕괴열이 소멸되지만,악티나이드 계

열의 아메리슘과 로토늄 등은 10,000년이상 계속 열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시간에 따른 핵종별 붕괴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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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시스템 비개념설계

가)처분용기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는 사용후핵연료 번들 60다발용 Basket4개를

재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열량 계산:CANDU사용후핵연료 30년 냉각 조건

Bundle무게 :19.0kg

•용기 내부 치수 :ID1070mm ×H2240mm(560x4)

*ref:NTC-08-00119094

•외압 조건:지하수압 (5MPa),완충재 팽윤압 (7MPa)

•내압 조건 :운반 임시 장 시 0.1MPa의 내압 (PI-PO =0.1MPa)

•재료 강도 :주철용기 항복응력 250MPa

•재료 재질 :내부 용기(Nodularcastiron:GCD400-15),상하 (SGV450)

•구리 용기:주철용기 벽면 1cm 두께 온분사 코 ,상하부 3cm 두께 단조

•재료 도:주철 도 :7.2g/cm
3
,구리 도 :8.9g/cm

3

한,CANDU 처분용기 설계를 한 처분용기가 수용할 수 있는 열량, 주철 용

기 두께 주철용기 볼트 사양 결정을 한 기본 계산은 아래와 같다.

•Canister열량 계산

-연소도 8,100MWD/MTUCANDU사용후핵연료 붕괴열 회귀식(표 3.6)

  



 (3.2)

Cooling

Time(yr)
C1 A1 C2 A2 C3 A3 y0

1≦t≦100 251.12 0.02442 5431.4 0.71648 0 0 47.23

100≦t≦1E+6 11.50 5.96E-05 33.255 0.00154 218.60 0.02183 0.71

표 3.6.열계산 회귀식 상수

•주철 용기 두께 계산

-몸체 두께 설정 순서

*KSB6734(1998)“6.2외압을 받는 이음매 없는 원통 몸체”규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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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두께 t설정 :93mm

2.외경 D=ID+2t=1256mm,길이 L=2240mm,ID=1070mm

3.L/D=1.8,D/t=13.5계산

4.3의 값들을 기 으로 A값 추출 :0.017

5.4의 A값,탄소강 재료 강도(235MPa) 용온도 150
o
C이하 기

B값 추출 :122

6.최고 허용 외압 Pa의 계산

 

 
 

7.Pa>P(=12.0MPa)만족하도록 t를 설정

P(외압하 )=GP(수압)+BSP(팽윤압)=5MPa+7MPa=12MPa

8.몸체 두께 :95mm로 설정

-평 두께 설정 순서

*KSB6734(1998)“5.5용 에 의해 부착되는 평경 ”규정 용

1.평경 계산 두께 :

 






d:경 지름 =1070mm (용기 내경)

C:부착 방법에 따른 정수

P:설계압력 =12MPa(외압하 )

:설계 온도에서의 재료의 허용 인장 응력

 :용 효율 (맞 기 용 에서는 1)

2.C의 결정 =0.33

경 용 형태에 따른 C값 설정

3.의 결정 =146MPa

KS B 6733 (2003) 부표 1.2 -상온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

SGV450100oC에서의 기본 허용 응력 146MPa 용

4.의 계산 =176.2mm

5.평 두께 180mm (  )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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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를 수직으로 인양한다고 가정할 경우,자 은 Lid를 제외한 용기의 하부

무게가 되며,하부 무게의 계산은 표 3.7과 같다.

지름(cm) 높이(cm) 부피(cm
3
) 도(g/cm

3
)무게(ton)

주철용기

몸체 내부 107 233 2094079

몸체 체 126 233 2903800

벽체 체-내부= 809720.4

바닥 126 18 224327.9

Total 벽체 +바닥 = 1034048 7.2 7.45

내부 basket 1.9tonx4ea= 7.6

구리

코

몸체 내부 126 251 3128128

몸체 체 128 251 3228221

벽체 체-내부= 100093.8

바닥 128 3 38584.32

Total 벽체 +바닥 = 138678.1 8.9 1.23

Total자   16.28

표 3.7.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제원

나)완충재

(1) 완충재 기능 특성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스템을 한 완충재의 성능기 국내에서 생산되

는 완충재료인 경주 벤토나이트의 물성값은 표 3.8에 나타내었으며,이를 바탕으로

설정한 기 벤토나이트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기 함수량 :13%

-건조 도 :1.6g/cm3

-공극률 :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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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단 성능 기 Bentonite물성

DryDensity Mg/m
3

>1.6

HydraulicConductivity m/s <10
-12

3x10
-13

SwellingPressure MPa <15 3

MechanicalProperties

-Unconfinedcompressionstrength MPa >4.9 5.0

-Young'smodulus ×10
2
MPa >5.9 5.9

-Poisson'sratio 0.05~0.21 0.18

-Cohesion kPa 500~1000 1000

-Internalfrictionangle degree 27~37 37

-Coefficientofconsolidation m2/yr 0.018~0.115 0.018

Thermalconductivity W/m oK >0.8 0.8

Organiccarboncontent wt% <0.3

Specificheat kJ/kgK 1.0

Thermalexpansioncoefficient 1/K 2.5x10
-4

Suctionpotential MPa 50

Coefficientofvolumecompressibility M
2
/MN 0.021

CompressionIndex 0.14

표 3.8.완충재 성능기 경주 벤토나이트 물성값

(2) 완충재 설계

(가)완충재 두께 설정

본 보고서에서는 두께 설정인자를 핵종유 지능에 따른 벤토나이트 두께범

를 설정한 후 열정성능 역학 성능을 고려하 다.

• 두께 설정 인자

-핵종유출 지능에 따른 벤토나이트 두께 범 :250-500mm

-벤토나이트 두께에 따른 열 성능 향 :얇을수록 유리

-역학 성능에 따른 벤토나이트 두께 :두꺼울수록 유리

• 두께 설정

-처분용기와 처분공 벽면 간격 :400mm로 설정

.처분용기 -벤토나이트 블록 Clearance:10mm

.벤토나이트 블록 -처분공 Clearance: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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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토나이트 블록 Dimension

.디스크형 블록(처분용기 하부 상부):D2,020mm xH500mm

.환형 블록(용기 측면):OD2,020(ID1300)mm xH500mm

(나)완충재 무게 취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해서 설정된 완충재 두께를 기 으로 완충재 블록

은 처분공에서의 처분용기 상하부를 한 디스크형 블록과 처분용기 측면을 한

환형 블록을 설계하 으며,이들에 한 무게 취 방안은 아래에 기술하 다.

• 디스크형 블록 무게 :부피 × 도 =1.6m
3
×1.6t/m

3
=2.56ton

• 환형 블록 무게 :부피 × 도 =(1.6-0.663)m
3
×1.6t/m

3
=1.5ton

• 완충재 취 방안 :진공 압착 방식 취 장비로 취

다)처분 모듈 :처분 공 처분터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있어서의 공학 방벽인 처분용기 완충재

블록 개념을 바탕으로 KBS-3개념의 수직처분방안 처분모듈로서 처분공과 처분터

을 설계하 다.

(1)처분공 설계

(가) 처분공 규모 설정 인자

-처분용기 완충재 제원

-처분용기/완충재 취 을 한 여유 간극

(나)처분공 설계

-처분공 직경 :2,080mm

.처분용기(1,280)+취 간극(10×2)+완충재 (360×2)+취 간극(30×2)

-처분공 높이 :7,990mm

.처분용기(2,745×2단,환형 블록 11단)+바닥 (디스크형 블록 :500)+용기

상부(디스크형 블록 4단 :500×4)

-처분공 당 굴착량 :27.1m
3

-처분공 당 벤토나이트 량 :18.4m3

*처분용기 부피 (2단 :7.06m3),간극 부피 (1.77m3:0.2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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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수 단 부피 총 부피

환형 11 0.94 10.32

디스크형 5 1.60 8.01

합 계 18.33

(2)처분터 설계

(가)처분터 규모 설정 인자

-처분공 굴착장비 제원 작업 범

-처분용기/완충재 취 장치 제원 작업 범

(나)처분 터 설계 (그림 3.9)

-처분터 폭 :3,900mm

.처분공 직경(2,080)+정치장치 공간 (700×2)+여유간격 (210×2)

-처분터 높이 :4,100mm

.처분공 상부(200)+운반차량 차폐(300×2)+처분용기(2,745)+여유간격(555)

-처분터 단면 :14.21m2

그림 3.9.처분용기 취 장비를 고려한 처분터 규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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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HANARO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1)설계 조건 설계 입력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설계를 한 기 사용후핵연료,이에 한 처

분용기,완충재 등 공학 방벽 자연방벽에 한 조건은 다음에 기술하는 바와

같다.

•기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100GWD/MTU,30년 냉각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

-주철 + 온분사 구리코 (10mm)

-용량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60번들용 바스켓(OD1,067mm ×1,022mm)1단

-크기 :D1,280mm ×H1,530mm(Shoulder85mm 포함)

•완충재 암반: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동일

한,시스템 설계에 향을 미치는 인자인 설계입력으로서의 열 특성은 기

사용후핵연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식으로부터 산출하여 처분용기 당 열량을 다음에

기술하 다.

•연소도 100GWD/MTU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회귀식

•처분용기 당(바스켓 당)발열량 :

-36 :4.48W/bundlex60bundle/basket=268.83W/basket(canister)

-18 :2.57W/bundlex60bundle/basket=154.09W/basket(canister)

•처분공 당 발열량 :

-36 :268.83W/canisterx3cani./처분공 =0.81kW/처분공

-18 :154.09W/canisterx3cani./처분공 =0.47kW/처분공

2)선원항

가)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하나로 원자로의 주기길이는 23～28일이며,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연간 9주기 운

목표로 운 하고 있다. 노심에는 36 핵연료집합체가 20개,18 핵연료집합체

가 12개 장 되어 운 이며,각 주기가 끝날 때마다 36 핵연료집합체 3개,18

핵연료집합체 2개,즉 5개의 다발을 교체한다.이 게 할 경우 연간 발생되는 사

용후핵연료의 양은 36 핵연료집합체가 27개,18 핵연료집합체가 18개로 총 45

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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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작업수조에 임시보 하 다가 사용후핵연료

장조로 이송된다. 사용후핵연료의 장용량은 36 다발이 600개,18 다발이

432개 이며,이 용량은 약 20년간 출력 운 에서 발생하는 핵연료와 서울 TRIGA

연구용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보 할 수 있는 용량이지만,TRIGA 연구

용원자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1998년 미국으로 이송되었다. 장조는 3층으

로 된 격자에 장상자를 쌓아 놓을 수 있는 구조이며,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11월 기 으로 36 핵연료집합체가 194개,18 핵연료집합체가 106개

장되어 있다.이를 우라늄 질량으로 환산하면 약 559kg이 된다.

집 합 체
발 생 량

다발 우라늄 무게 (iHMtonU)

36 핵연료집합체 194 0.426

18 핵연료집합체 106 0.133

총 계 300 0.559

표 3.9.사용후핵연료 장 황(2007년 11월 기 )

하나로 운 으로부터 향후 발생할 사용후핵연료의 양을 추정하 는데,이를 해

보수 인 가정을 용하 다.

○ 연간 10주기 운 (28일운 ,일주일 재장 )

○ 주기당 36 핵연료집합체 3개,18 핵연료집합체 2개가 방출(총 5다발 방출)

○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냉각풀 TRIGA 사용후핵연료 공간은 36 핵연료집합

체 장 공간으로 개조하여 사용

○ 연간 89kg(우라늄 기 )사용후핵연료 발생

○ 2005년 시 부터 17년 추가 운 하여 2022년까지 발생

앞서의 가정을 용하여 얻어진 포화시 2022년말 기 상 발생량은 표 3.10

에서 보는 바와 같이,36 사용후핵연료집합체 713다발,18 사용후핵연료집합체

432다발로,총 1,145다발이며,이의 질량은 약 2.1톤이다.

하나로의 상수명을 고려할 때,2022년에 운 종료는 경제 으로도 불합리하고

실성이 없으므로 재의 장용량을 1.6배로 확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장 공간의 조 격자화도 고려하고 있다.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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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최종 상발생량은 약 3톤을 약간 상회할 것으로 상된다.

집합체
발생량

다발 우라늄 무게 (iHMtonU)

36 핵연료집합체 713 1.531

18 핵연료집합체 432 0.528

총 계 1,145 2.058

표 3.10.사용후핵연료 상 발생량(2022년 말 기 )

나)사용후핵연료 특성

핵연료는 고 도의 U3Si입자가 고순도의 알루미늄 기지(matrix)에 분산된 형태

로서 61.4w/o의 U3Si와 38.6w/o의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화합물 U3Si는

3.96w/o의 Si을 함유한다.

핵연료의 농축도는 높은 성자속을 얻기 해 농축우라늄의 한계치인

19.75w/o가 사용된다.핵연료집합체는 표 핵연료 과 축소 핵연료 으로 이루어

져 있는데,표 핵연료 은 직경 6.35mm의 표 핵연료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축소 핵연료심은 직경 5.49mm의 축소 핵연료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피복

을 포함한 외경의 크기는 같으며,70cm의 길이를 갖는다.피복재와 단 마개는

모두 AA-1060이 사용되며 피복재에는 열효율을 향상시키고 열 ․기계 응력을

감소시키기 하여 8개의 핀이 부착되어 있다.

하나로는 두 종류의 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하는데,육각형의 유동 에 장 되는

36 핵연료 집합체는 18개의 축소 핵연료 과 18개의 표 핵연료 으로 이루어있

으며,원통형 유동 에 장 되는 18 핵연료 집합체는 18개의 표 핵연료 으로

구성된다.핵연료 집합체 심에는 모두 지르칼로이로 구성된 지지 이 있으며,이

를 이용하여 하부 그리드 에 핵연료를 고정시킬 수 있다.

발 용 상업로와 비교하여 핵연료 측면에서 다른 특징은 다양한 실험지원이 가능

하도록 높은 성자속을 얻기 해 농축우라늄의 한계치인 19.75%의 농축도를 사

용하고 있다는 것이며,상업로 핵연료의 경우 길이가 400cm 정도이나,하나로 핵

연료의 경우 70cm로 매우 작다는 것이다. 한,핵연료집합체 한 개당 우라늄 장

량이 상업로의 경우 430kg정도이나,하나로 핵연료의 경우 1∼ 2kg정도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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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작다. 핵연료 집합체 심에는 모두 지르칼로이로 구성된 지지 이 있으며,이

를 이용하여 하부 그리드 에 핵연료를 고정시킬 수 있다.

다)기 사용후핵연료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방사선량 계산을 해 먼 기 핵연료를 설

정하고 30년 동안 냉각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기 인 정보를 ORIGEN-ARP

를 통하여 구하 다.계산에 사용된 기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계산 조건은 표

3.11에 나타내었다.

항목 내용

연료 종류 HANARO36pin

기농축도 19.75wt%

기 연소도 100,000MWd/MtU

냉각기간 30years

사용된 로그램 ORIGEN-ARP5.00(2004년)

표 3.11.기 사용후핵연료의 특징 계산 조건

라)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붕괴열

(1)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생성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붕괴열 평가에는 ORIGEN-ARP코드를 사용

하 다.ORIGEN-ARP코드가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분석에 합한 핵반응

단면 라이 러리를 내장하고 있지 않아,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SCALE코

드 시스템내의 SAS2를 이용하여 생성하 다.그림 3.10은 실제 하나로 핵연료 의

형상을 나타내며,그림 3.11은 하나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생성하기 해 단

순화된 모델을 나타낸다.표 3.12에는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생성하기 해 사

용된 기 자료를 나타내고 있다.표 3.12에 다시 제시한 이유는 하나로 사용후핵연

료의 방사선원항 평가용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상세히 제

공하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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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하나로 핵연료 형상.

그림 3.11.계산에 고려된 핵연료집합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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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generaldata

Bundletype

Numberoffuelrods

Numberoftierods

Watertemperature,°C

Waterdensity,g/cc

Uranium mass,gU/bundle

Assemblypitch,cm

Fuelroddata

Typefuel

Enrichment

Fueldensity,gU/cm
3

Fuelcomposition

Rodpitch,cm

FuelOD,cm

CladOD,cm (withoutfins)

CladOD,cm (overfins)

Activefuellength,cm

Effectivefueltemperature,K

Cladmaterial

Cladtemperature,K

Hexagonalflow tubedata

Insideflat-to-flatdiameter,cm

Outerdiameter,cm

Tubematerial

Hexelementdriver

36

1

40°C

0.9922

2487

8.01

U3Si-Al

19.75

3.15

U58.3wt%,Si2.2%,Al39.5%

1.2

0.635

0.787

0.991

402

Aluminum TypeAA1060

364

7.44

7.60

Zircaloy

표 3.12.하나로 36 핵연료집합체 주요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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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생성한 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축도 연소도에 따른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생성하기 한 SAS2입력문

을 만들었다. 상업로의 경우는 농축도가 여러 가지이므로 보통의 경우 1.5%.2%,

3%,4%,5%의 기 농축도에 해 연소도별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만든다.

이를 해서는 각 농축도에 상응하는 입력문이 한 개씩 필요하며 따라서 총 다섯

개의 입력문이 필요하다.그러나 하나로 핵연료의 경우에는 단일 농축도를 사용하

므로 19.75%에 한 한 개의 입력문으로도 충분하다.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는 25개의 연소시 에 해 100,000MWD/MTU까지 생

성하 으며,이 에서 ARPLIB 모듈을 이용하여 0,4637.5,13,912.4,23,187.4,

32,462.4, 41,737.3, 51,012.3, 60,287.3, 69,562.2, 78,837.2, 88,112.2, 97,387.1

MWD/MTU,12개의 연소시 에서 생성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만을 취하여 하

나로 36 핵연료집합체 분석용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만들었다.

(2)방사선원항 계산 조건 가정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붕괴열량 평가는 36 핵연료집합체를 상으

로 하 다.연소계산에 필요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는 앞서 생성한 라이 러리

를 사용하 다.

방출연소도의 기 값은 하나로에서 기 에 방출된 사용후핵연료가 갖는 연소도

를 분석하여 보수 인 값을 선정하 으며,최근 선진국들의 처분장 안 성 평가 시

에 용되는 시간이 백만 년인 것을 감안하여 100만년까지 평가하 다. 평가시

용한 비출력 도는 510W/gU이며,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은 표 3.13에서

제시하는 값을 사용하 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있어서 요한 핵종들은 주로 장반감기이거나 고발열성,

고방사능 핵종들이다. 한,방사성 물질이 자연환경으로 유출되었을 경우의 환경에

미치는 향이 큰 핵종들 역시 처분 에서는 요하게 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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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history

Power/basis

[W/gU]

Time

(days)

Burnup

[MWD/MTU]

cycle1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2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3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4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5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6 510.2 28 14285.7

downtime 7

cycle7 510.2 28 14285.7

표 3.13.하나로 핵연료 연소이력

(3)방사능 붕괴열 계산 결과

핵종별로 백만 년 동안의 방사능 변화를 계산하여 종합 으로 그림 3.12와 같이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방열성 핵종이면서 단 반감기 핵종인 세

슘과 스트론튬의 자핵종 이트륨 등은 천년이내에 방사능이 소멸되지만,악티나이드

계열의 핵종과 테크니슘 등은 만년이상 계속 방사능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붕괴열에 한 계산결과는 종합 으로 그림 3.13에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고방열성 핵종이면서 단 반감기 핵종인 세슘과 스트론튬 등은 천년이내에

붕괴열이 소멸되지만,악티나이드 계열의 아메리슘과 루토늄 등은 만년이상 계속

열을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발 용 상업로에서 방출되는 사용후핵연료

와 달리,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방출연소도가 높아 고열량의 붕괴열을

방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07 -

그림 3.12.시간에 따른 핵종별 방사능 변화.

그림 3.13.시간에 따른 핵종별 붕괴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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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 시스템 비개념설계

가)처분용기

하나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한 처분용기는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60다발용

Basket1개를 장하는 심지층처분용기로 설계하 으며 설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열량 계산:연소도 100GWD/MtU하나로 사용후핵연료,30년 냉각 조건

Bundle당 U:2.193kg(36 ),1.257kg(18 )

Bundle총무게 :19.6kg(36 ),12.7kg(18 )Ref)TR-6741/96

Basket당 Bundle수 :60개

Canister당 Basket수 :1개

•용기 내부 치수 :ID1070mm xH1025mm

Ref)NTC-08-00119094(Candubasket사양 참조)

•외압 조건:지하수압(5MPa),완충재 팽윤압(7MPa)

•내압 조건 :운반 임시 장 시 0.1MPa의 내압 (PI-PO =0.1MPa)

•재료 강도 :주철용기 항복응력 250MPa

•재료 재질 :내부 용기(Nodularcastiron:GCD400-15),상하 (SGV450),

•구리 용기:주철용기 벽면 1cm 두께 온분사 코 ,상하부 3cm 두께 단조

•재료 도:주철 도 :7.2g/cm
3
,구리 도 :8.9g/cm

3

상기 설계조건을 기반으로하여 처분용기 설계는 선원항으로부터 도출한 붕괴열

회귀식과 심도 500m에서의 처분환경을 고려한 하 을 용하여 설계 계산을 수행

하 다.

(1)Canister열량 계산

-연소도 100GWD/MtU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회귀식

  



 (3.3)

Cooling

Time(yr)
C1 A1 C2 A2 C3 A3 y0

1≦t≦100 3940 0.0269 62274 0.7273 0 0 285.1

100≦t≦106 3292 0.0221 113.36 0.0017 19.79 5.3x10-5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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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철 용기 두께 계산

-몸체 두께 설정 순서

*KSB6734(1998)“6.2외압을 받는 이음매 없는 원통 몸체”규정 용

•두께 t설정 :95mm

•외경 D=ID+2t=1260mm,길이 L=1025mm,ID=1070mm

•L/D=0.8,D/t=13.3계산

•3의 값들을 기 으로 A값 추출 :0.045

•4의 A값,탄소강 재료 강도(250MPa) 용온도 150
o
C이하 기

B값 추출 :119 (KSB6734부도 2b)참조)

•최고 허용 외압 Pa의 계산

 

 
 

•Pa≧P(=12.0MPa)만족 (t=95mm의 설정에서)

P(외압하 )=GP(수압)+BSP(팽윤압)=5MPa+7MPa=12MPa

• 몸체 두께 :95mm로 설정

-평 두께 설정 순서

*KSB6734(1998)“5.5용 에 의해 부착되는 평경 ”규정 용

•평경 계산 두께 :

 





d:경 지름 =1070mm (용기 내경)

C:부착 방법에 따른 정수

P:설계압력 =12MPa(외압하 )

:설계 온도에서의 재료의 허용 인장 응력

 :용 효율 (맞 기 용 에서는 1)

•C의 결정 =0.33

경 용 형태에 따른 C값 설정

•의 결정 =146MPa

KSB6733(2003)부표 1.2 -상온 압력용기용 탄소강 강 SGV450

100
o
C에서의 기본 허용 응력 146MPa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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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산 =176.2mm

•평 두께 180mm (  )로 결정

나)완충재

(1) 완충재 기능 특성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공학 방벽의 주요 구성요소인 완충재

의 주요 기능은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같다.

(2) 완충재 설계

(가)완충재 두께 설정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동일하다.

(나)완충재 무게 취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완충재 블록과 동일한 개념으로 설정하 다.

다)처분 모듈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있어서의 처분터 주변환경은 CANDU 사용

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서와 동일하게 KURT 주변 측정자료를 기반으로 하 으며,

공학 방벽인 처분용기 완충재 블록 개념을 바탕으로 KBS-3개념의 수직처분

방안 처분모듈로서 처분공과 처분터 개념을 설계하 다.

(1)처분공 설계

(가) 처분공 규모 설정 인자

-처분용기 완충재 제원

-처분용기/완충재 취 을 한 여유 간극

(나)처분공 설계

-처분공 직경 :2,080mm

.처분용기(1,280)+취 간극(10×2)+완충재 (360×2)+취 간극(30×2)

-처분공 높이 :7,09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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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1,530×3단,환형 블록 11단)+바닥 (500)+용기상부(500×4)

-처분공 당 굴착량 :24.1m

-처분공 당 벤토나이트 량 :16.64m3

*처분용기 부피 (3단 :5.90m
3
),간극 부피 (1.56m

3
:0.19+1.37)

소요 수 단 부피 총 부피

환형 9 0.94 8.44

환형 (100) 1 0.19 0.19

디스크형 5 1.60 8.01

합 계 16.64

(1)처분터 설계

(가)처분터 규모 설정 인자

-처분공 굴착장비 제원 작업 범

-처분용기/완충재 취 장치 제원 작업 범

(나)처분 터 설계

-처분터 폭 :3,900mm

.처분공 직경(2,080)+정치장치 공간(700×2)+여유간격 (210×2)

-처분터 높이 :4,100mm

.처분공 상부(200)+운반차량 차폐(300×2)+처분용기+간격(555)

-처분터 단면 :14.21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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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가.개념설정

1) 이로 공정 폐기물 분석

이로 공정 물질수지 분석은 경수로원자로에서 발생된,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공

정인 이로 공정(Pyro-process)에서 발생되는 고 폐기물의 물량 특성을 분

석하는데 목 이 있다.

이로공정은 지속 으로 개선되어 왔으며,2008년도에는 기 핵연료가 농축도

4.5%,연소도 45,000 MWd/tU,냉각기간 5년에서 농축도 4.5%,연소도 55,000

Mwd/tU,냉각기간 10년으로 변경되어 물질수지에 큰 변화가 발생되었다. 이외에

도 공정폐기물을 고화시키는 방법으로 LiCl환원공정에서 폐용융염을 기존 산화추

출법에서 결정화법으로 수정하고 SAP(silicone-aluminium-phosphate)결합제를 이

용한 고화법이 개발되었으며, 한 LiCl-KCl정련공정의 폐용융염의 고화법을 기존

의 유리화 기술에서 세라믹상의 Monazite로 환하는 기술이 개발되어 폐기물량이

많이 어들었다. 표 3.14에 이로 공정의 주요 변화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Ver.2.6.0을 기 으로 폐기물을 분석하고 물량을 산출하 다.

가) 이로공정 변화

체 인 이로공정의 흐름은 유지한 채 세부 공정의 변화가 있었다. 체 인

공정도식은 그림 3.14와 같다.

그림 3.14. 이로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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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Date Version-up주요내용

2.0.0 2008-07-07 -기작성된 Version1은 기 SF가 농축도 4.5%,연소도

45,000MWd/tU,냉각기간 5년이었음.

-이를 변경하여 농축도4.5%,연소도 55,000MWd/tU,

냉각기간 10년으로 변경함

2.5.1 2008-07-08 -기 핵연료 변경에 따른 염폐공정 수정

2.1.0 2008-07-16 -핵주기시스템 공정자료 보완 :Decladding/Voloxidation

& ① ② 작성

2.1.1 2008-07-17 - 체 공정에 한 일 성 유지를 한 수정,보완

2.2.1 2008-07-29 - 해환원 심의 Cs,Sr TRU처리효율 수정

2.3.2 2008-09-25 - 해정련공정 심의 Cs,Sr TRU이동경로 수정

2.3.3 2008-10-25 - 해정련공정 심의 Cs,Sr TRU처리효율 수정

2.4.1 2008-11-05 - 해제련의 Draw down공정 수정

2.4.2 2008-11-12 - 해제련의 Draw down공정 분배계수 수정

2.5.1 2008-11-24 -염폐기물 고화체 제조혼합비 수정

2.4.3 2008-11-25 - 해제련의 Draw down공정 분배계수 수정 +

comment수정

2.5.2 2008-11-27 -염폐기물 LiCl재생효율 수정

2.5.3 2009-05-29 -고온 온 Voloxidation자료 추가

2.5.4 2009-06-08 -Ba핵종의 Alkalineearth로 추가반

2.6.0 2009-06-10 -Nuclideinventory자료 추가

표 3.14. 이로공정 버 변화 기록

변화된 사항으로는 먼 ①Chopping/Decladding이후에 Voloxidation을 하던 공

정에서 Chopping 이후에 Voloxidation을 통한 Decladding을 하도록 하 다.②

Reduction과 Refining사이에 있던 Dross/Cathodeconsolidation공정이 삭제되었

다.③ElectricWinning공정에서 TRU 회수 방법이 기환원(electro-reduction)

신 Cddistillation으로 변경되었다.④공정 에 손실되는 양에 한 DirtyScrap개

념이 추가되었다.⑤폐기물의 종류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폐용융염의 핵종제거에

서 Cs를 zeolite와 같은 흡착물질로 제거하는 공정이 사라지면서 LiCl혹은

LiCl-KCl의 폐용융염에서는 각각 하나의 세라믹 폐기물만 발생된다.

Off-gas폐기물에서 고방열성 핵종인 Cs는 라이 애쉬(Flyash)로 고정화되며,

주요 폐기물이 된다.이밖에도 다양한 핵종이 존재하게 되는 이들 핵종들은 각각의

다른 흡착제나 기술을 통해 고정화된다.그 각각의 휘발성 핵종과 고정화 공정을

그림 3.15의 공정도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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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Off-GasTreatmentFlow inPyro-process.

기 핵연료가 농축도 4.5%,연소도 55,000MWd/tU,냉각기간 10년으로 변경되

어 주요 핵종의 구성분에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기 핵연료의 주요 함량은 표

3.15와 같다.

Nuclide Amount

U 9291.060

TRU 140.244

NM 126.098

Clad 2560.000

REFP 171.714

AMPF 40.740

AEPF 42.768

FP(I,Tc) 15.985

Total 12388.608

표 3.15.10tHM PWRSpentFuelComposition

공정에서의 변화되거나 새롭게 정의된 사항을 언 하면 다음과 같다.

•Chopping/Decladding/Voloxidation:탈피복과 산화물 연료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산화 탈피복율은 99.9%,Dirtyscrap발생율은 기 산화물연료의 0.1% 수 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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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Voloxidation에서 휘발성 핵종의 휘발율을 99.9%로 하 다.

•Oxidereduction:산화물 연료는 해정련 과정으로 가기 해 속으로 환시

키는 공정이다.한 Batch당 100kgHM을 처리하며,HM의 속 화율은 99.5%,

RE의 속 환율은 10%,그리고 속회수율은 100%로 하 다.

•Electrorefining:여러 가지 핵종으로 구성된 속 에서 우라늄만을 기 으로

분리하는 공정이다.연간 20Batch를 수행한다고 보고,Batch당 50kg을 처리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에 소요되는 용융염은 Batch당 250kg으로서 재생

공정으로 재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그 2배인 500kg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다

음 단계인 ElectroWinning으로 보내기 한 용융염의 조건은 Pu/U=3 혹은

Pu/TRU=0.87으로서,그 이상이 되면 TRU 제거를 해 다음 공정으로 보낸다고

보고 있다.우라늄의 회수율은 99.68%로 보고 있다.

•Electrowinning:LiCl-KCl공용융염 에서 TRU와 잔류 우라늄을 기 으로

회수하는 공정이다.Cd액체 극을 이용하여 회수하며,일정량 이상이 되면 액체

Cd를 증류하여 환원된 HM을 회수한다.Cd증류조건은 (TRU+U+RE)의 양이 Cd

비 10% 이상일 때 실시한다.Cd증류는 (TRU+U+RE)의 양이 Cd 에서 50

ppm 이하가 될 때까지 실시한다.TRU가 제거된 용융염은 다음의 Residual

ActinideRecovery(TRU drawdown)으로 보내지게 되며,그 조건은 TRU가 100

ppm이하일 경우이다.

•ResidualActinideRecovery(TRU drawdown):Electrowinning에서 미처 회수하

지 못한 LiCl-KCl공용융염 의 TRU잔량을 고체 극으로 회수하는 단계이다.

•Saltpurification:우라늄 TRU 제거된 LiCl-KCl공용융염 에 회수하지 못

한 TRU,REs(rareearths) FPs(fissionproducts)등을 산화-침 시켜 정제하

는 공정이다.침 된 산화물들은 걸러내어 Monizate로 고화시키게 된다.

나) 이로 공정 폐기물의 종류 물량

이로 공정에서는 다양한 폐기물이 발생된다.이들 폐기물에 해서 간략하게

언 하면 다음과 같다.

이로공정 10MTHM을 기 으로 폐기물량을 분석하 다.물질흐름 분석을 통

해 얻어낸 각 폐기물의 주요 핵종구성은 표 3.16과 같다. 핵종 구성을 근거로 하

여,폐기물의 고화에 필요한 세라믹 Matrix의 소요량과 해당 도를 참고하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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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을 산출하 다. 그 결과 얻어낸 폐기물량은 표 3.17과 같다. 폐기물의 열량은

표 3.16의 폐기물의 핵종성분을 토 로 하여 계산하 다.

　

Metal

Waste

LiCl-KCl

Ceramic

Waste

(Mozanite)

Off-gas

Ceramic

Waste(Tc,I)

LiCl

Ceramic

Waste(SAP)

Off-gas

Ceramic

Waste(Cs)

Others - - 4.518 - 7.273

Noblemetal 63.99 - 61.984 - -

I,Tc 0.00016 - 15.953 - -

AMFP 0.00041 0.07464 - 0.73849 39.84574

AEFP 0.00043 3.66236 - 36.23763 -

RareEarth 0.00171 113.23463 - - -

Uranium 0.40518 - - - -

TRU 0.00140 0.14002 - - -

Sum 64.397 117.112 82.454 36.976 47.119

표 3.16. 이로공정 주요 폐기물의 핵종 구성표(10MTHM 기 ) (단 :kg)

　

Metal

Waste

LiCl-KCl

Ceramic

WasteII

(Mozanite)

Off-gas

Ceramic

Waste(Tc,I)

LiCl

Ceramic

WasteI

(SAP)

Off-gas

Ceramic

Waste(Cs)

Nuclides 64.397 117.112 82.454 36.976 47.119

Matrix 　 528.917 373 2510.928 271.552

LiCl 　 　 　 297.814

O2 　 18.827 - 　

Clad 2560 　 　 　

SSadded 512 　 　 　 　

Sum(kg) 3136.397 664.856 455.454 2845.718 318.672

Density

(g/cm
3
)

6.71 3.57 1.65 2.37 2.74

Volume(L) 467.421 186.234 276.033 1200.725 116.304

Heta(W) - 297 0.06 2,597 3,253

Heat

density

(W/L)

- 1.59 0.00022 2.16 27.97

표 3.17. 이로공정 주요 폐기물량 추정 열량표(10MTHM 기 ) (단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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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속 폐기물

이로공정에서 나오는 속체의 총량은 3136kg이다. 속 폐기물은 주로 clad

가 주성분이 되며,SS도 상당량 차지한다.포함되는 핵종으로는 Noblemetals과

Rareearth가 있으며,소량의 TRU도 clad를 따라 들어온다.방열은 거의 없으므로

처분을 하더라도 열량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② 세라믹 폐기물 I

총량은 2,845kg로 많은 편이며,부피로는 가장 많은 폐기물이다.주로 Matrix가

많이 첨가되어 양이 늘어난 것이다.핵종량은 37kg정도로 지만,고방열 핵종이라

서 폐기물의 열 도가 높은 편이다.하지만 주로 반감기가 짧은 Sr이 주성분이므

로 장기간 간 장을 거치면 방사능 가 감소되어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③ 세라믹 폐기물 II

총량은 665kg이며,양이나 열발생이 많은 편은 아니다.그러나 장반감기 핵종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하 구처분 상으로 보고 있다.

④ Off-gas폐기물(Cs)

총량은 319kg이며,방열이 심한 폐기물이다. 세라믹 폐기물 I과 마찬가지로 장

기간 간 장을 거치면 방사능 가 감소되어 폐기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상된다.

⑤ Off-gasWaste(I,Tc)

총량은 455kg이며,열 발생이 없는 폐기물이다.하지만 I와 Tc는 수백만년의 반

감기를 가지고 있으며,고정화가 힘든 핵종들이다.아직 구체 인 처리 계획은 없으

며,이들 핵종에 한 핵종 변환을 모색 이다.

다) 이로 공정 폐기물 종합

이상과 같이 최종 으로 산출된 폐기물의 주요사항을 표 3.18에 정리하 다. 폐

기물은 크게 장반감기 폐기물과 고방열 폐기물로 분류되었다.장반감기 폐기물은

TRU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속 폐기물과 LiCl-KCl공용융염에서 나온 세라

믹 폐기물-II가 이에 해당된다. 장반감기 폐기물은 비교 낮은 열량을 지니고 있

어 지하 처분장을 설계할 경우에 열 부하를 상당히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단순 고방열 폐기물은 Off-gas에서 나온 Cs고화체와 LiCl용융염에서 나온 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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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 폐기물-I이 이에 해당된다.이들 폐기물은 발열량이 높다는 단 이 있지만,핵종

의 반감기가 짧아서 수십년에서 수백년의 냉각기를 거치면 처분장으로 보

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이 밖에도 Off-gas에서 나온 (I,Tc)고화체가 있지만,

핵종변환으로 소멸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폐기물의 양을 기 으로 분석하면, 량면에서는 속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발생

된다.그러나 부피를 기 으로 볼 때,LiCl용융염에서 나온 세라믹 폐기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악되었다.

표 3.18. 이로공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방안에 따른 분류표

2)복합 폐기물 처분개념

본 보고서에서는 이로 공정을 수행하기 에 원자력발 소에서 운반되어온 사

용후핵연료를 간 장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이러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 공정인 이로 공정을 거쳐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고,앞에서 분석한 이

로 공정으로부터 발생되는 속폐기물,장반감기 고 폐기물,단반감기 고방열 폐

기물을 동일 부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복합폐기물 처분 개념을 설정하 다.복합폐

기물 처분 개념은 동일부지의 낮은 심도인 200m에서 수행이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간 장, 속 폐기물 처분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의 장 후 처분하는 것으

로 하 으며,최종 으로 심도 500m에 처분할 장반감기 고 폐기물은 처분용기,

장 처분 방식에 따라 3가지 방안을 도출하 다.

(1) 간 장 속폐기물/단반감기 폐기물 처분

(가)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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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소 부지에 임시 장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처분부지에 운반되어 재

활용 공정인 이로 공정을 수행하기 까지는 처분심도 200미터에 수송/ 장 겸

용 용기에 재되어 간 장하게 된다.

재의 원개발계획에 따른 원자력발 소 28기 경수로형 원자로는 24기 이

며,이로부터 발생이 상되는 사용후핵연료는 2030년 까지 총 15,000MTU로 이

발 소 부지의 임시 장 용량인 8,000 MTU를 고려하면,최 간 장용량은

7,000MTU가 된다.이들 사용후핵연료를 재한 수송/ 장 겸용 용기의 용량은 10

MTU로서 총 700개의 겸용용기가 소요될 것으로 상되며,1개 터 당 100개의

겸용 용기를 수용하는 것으로 할 경우 최 7개의 간 장터 이 필요하며,이는

추후 지상으로 이송하여 이로 공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

물을 장 처분하기 한 200m 심도에서의 터 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나) 속 폐기물 처분

속 폐기물은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피복 등으로서 속 재

활용을 고려한 잉곳 방안과 고압으로 압축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압 압축 처리한 속 폐기물을 압축 속폐기물용 포장용기 이를 재한

처분용기(c-MDP:Compacted-MetalDisposalPackage)에 한 처분개념을 설정하

다.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상 발생량인 26,000을 기 으로 하 을 경우, 이로

공정을 거치며 발생하는 압축 속폐기물 블록의 수는 23,900개이며,7개 블록씩

포장용기에 포장하므로 총 포장용기의 수는 3,420개다.따라서 이 폐기물의 처분용

기에는 4개 포장용기씩 재하므로,총 855개의 c-MDPs가 발생되며,폐기물 포장

물을 재한 각 처분용기의 무개는 약 14톤이 된다.

(다)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은 주로 Cs와 Sr을 주요핵종으로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

로서 세라믹 고화 단반감기 고방열 폐기물이 있다.

Off-gas에서 flyash로 수집되어 세라믹으로 고화시킨 폐기물과 reduction공정의

LiCl용융염에서 제거된 Cs의 세라믹 고화체 폐기물로서 주요 발열핵종은 Cs이되

며,이 폐기물의 고화체,포장용기 장랙은 앞장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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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원자력발 운 으로부터 발생되는 26,000톤 사용후핵연료를 이로공정을

거치면 15,600개의 포장용기가 발생되며,각 포장용기 당 발열량은 2.0kW이다.이

를 장 처분하기 한 장랙은 포장용기 6개를 재할 수 있는 용량이므로 총

2,600개의 장랙이 소요된다.따라서 주된 방열핵종으로서 Cs를 포함하고 있는 세

라믹 고화폐기물은 열 발생량이 매우 높으므로 심도 200m 의 장 처분터 에

장기간 동안 뒷채움재를 채우지 않고 장(약 300년)한 후 짧은 반감기로 인하여

열이 감소되고 방사능 도 낮아지면 폐기물로서 폐쇄하는 것이 폐기물

회수가능성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처분방식으로 단된다.

그림 3.16.세라믹 고화 고방열 폐기물 처분동굴 개념.

(2)장기간 장 후 처분 -고 폐기물 처분방안 1

이 방안의 기본 개념은 LiCL-KCL공 용융염 의 희토류, 우란 속 등

속을 제거하여 고화시켜 포장한 폐기물을 SNDC-2 장.처분 겸용 용기에 재하

여 심도 500m에 치한 터 에 약 100년 동안 개방된 상태로 장한 후 방출열량

이 하게 감소되었을 때,처분요건에 맞도록 폐쇄하여 처분하는 개념이다.

경수로 원자력발 소 24기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26,000톤에 하여 기

사용후핵연료의 이로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총 1300개의 SNDC 장처분용기는

심도 500m에 치한 처분터 에서 장기 장 처분되며,그림 3.17,그림 3.18는

개략 인 개념 폐기물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때 터 당 열량은 705kW/



- 321 -

터 이며,장기 장 기간이 완료된 장 후 100년이 지나면 터 당 열량은 8kW/

터 로 낮아지게 된다.따라서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열량이 낮아지면 처분터 에

완충재 뒷채움재를 설치하여 최종 폐쇄하여 처분함으로써, 장기간 동안의 폐

기물 회수성을 향상시키고 처분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림 3.17.고 폐기물 장기 장후 처분방안(처분방안 I)개념.

그림 3.18.고 폐기물 장기 장 후 처분방안(처분방안 I)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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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학 방벽 모듈(K-PEM)처분 -고 폐기물 처분방안 2

이 방안의 기본 개념은 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고 폐기물 캐니스터를 처

분심도 200m에서 장기간(100년)동안 장하여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이

감소되면,지상 는 지하에서 2개 캐니스터 단 로 완충재와 일체화시켜 티타늄으

로 외부를 포장(Overpack)한 모듈개념을 도입하여 심도 500m에 최종 폐쇄하여

처분하는 개념이다(그림 3.19,그림 3.20).

폐기물 캐니스터,완충재 티타늄 포장재로 구성된 모듈(K-PEM)에 한 개념

은 그림 3.2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공학 방벽 모듈 K-PEM의 규모는 단면 110

cm ×110cm,길이 414cm 로서,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처분장에서의 장 효율

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고,이 완충재로의 구성이 가능하여 열 방출 안 성 측

면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한,외부를 2cm의 티타늄으로 포장하여 기존

에 고려하고 있는 구리에 의한 내부식성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3.19.고 폐기물 공학 방벽 모듈 처분방안(처분방안 II)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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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고 폐기물 공학 방벽 모듈 처분방안(처분방안 II)흐름도.

그림 3.21.공학 방벽 모듈(K-PEM)개념.

경수로 원자력발 소 24기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26,000톤에 하여 기

사용후핵연료의 이로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총 2,600개 고 폐기물 캐니스터는

장기 장 후 총 1,300개 K-PEM에 포장되어 심도 500m에 치한 처분터 에서

처분되며,그림 3.22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각 처분터 별로 K-PEM의 거치가

완료되면,제 2완충재와 뒷채움재를 설치하여 최종 폐쇄 처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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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공학 방벽 모듈 처분 개념.

(4)수직홀 (KBS-V)처분 -고 폐기물 처분 방안 3

이 방안의 기본 개념은 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한 고 폐기물 캐니스터를 6

개씩 포장한 처분용기를 심도 200m에서 장기간 장하여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붕괴열을 정한 수 으로 감소시킨 후,기존에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하는 것

을 가정하여 개발한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수직형 처분시스템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

분하는 개념이다.

그림 3.23.고 폐기물 수직홀 처분 방안(처분방안 III)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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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 원자력발 소 24기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26,000톤에 하여 기

사용후핵연료의 이로 공정으로부터 발생된 총 2,600개의 고 폐기물 캐니스터

는 6개 단 로 처분용기(SNDC-6)에 포장되어 심도 200m에서 장기 장(100년)

후 심도 500m에 치한 처분터 에서 최종 처분되며,그림 3.23은 개념을 나타내

고 있다.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처분터 의 규모는 단면 8m x8m,길이 180

m로,처분터 내 6m 간격으로 굴착된 처분공에 SNDC-6을 거치하고 최종폐쇄하

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에 있는 유용한 자원을 재활용하기 한 이로공정으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방사성폐기물은 크게 장반감기 폐기물과 단반감기 고방열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장반감기 폐기물은 속폐기물,장반감기 핵종을 포함하고 있는

세라믹고화폐기물과 유리고화폐기물이 있으며,단반감기 폐기물은 고방열 핵종을

포함하는 세라믹고화폐기물과 유리고화폐기물이 있다.

이들 폐기물에 하여 각각 특성에 맞도록 하게 설정한 폐기물 포장용기,처

분용기 처분 심도와 차로 처분하는 방안을 도출하 다. 설정된 3가지 방안을

상으로 국내외 문가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은 처분 방안을 설정하 다.

- 속폐기물 :200미터 심도 터 에 처분

-장반감기 세라믹 폐기물

▪ 1안:심도 500미터에 처분하는 방안

▪ 안:심도 200미터에 장기간 장 후 공학 방벽 모듈인 K-PEM을 도입하

여 심도 500미터에 최종 처분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지층처분방안은 고 폐기물의 처분에 필요한 기

술 요구사항이나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직 인 설계 입력자료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한,향후 실제 부지 특성 자료와 안 성 평가 등을 통하여 성능을 향

상시키고,다양한 평가를 통하여 최종 처분 개념과 최 화를 수행할 정이다.

나. 비개념설계

1) 속폐기물

가)선원항

(1) 속폐기물 발생량 추정 (10MTHM 기 )

-총량 :3,136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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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6,710kg/m
3

-부피 :0.467m3

총량 / 도 =3,136kg/6,709.7kg/m3=0.4735m3

(2) 속폐기물 특성

속폐기물은 이로공정 기에 주로 발생된다.핵연료 을 단(chopping)한

후,Decladding/voloxidation을 통해 분말화된 산화물 핵연료는 Reduction공정으로

달되며,기화성 핵종은 Off-gas공정으로 가게 된다.이 때 잔류하는 나머지 탈피

복 (Hull)이 속폐기물의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속 탈피복 에는 미량이지

만,다양한 종류의 핵종들이 표면에 묻어 있게 되므로,일단 용융염을 이용하여 세

척하여,표면 오염도를 인 후에 속폐기물로 장된다.

Electrorefining공정에서도 속 폐기물이 발생된다.우라늄을 회수하기 한 정

련공정에서 용융염에 녹지 않는 불순물 (주로 NobleMetal)이 발생되며,폐기불순

물(Anodesludge)은 Hull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용융염 세척을 거친 후에 속폐기

물에 포함된다.

속 폐기물에 포함되는 핵종별 함량을 산출하고 결과를 표 3.19에 나타내었다.

•Clad:탈피복 은 기의 량이 속 폐기물에 포함된다.

•SS:사용후 핵연료 집합체의 외부 지지 로 주로 사용되는 재료로서 방사화가

되어 있으므로, 량 속폐기물에 포함된다.

•U :탈피복 에 기양의 1/1000이 잔류하며,Anodesludge에는 31.227kg(이

양은 Materialbalance의 계산을 통해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이 있다.이들 총

량은 다시 용융염 세척을 통해 1/100로 감소된 후에 속폐기물에 포함된다.

•NobleMetal:탈피복 에 기양의 1/1000이 잔류하며,DirtyScrap으로 손실

되는 기양의 1/1000과 고온 Voloxidation에서의 휘발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Anodesludge에 포함된다.한편 Noblemetal은 Anodesludge의 용융염 세척시

에 씻겨 나가지 않는 것으로 계산된다.한편,다음은 Off-gas공정에서 고려하

고 있는 Noblegas의 휘발분의 비율에 한 것이다.

-Mo: 기량의 62%

-Ru: 기량의 98%

-Rh: 기량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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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Ag:None

•TRU,REFP,Cs,Sr:탈피복 에 기양의 1/1000이 잔류하며, 다시 용융염

세척을 통해 1/100로 감소된 후에 속폐기물에 포함된다.Anodesludge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Tc,I:휘발성의 Tc와 I는 량 Off-gas공정으로 간다고 보고, 속폐기물에

는 포함되지 않는다.

•Zr:DirtyScrap에 기량의 1/1000이 소실되며,U Product에 1/100이 포함된

다고 보고 나머지 량을 속 폐기물에 포함시켰다.(MaterialBalance에는 Zr

에 한 별다른 언 은 없으며,임의로 가정하 다).

•Others:기화성 핵종을 제외한 핵종은 탈피복 에 기양의 1/1000이 잔류하

며,다시 용융염 세척을 통해 1/100로 감소된 후에 속폐기물에 포함된다.여

기서 기화성 핵종(Br,C,H,Xe,Kr,I,Tc)은 량 Off-gas에서 처리된다.

(3) 속폐기물 방사능 붕괴열 변화

10MtU의 PWR사용후핵연료를 이로공정 처리하 을 경우 발생하는 속폐기

물의 방사능 붕괴열을 계산하기 하여 KOFA17×17핵연료를 상으로 계산을

수행하 다.본 계산을 수행하기 한 기타 조건들은 아래와 같다.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17×17KOFA XSLibrary& 구조물 각 구성품별

로 생성한 activationLibrary

- 상핵연료집합체 : 기 농축도 4.5wt.%,방출연소도 55,000MWD/MTU

17×17KOFASpentFuelAssembly

-계산 차

① 고리 3&4,울진 1&2, 1&2에 장 되었던 17×17KOFA 핵연료집합체

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조물의 질량을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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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ides Oxid Fuel Metal Waste

U 9,291.06 0.405 

Clad 2,560 2,560

SS*added - 512

Noble

Metal

Mo 54.99 2.084E+01

Ru 37.59 7.143E-01

Rh 6.88 1.162E+00

Pd 25.27 2.524E+01

Ag 1.36 1.361E+00

Tc 12.32 0.000E+00

TRU

Np 8.67 8.669E-05

Pu 119.59 1.196E-03

Am 10.97 1.097E-04

Cm 1.02 1.022E-05

Rare Eearth

Y 7.45 7.448E-05

La 19.95 1.995E-04

Ce 40.20 4.020E-04

Pr 18.33 1.833E-04

Nd 66.83 6.683E-04

Pm 0.15 1.507E-06

Sm 13.65 1.365E-04

Eu 2.32 2.321E-05

Gd 2.76 2.760E-05

Tb 4.40E-02 4.405E-07

Dy 2.34E-02 2.340E-07

Ho 2.13E-03 2.132E-08

Er 6.12E-04 6.119E-09

Tm 5.60E-08 5.596E-13

Yb 1.30E-07 1.298E-12

Others

Cs 40.74 4.074E-04

Sr 12.31 1.231E-04

I 3.66 0.000E+00

Br 0.32 0.000E+00

Xe 87.70 0.000E+00

Zr 56.08 5.546E+01

Ba 30.46 3.046E-04

Te 7.72 7.721E-05

Kr 5.73 0.000E+00

Rb 5.60 5.595E-05

Cd 2.18 2.185E-05

Sn 0.93 9.349E-06

Se 0.89 8.854E-06

Sb 0.15 1.450E-06

C 1.07 0.000E+00

H 8.25E-04 0.000E+00

Total 12,556.974 3,177.193 

표 3.19.핵종별 기 함량 속폐기물 핵종별 함량(Basis10MTU) (단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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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0MtU을 Basis로 이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처리되었을 시의 구조재

의 양을 계산.

③ Zry,SUS,ResidualU+TRU,Fissionproducts에 각각에 해 질량,붕괴

열량 방사능을 계산.

-모든 계산시 에서 연도는 원자로에서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된 후 냉각연도를

의미하며, 이로공정처리는 10년 냉각핵연료를 상으로 함을 가정.따라서

10년 시 은 이로 건식처리된 직후 시 을 의미함.

-방사화 계산시 각 구조재의 핵반응 단면 은 SCALE System내 TRITON/

KENO-VI모듈을 이용하여 각각 생산하여 용함.

(가) 속폐기물 방사능량

우라늄, 우라늄,핵분열생성물에 오염된 폐기물인 지르칼로이 피복재

SUS302endcap은 체물량의 75%를 차지하며,원자로 방출시 에서는 체 방사

능의 80% 정도를 차지하지만 다량의 단반감기 핵종을 함유하는 특성으로 인해 냉

각시간 10년 시 에서는 17,000큐리로 체 방사능의 2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우라늄, 우라늄,핵분열생성물에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의 물량은 체물량의

25%를 차지하며,10년 시 에서의 이들의 방사능은 체 방사능의 75%를 차지하

다(표 3.20,그림 3.24).이 에서 핵연료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Inconel718그리

드 의 질량은 체의 1% 정도로 매우 지만 10년 시 에서는 체 방사능의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매우 요하다. 체 으로 원자로 방출 후 10년 시 에서

의 구조재의 방사능은 원자로 방출시 에 비해 0.7% 정도로 방사능이 격히 감소

한 상태이며,이 시 이후부터의 방사능 감소는 서서히 진행됨을 볼 수 있다. 10

년 시 에서의 속폐기물의 총 방사능은 약 37,000큐리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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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harge 1.0y 5.0y 10.0y 15.0y 45.0y 115.0y 315.0y

U TRU에 오염된 폐기물

Residual

UandTRU
1.31E+01 1.06E+01 3.43E+001.03E+005.72E-01

Residualfission
products

9.99E+03 3.74E+03 2.97E+021.67E+028.33E+01

Zry-4cladding 4.28E+06 1.79E+041.00E+04 2.84E+03 1.08E+03 3.50E+011.55E+019.59E+00

SUS302endcap2.99E+05 6.59E+031.06E+04 4.15E+03 1.90E+03 3.16E+021.84E+024.97E+01

subtotal 4.580E+6 2.449E+42.066E+4 1.699E+4 6.728E+3 6.520E+23.678E+21.431E+2

U TRU에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

Zry-4gridplate
& guidetube

6.19E+05 1.71E+041.45E+03 4.11E+02 1.56E+02 5.05E+002.24E+001.39E+00

Inconel718

gridplate
2.32E+05 5.19E+043.00E+04 1.58E+04 8.67E+03 1.11E+035.89E+021.58E+02

SUS302guide
subpart

9.13E+04 8.11E+033.24E+03 1.27E+03 5.80E+02 9.65E+015.62E+011.52E+01

SUS321bottom
endpiece

1.77E+05 1.72E+046.15E+03 1.98E+03 7.98E+02 2.66E+021.64E+024.34E+01

SUS321topend

piece
1.89E+04 1.86E+036.97E+02 2.32E+02 1.01E+02 4.09E+012.53E+016.68E+00

Inconel718top
tndpiece

7.23E+03 2.02E+031.19E+03 6.35E+02 3.53E+02 5.41E+013.00E+013.00E+01

subtotal 1.146E+6 9.820E+44.270E+4 2.033E+4 1.066E+4 1.576E+38.669E+22.543E+2

GrandTotal 5.727E+6 1.227E+56.336E+4 3.733E+4 1.739E+4 2.228E+31.235E+33.974E+2

표 3.20. 속 폐기물의 구성부품별 방사능 변화(10MTU처리기 ) (단 :Curie)

그림 3.24. 속폐기물 내 방사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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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속폐기물 붕괴열량

속폐기물 체에서의 붕괴열량은 방사선과는 달리,100년 반까지는 Inconel

718그리드 에서 발생하는 붕괴열이 지배 이나 그 이후는 핵분열생성물 오염물에

의한 붕괴열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1,그림 3.25). 원자로 방

출후 10년 시 에서 U TRU 잔여물에 오염 오염되지 않는 폐기물에서의 발

생하는 붕괴열은 각각 80 240Watts/basis로 나타났으며,이들의 총 붕괴열은

230Watts/basis로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discharge 1.0y 5.0y 10.0y 15.0y 45.0y 115.0y 315.0y

U TRU에 오염된 폐기물

Residual

UandTRU
5.86E-02 5.61E-02 4.44E-023.15E-021.86E-02

Residualfission

products
3.07E+01 9.41E+00 2.83E-012.03E-011.62E-01

Zry-4cladding 2.11E+04 2.94E+024.80E+01 2.11E+01 1.00E+01 1.81E-014.28E-032.23E-03

SUS302end
cap

2.99E+03 1.14E+026.06E+01 3.11E+01 1.61E+01 3.41E-011.89E-025.23E-03

subtotal 2.404E+4 4.074E+21.086E+2 8.298E+1 3.563E+1 8.494E-12.575E-11.885E-1

U TRU에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

Zry-4grid
plate&guide

tube
3.05E+03 4.25E+016.95E+00 3.06E+00 1.45E+00 2.61E-026.18E-043.23E-04

Inconel718

gridplate
1.33E+03 7.14E+024.20E+02 2.18E+02 1.13E+02 2.32E+001.03E-015.90E-02

SUS302guide

subpart
9.13E+02 3.47E+011.85E+01 9.50E+00 4.92E+00 1.04E-015.77E-031.60E-03

SUS321bottom
endpiece

1.16E+03 8.07E+001.71E+00 7.73E-01 3.95E-01 7.60E-035.28E-055.19E-05

SUS321top
endpiece

1.12E+02 1.71E-011.70E-02 4.93E-03 2.10E-03 3.88E-057.96E-067.94E-06

Inconel718top
tndpiece

3.76E+01 2.72E+011.61E+01 8.32E+00 4.31E+00 8.39E-026.54E-046.41E-04

subtotal 6.598E+3 8.270E+24.633E+22.394E+2 1.239E+2 2.543E+01.105E-16.159E-2

GrandTotal3.064E+4 1.234E+35.719E+23.223E+2 1.595E+2 3.392E+03.680E-12.501E-1

표 3.21. 속 폐기물의 구성부품별 붕괴열 변화(10MTU처리기 ) (단 :Wat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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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속폐기물 붕괴열.

나)처분 시스템 비개념설계

(1)폐기물 용기

(가)설계 참고 사항

- 속 폐기물은 탈피복 과 SS가 주성분으로 방사능과 발열량이 으므로 설

계에 반 하지 않는다.

- 속 폐기물은 녹여서 잉곳을 만들거나,DISC모양으로 압착하는 2가지 방법

이 있을 수 있으며,압착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압착률은 속체의 85% 수 으로 한다.따라서 압착 속폐기물의 도는

5,703kg/m3이며,총 부피는 0.5571m3이다.

(나)압착물의 크기

압착물의 크기는 압축시설의 용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재 제공된 자료가

없으므로,임의로 설정한다.압착물은 취 시의 하 을 고려하여 50kg내외로 하고

직경:높이 비를 2:1로 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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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300.0 mm

높이 100.0 mm

무게 40.3 kg

수요 77.8 개

(다) 장캔의 크기

장캔에는 5개의 압착물을 들어가도록 한다. 캔 두께는 5mm이며,내부 벽간

여유 간격은 5mm로 하고 내부 고정용 지그를 둔다. 내부 상부 여유 간격은 0

mm로 한다. 캔 재질은 STS304L로 하며 상단 마개(외경 310mm)는 용 에 의해

한다.

외경 318 mm

높이 760 mm

두께 5 mm

캔 무게 33.4 kg

총 무게 315.5 kg

캔 수요량 11.1 개

(2)처분용기

(가)설계조건

속폐기물 처분용기 :MDP(MetalwasteDisposalPackage)

-재질 :철근 콘크리트

-용량 : 장캔 9개 수용

-취 :ForkLift,처분 동굴 내 3단 재

-차폐 취 시 구조 안정성 유지:6m 낙하,화재 등 사고시 처분용기내

장캔 건 성 보장

-처분용기 소요 수량 :3,250개

(나)처분용기(MDP)설계

속폐기물 처분용기를 설계하기 한 제원설정기 그에 따른 규모 량

등 제원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으며,그림 3.26은 폐기물 장용기 속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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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제원 설정 기

-폐기물 포장물( 장캔 :318×760mm)9개 수용

-처분용기 내 hole을 설치하여 장캔 수용 (여유간격 측면 10mm)

-처분용기 내 포장물 간격 :70mm

-차폐 구조 고려 :상하부 150mm,측면 100mm

-취 :차폐된 ForkLift(200mm)

•규모

-L×W (1300×1300mm)

:320×3( 장캔 Hole)+70×2(Hole간격)+100×2(측벽)

-H:1220mm

:200(Lifting)×150(하부차폐/구조)×720(Hole)×150(상부 차폐/뚜껑)

• 량

-비 :2.4t/m
3
(철근콘크리트)(cf:무근콘크리트 2.3)

-부피 :1.3×1.3×1.22-(3.14×0.162×9)-0.0767=1.46421m3

-무게 :1.46421×2.4=3.52t

-폐기물 포함 :3.52+(0.28×9)=6.04ton

그림 3.26. 속폐기물 장캔 처분용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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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터 설계

속폐기물에 한 처분용기를 기 으로 하여 심부지하에 처분하기 한 속폐

기물 처분터 설계 인자 그에 따른 처분터 설계 개념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가)처분터 규모 설정 인자

•처분용기 수 재

-22,500tU기 속 폐기물 총량:3,250MDPs(1,300×1,300×1,220mm)

-처분용기 재 높이 :3단 재

-처분용기 재 폭 :3열 재

•작업장비(ForkLift)제원 작업 범

-장비 제원 :폭 2,100mm,높이 2,550mm

-작업범 :마스트 최고높이 4300mm

-취 용량 :7톤

(나)처분터 설계

•처분터 규모 :

-처분터 폭 :5,100mm

.처분용기 4열 (1,300×3)+열간 간격 (100×2)+용기-터 벽 간격 (500×2)

-처분터 높이 :4,800mm

.작업장비 최 높이 4300+여유간격(500)

-처분터 단면 :23.2m
2

•처분터 배치

-처분용기 재부분 총 길이:470m (3250총 처분용기 수/9(3열×3단)×1.3(처분

용기 길이)=470m)

-터 길이 :250m (처분용기 재 :235m +터 입구 작업공간(폐쇄 후

러깅):15m)

-소요터 터 간격

.소요터 :250m ×2개

.터 간격 :터 지름(5.1m)의 2배 이상 :20m 터 길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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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체폐기물 처분 시스템 비개념설계

원 1기의 해체로부터 상되는 장반감기 폐기물의 질량은 약 245톤,부피는 80

m3으로 추정되었으며,방사능은 1.3×1016Bq로 추정되었다. 붕괴열은 거의 무시할

수 이며,따라서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속폐기물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원

자력발 소 등 원자력시설 해체시에 발생하는 속폐기물들에 해서도 고압 압

축 후 폐기물용기 처분용기에 재하고,이를 속폐기물 처분 개념과 동일한

규모의 처분터 공정 장비를 이용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2)세라믹고화 고 폐기물

가)선원항

(1)세라믹고화 고 폐기물 발생량 추정

표 3.22에 정련폐기물 물량을 나타내었다(10MTHM 기 ). 핵종의 총량은 약

117.82 kg으로서,실제 산화물 형태로 채집되는 양은 137.26 kg이다.산화물은

KAERI에서 개발한 산화-증류-세라믹고화 과정을 통해 고화체(MonaziteCeramic)

로 만들게 되며,이때 들어가는 세라믹 결합제의 양은 산화물의 4배 정도인 549.04

kg이다.따라서 고화체의 총량은 686.3kg이 된다.

핵종 핵종 산화물 비고

TRU 0.140 TRU2O3 0.154 Pu2O3기

REFP 113.432 Re2O3 132.3 Nd2O3기

Cs 0.071 Cs2O 0.0753

Sr 1.125 SrO 1.33

Ba 3.046 BaO 3.4

핵종 117.82 산화물 137.26

결합제 549.04산화물의 4배

고화체 총량 686.30

표 3.22.정련폐기물 물량 분석표

• 도:세라믹 고화체의 도는 약 3,571.4kg/m3으로서,일반 유리 도(2,230

kg/m
3
)보다 높다.

•부피:0.1922m
3
[총량 / 도 =686.3kg/3,571.4kg/m

3
=0.1922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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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라믹고화 고 폐기물 특성

정련폐기물은 PYRO공정 말기에 배출된다.사용후 핵연료를 환원공정에서 속

체로 환한 후,LiCl-KCl공용융염에서 U와 TRU를 회수하고 나면,폐 용융염이

발생된다.폐 용융염 내부에는 주로 회수되지 못한 TRU와 환원공정에서 잔존하는

Cs,Sr,Ba등의 핵종들이 남아 있게 된다.그리고 희토류는 환원공정,정련공정,제

련공정 등에서 별도로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핵종이 된다. 정련폐기물은

TRU,REFP,CS,Sr등이 되며,이들 공용융염 의 핵종은 산화-침 과정을 거

쳐 분리되며,분리된 산화물은 KAERI에서 개발된 세라믹 고화방식에 따라 고형화

된다.정련 폐기물에 포함되는 각각의 핵종별 함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하 다.

•TRU: 부분의 TRU는 제련 과정에서 제거되지만, 기화학 으로 완벽한 제

거가 힘들기 때문에 폐 용융염에 1/1,000정도가 남는다. TRU의 각 핵종들은

(Np,Pu,Am,Cm) 기 양에서 해당 비율에 따라 정련 폐기물에 포함된다.

•REFP:희토류 핵종은 기 탈피복 공정에서 피복 에 1/1,000정도 묻어 나가

지만,피복 세척을 통해 그 에서 99/100정도가 회수되어, 속폐기물로 빠

져나가는 양은 무시할 만큼 다.오히려 탈피복/분말화 과정에서 DirtyScrap

으로 손실되는 양이 기 양의 1/100정도로 상하고 있다. 그리고 제련공정

에서 TRU를 회수하면서 차가 비슷한 상당량의 REFP가 TRU Product로

빠져나간다. 최종 으로 폐공용융염에 남은 REFP는 산화과정을 거쳐서 정련

폐기물로 수집된다. REFP에는 여러 가지 핵종이 있으며,이들 개개의 흐름은

물질수지식 V2.5.2(09.04.16)에는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기화학

환원 를 근거로 하여 TRU Product에 들어가는 양을 가늠하여 물질수지

식에 나타난 TRUProduct내의 REFP양과 일치시켰다.물질수지식 V2.5.2에

는 총량이 56.76kg으로 총량 56.59kg과 비슷하다.

•Cs:Cs는 기양이 40.74kg이며,Voloxidation공정으로 부분인 39.886kg

이 Off-Gas 성분으로 빠져나가며,환원 공정의 LiCl용융염 정제과정에서

0.706kg이 환원 폐기물로 들어간다.남은 0.071kg이 정련폐기물에 포함된다.

•Sr:Sr은 기양이 12.31kg이며,환원 공정의 LiCl용융염 정제 과정에서

부분의 Sr11.136kg이 환원 폐기물로 들어간다.남은 1.125kg이 정련폐기물에

포함된다.

•Others: 부분의 기타 핵종은 Off-gas공정이나 속폐기물의 NobleMeta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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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빠져나가지만,Ba화합물은 비 이 높고 해환원이 잘되지 않기 때

문에 거동이 Sr과 비슷하다.따라서 LiCl용융염의 결정화법으로 약 90%가 제

거되고,나머지 10%인 3.04kg이 정련폐기물에 포함된다.

(3)세라믹고화 폐기물 방사능 붕괴열 변화

시간에 따른 세라믹 폐기물의 방사능 변화를 표 3.23과 같이 계산하 으며, 체

인 흐름을 다시 그림 3.27에 나타내었다.

Year y90 sr90 pu241 cs137 ba137m cm242 pm147 cs134 ce144 Total

0 3.87E+05 1.04E+05 1.97E+03 3.23E+03 3.05E+03 9.24E+02 1.25E+06 5.48E+03 8.35E+06 1.85E+07

1 1.01E+05 1.01E+05 1.87E+03 3.16E+03 2.98E+03 1.99E+02 9.94E+05 3.93E+03 3.46E+06 8.14E+06

3 9.64E+04 9.64E+04 1.70E+03 3.02E+03 2.85E+03 9.01E+00 5.86E+05 2.01E+03 5.86E+05 1.96E+06

10 8.11E+04 8.11E+04 1.21E+03 2.57E+03 2.42E+03 1.29E-01 9.21E+04 1.91E+02 1.17E+03 2.63E+05

30 4.96E+04 4.96E+04 4.62E+02 1.62E+03 1.53E+03 1.16E-01 4.67E+02 2.29E-01 2.23E-05 1.03E+05

40 3.88E+04 3.87E+04 2.85E+02 1.28E+03 1.21E+03 1.11E-01 3.33E+01 7.95E-03 3.09E-09 8.03E+04

50 3.03E+04 3.03E+04 1.76E+02 1.02E+03 9.61E+02 1.05E-01 2.37E+00 2.76E-04 4.28E-13 6.27E+04

60 2.37E+04 2.37E+04 1.08E+02 8.08E+02 7.63E+02 1.00E-01 1.69E-01 9.55E-06 5.92E-17 4.90E+04

70 1.85E+04 1.85E+04 6.69E+01 6.41E+02 6.05E+02 9.56E-02 1.20E-02 3.31E-07 8.19E-21 3.83E+04

80 1.45E+04 1.45E+04 4.13E+01 5.09E+02 4.81E+02 9.10E-02 8.54E-04 1.15E-08 1.13E-24 3.00E+04

90 1.13E+04 1.13E+04 2.55E+01 4.04E+02 3.81E+02 8.66E-02 6.08E-05 3.98E-10 0.00E+00 2.34E+04

100 8.84E+03 8.84E+03 1.57E+01 3.21E+02 3.03E+02 8.25E-02 4.33E-06 1.38E-11 0.00E+00 1.83E+04

110 6.91E+03 6.91E+03 9.69E+00 2.54E+02 2.40E+02 7.85E-02 3.08E-07 4.79E-13 0.00E+00 1.43E+04

120 5.40E+03 5.40E+03 5.98E+00 2.02E+02 1.91E+02 7.47E-02 2.20E-08 1.66E-14 0.00E+00 1.12E+04

130 4.22E+03 4.22E+03 3.69E+00 1.60E+02 1.51E+02 7.12E-02 1.56E-09 5.75E-16 0.00E+00 8.76E+03

140 3.30E+03 3.30E+03 2.28E+00 1.27E+02 1.20E+02 6.77E-02 1.11E-10 1.99E-17 0.00E+00 6.85E+03

150 2.58E+03 2.58E+03 1.41E+00 1.01E+02 9.53E+01 6.45E-02 7.92E-12 6.91E-19 0.00E+00 5.36E+03

160 2.02E+03 2.02E+03 8.75E-01 8.01E+01 7.57E+01 6.14E-02 5.64E-13 2.40E-20 0.00E+00 4.19E+03

170 1.58E+03 1.58E+03 5.44E-01 6.36E+01 6.00E+01 5.85E-02 4.02E-14 8.31E-22 0.00E+00 3.28E+03

180 1.23E+03 1.23E+03 3.40E-01 5.05E+01 4.77E+01 5.56E-02 2.86E-15 2.88E-23 0.00E+00 2.56E+03

190 9.64E+02 9.64E+02 2.14E-01 4.01E+01 3.78E+01 5.30E-02 2.04E-16 9.99E-25 0.00E+00 2.01E+03

200 7.54E+02 7.53E+02 1.36E-01 3.18E+01 3.00E+01 5.04E-02 1.45E-17 0.00E+00 0.00E+00 1.57E+03

300 6.42E+01 6.42E+01 1.16E-02 3.15E+00 2.98E+00 3.09E-02 0.00E+00 0.00E+00 0.00E+00 1.35E+02

400 5.47E+00 5.47E+00 1.05E-02 3.13E-01 2.95E-01 1.89E-02 0.00E+00 0.00E+00 0.00E+00 1.16E+01

500 4.66E-01 4.66E-01 1.05E-02 3.10E-02 2.93E-02 1.15E-02 0.00E+00 0.00E+00 0.00E+00 1.01E+00

1000 2.09E-06 2.09E-06 1.00E-02 2.98E-07 2.81E-07 9.88E-04 0.00E+00 0.00E+00 0.00E+00 1.10E-02

표 3.23.세라믹 폐기물 내 주요 핵종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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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세라믹 폐기물 내 주요 핵종 방사능 변화.

세라믹 폐기물의 방사능은 기 10년 동안은 Pm-147(Promethium)이 가장 큰 값

을 유지하지만 10년부터 약 500년간은 Sr-90이 가장 크다.시간에 따른 세라믹 폐

기물의 붕괴열 변화를 그림 3.28에 나타내었다.

그림 3.28.세라믹 폐기물 붕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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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분 시스템 비개념설계

(1)폐기물 장용기

•설계 참고 사항

-염폐기물 고화체 크기는 략 직경 30cm,높이 60cm이며,고화체의 발열량

(2.10×10
4
W/m

3
)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고화체의 크기를 직경 28cm,높이 34cm로 하여 100kg가 넘지 않도록 하여

취 에 용이하도록 하 다.

-고화체의 열 도도는 1.7W/m-K (at100
o
C)수 으로서 일반 유리(1.0～1.3)

에 비해 높은 편이다.

-고화체의 크기를 기 으로 하여,상하면을 제외한 벽면을 통해서만 공기 으

로 냉각이 된다고 가정하여 고화체의 온도를 추정하 다.그 결과,고화체 내

부 온도는 약 192oC정도로 상되었다. 표 3.24에 정련폐기물 고화체의 특

성을 나타내었다.

• 장용기의 설계 사항

- 장캔에는 2개의 고화체가 들어가도록 한다.

-용기 재료는 규격품을 사용하고,내부 벽간 여유간격을 조 하여 고화체가 8

5～90%의 부피를 차지하도록 하여 발생가스에 비한다.내부 상부 여유간격

은 0mm로 한다.

-용기재질은 STS304L로 하며 모든 부품은 용 에 의해 한다.

- 장 모듈에의 삽입을 고려하여 용기면 상단에 취 장비를 둔다.

• 장용기의 설계

- 이로공정에서 발생하는 고 폐기물을 세라믹으로 고화시킨 폐기물을 장

하는 용기는 표 3.24의 고화체 특성을 고려하 으며,용기에 한 고화체 내

은 약 87.2% 수 으로 하 다(표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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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conductivity 1.7 W/m.k

HeatGeneration 21000 W/m
3

Density 3571 kg/m3

Mass
**

686.3 kg

직경 290 mm

높이 250 mm

부피 16.5 L

무게 58.94 kg

수량* 11.6 개

열량(W) 347 W

Temp.atwall** 192.3 oC

Temp.atcenter
**

183.3
o
C

표 3.24.정련폐기물 고화체 특성표

*10MTHM 기 ,
**
40

o
C공기 온도

외경 318.5 mm

높이 819 mm

내경 310.5 mm

두께 4 mm

캔 무게 39.8 kg

총 무게 216.6 kg

용기 수요량 4 개

표 3.25.정련폐기물 장용기 특성표

(2)처분용기

세라믹 폐기물 처분용기는 장용기를 재하여 심지층에 처분하기 한 용기로,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고려하여 설계하 다. 기본 인 개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유사한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수직형 처분시스템을 기 개념으로 하여,

처분용기 처분공에서의 열 수용능력을 고려하 다.그림 3.29의 처분용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세라믹 폐기물 장용기 7개를 2단으로 재하도록 하여 재용량

은 처분용기 1개당 14개의 장용기를 수용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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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세라믹 폐기물 처분용기 개념.

(3)완충재

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 완충재의 개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과 동일한

개념을 용하 다.

(4)처분 모듈

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처분터 주변 환경은 CANDU 사용후핵연

료 처분시스템에서와 동일하게 KURT 주변 측정자료를 이용하 으며,처분용기

완충재를 바탕으로 수직처분방안 처분모듈로서 처분공과 처분터 개념을 설계하

다.그림 3.30은 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단 처분모듈에 한 개념도이다.

그림 3.30.세라믹 폐기물 처분모듈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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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분시스템 성능평가

가.방사선량 평가

1)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가)방사선 평가 모델링

37개의 핵연료 으로 이루어진 핵연료 다발(Bundle)60개를 바스켓에 담고,다시

이 바스켓 4개를 1개의 캐니스터에 담는다. 다시 두 개의 캐니스터가 처분공에

수직으로 재된 후에 벤토나이트 등의 채움재로 처분공이 메워지게 된다. 그림

3.31은 캐니스터의 주요 제원을 나타내고 있는데,주황색 부분은 처분용기의 구리를

나타낸다.회색 부분은 구조재 역할을 하는 주철을 나타내고,노란색 부분은 바스켓

을 나타내는데,이때 1개의 바스켓에는 CANDU 사용후핵연료 번들 60개가 들어간

다. 구리부분은 상하단의 두께가 3㎝이고,측면 부분에는 1㎝이고,주철부분은

상하단의 두께가 18㎝인 반면,측면의 두께는 9.5㎝이다. 그림 3.32은 단일 처분

공 내에 수직으로 재되어 있는 2개의 캐니스터,완충재(벤토나이트), 주변 암반

터 을 나타내었다.

그림 3.31.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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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공 개념도 제원.

CANDU 번들은 총 37개의 연료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각 연료 은 Zircaloy-4

피복 으로,번들의 외곽부분도 Zircaloy-4로 구성되어 있다. 연료 부분에 한 유

니버스의 구성시에 연료와 Zircaloy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모두 Air로 채웠

으며,한 번들 내에 37개 연료 의 치를 모두 계산하여 체 연료 을 모사하

고 이를 그림 3.33에 나타내었다.

그림 3.33.CANDU번들 내의 37개 연료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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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6은 바스켓의 재질 제원을 나타낸다.바스켓은 304계열의 스테인 스강

재질이며,직경 106.7㎝,높이 55.6㎝이다.

항목 수치

용량 CANDUSF60번들

재질 SA240Type304L

제원 직경:106.7㎝,높이:55.6㎝

두께
상부 뚜껑 측명:0.85㎝

바닥:1.91㎝

무게 (연료 포함) 1.9톤

부피 1.99㎥

표 3.26.바스켓의 제원

번들과 마찬가지로 바스켓의 60개 hole에 한 MCNP모델링을 하 다.실제 바

스켓의 정 앙에는 구조물인 지지 이 있으나,계산의 보수성 편의성을 하여

방사선원 계산에서는 61개의 번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림 3.34에는 모델

링을 나타내었다.

그림 3.34.바스켓 내의 61개 번들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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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스켓 선량평가

선량평가를 해서 30년 냉각된 CANDU 사용후핵연료 1MTU에 한 자와

성자에 한 에 지별 선원을 ORIGEN-ARP를 이용하여 표 3.27,표 3.28과 같이

구하 다.

30년 냉각된 CANDU 사용후핵연료 1MTU이 발생시키는 총 자 생성률은

×




sec

 


이며,1개 바스켓의 우라늄의 무게는 아래와 같으므로








 


 ×







 


  







 




총 photonintensity는  ××

 ×




sec

 



이다.

1MTU사용후핵연료의 총 성자 생성률은 × sec이고,1개

의 바스켓에 한 성자 생성률은 × sec이다. MCNP를 이용

하여 구하는 값은 방사선의 선속(flux)이므로 이를 선량으로 환산시켜 환산인자는

ICRP-74에서 권고한 값을 사용하 다.

MCNP를 이용하여 바스켓 상부,하부,측면의 선량 치를 그림 3.35에 나타내었

으며,선량값을 표 3.29와 같이 구하 다.tally거리는 10㎝로 설정하 다.

그림 3.35.CANDU사용후핵연료 바스켓 Tally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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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Energy Intensity

RangeLow

(A)

RangeHigh

(B)

[MeV] [MeV] [#/sec]

0.01 0.02 1.20E+14

0.02 0.03 5.48E+13

0.03 0.05 7.22E+13

0.05 0.06 4.10E+13

0.06 0.07 1.43E+13

0.07 0.08 6.10E+12

0.08 0.10 2.38E+13

0.10 0.15 2.46E+13

0.15 0.20 1.55E+13

0.20 0.30 1.20E+13

0.30 0.40 8.44E+12

0.40 0.45 2.51E+12

0.45 0.51 2.42E+12

0.51 0.51 2.70E+10

0.51 0.60 1.23E+12

0.60 0.70 4.37E+14

0.70 0.80 1.55E+12

0.80 1.00 1.73E+12

1.00 1.20 9.20E+11

1.20 1.33 1.06E+12

1.33 1.44 1.28E+11

1.44 1.50 3.41E+10

1.50 1.57 1.98E+10

1.57 1.66 8.49E+10

1.66 1.80 1.52E+10

1.80 2.00 6.90E+09

2.00 2.15 1.18E+09

2.15 2.35 6.36E+06

2.35 2.50 4.49E+06

2.50 3.00 3.08E+06

3.00 3.50 1.78E+05

3.50 4.00 1.03E+05

4.00 4.50 5.95E+04

4.50 5.00 3.44E+04

5.00 5.50 1.99E+04

5.50 6.00 1.15E+04

6.00 6.50 6.66E+03

6.50 7.00 3.85E+03

7.00 7.50 2.23E+03

7.50 8.00 1.29E+03

8.00 10.00 1.52E+03

10.00 12.00 7.85E+01

12.00 14.00 0.00E+00

14.00 20.00 0.00E+00

8.42E+14

표 3.27.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자 생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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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Energy Intensity

RangeLow

(A)

RangeHigh

(B) C*(B-A)

[MeV] [MeV] [#/sec]

1.00E-11 3.00E-09 4.14E-07

3.00E-09 7.50E-09 5.98E-07

7.50E-09 1.00E-08 3.83E-07

1.00E-08 2.53E-08 3.01E-06

2.53E-08 3.00E-08 1.12E-06

3.00E-08 4.00E-08 2.65E-06

4.00E-08 5.00E-08 2.97E-06

5.00E-08 7.00E-08 6.79E-06

7.00E-08 1.00E-07 1.20E-05

1.00E-07 1.50E-07 2.41E-05

1.50E-07 2.00E-07 4.00E-05

2.00E-07 2.25E-07 2.19E-05

2.25E-07 2.50E-07 2.28E-05

2.50E-07 2.75E-07 2.36E-05

2.75E-07 3.25E-07 4.96E-05

3.25E-07 3.50E-07 2.59E-05

3.50E-07 3.75E-07 2.66E-05

3.75E-07 4.00E-07 2.73E-05

4.00E-07 6.25E-07 2.73E-04

6.25E-07 1.00E-06 5.48E-04

1.00E-06 1.77E-06 1.41E-03

1.77E-06 3.00E-06 2.86E-03

3.00E-06 4.75E-06 5.06E-03

4.75E-06 6.00E-06 4.21E-03

6.00E-06 8.10E-06 8.02E-03

8.10E-06 1.00E-05 8.16E-03

1.00E-05 3.00E-05 1.24E-01

3.00E-05 1.00E-04 8.88E-01

1.00E-04 5.50E-04 1.22E+01

5.50E-04 3.00E-03 1.53E+02

3.00E-03 1.70E-02 2.11E+03

1.70E-02 2.50E-02 1.79E+03

2.50E-02 1.00E-01 2.77E+04

1.00E-01 4.00E-01 1.96E+05

4.00E-01 9.00E-01 4.19E+05

9.00E-01 1.40E+00 4.31E+05

1.40E+00 1.85E+00 3.89E+05

1.85E+00 2.35E+00 4.46E+05

2.35E+00 2.48E+00 1.09E+05

2.48E+00 3.00E+00 4.03E+05

3.00E+00 4.80E+00 5.49E+05

4.80E+00 6.43E+00 9.45E+04

6.43E+00 8.19E+00 2.73E+04

8.19E+00 2.00E+01 8.48E+03

3.1050E+06

표 3.28.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성자 생성율



- 349 -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상부 7.10E+02 3.16E+06 3.16E+06

측면 5.37E+02 2.14E+06 2.14E+06

하부 3.90E+02 2.71E+06 2.71E+06

표 3.29.CANDU사용후핵연료 바스켓 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 :rem/hr)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한 규정2)과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에 용된 기 3)에 의

하면 표면에서의 선량이 각 방향에 하여 2m㏜/hr(=0.2rem/hr)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본 계산에 의하면 바스켓 내에 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 60개를

넣었을 경우 바스켓의 표면에서 의 기 치를 훨씬 과하는 높은 선량값을 갖게

되며,이는 바스켓의 취 시 별도의 차폐시설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다)처분용기 선량평가

그림 3.36에는 처분용기를 MCNP로 모델링 한 것을 나타내었다.1개의 처분용기

에는 4개의 바스켓이 재된다. 따라서 의 바스켓 선량평가에서 사용된 선원의

4배에 해당되는 선원을 사용하게 된다. 처분용기의 쇼울더 부분을 포함하여 최외

곽에는 구리코 을,그 내부에는 주철을,그 안에는 4개의 바스켓이 재되어 있는

모습을 모사하 다.임의의 Tally를 수행해 본 결과 처분용기의 상하부에서 감마선

에 한 측정이 잘 되지 않아서,상하부에 한 GeometricSplittingandRussian

Roulette(variancetechnique)을 수행하기 하여 이 부분만 여러 셀로 구분하여 계

산하 다.

2)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9호,방사성물질등의 포장 운반에 한 규정 고

시,제22조 운반용기의 일반기 ,14항

3)KN-12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방사선차폐 핵임계 계산,KINS/HR-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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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6.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MCNP모델링.

처분용기의 상부,하부 측면 10cm 거리에서의 선량을 표 3.30과 같이 구하

다.4개의 바스켓을 넣었을 경우 처분용기의 상부 하부의 선량은 기 치인 2m

㏜/hr를 넘지 않지만,측면에서의 선량은 상 으로 기 치를 상회하는 높은 값을

갖는다.이는 처분용기의 내부 구성물질인 주철의 두께가 상/하부는 18cm로 부

분의 선량을 차폐하는 반면,측면에서는 9.5cm 정도로 거의 반 두께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상부 4.83E-3 1.59E-3 6.42E-3

측면 2.78E-0 4.55E-3 2.78E-0

하부 1.49E-2 1.60E-3 1.65E-2

표 3.30.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 :rem/hr)

라)완충재 흡수선량평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에는 2개의 처분용기가 재되므로,선원은 총 8개

의 바스켓으로 계산하 다. 2개의 캐니스터 주변에는 공학 방벽인 벤토나이트 완

충재가 놓이게 되고 그 밖으로는 암반이 존재하게 된다. 처분용기 표면에서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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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량률이 1Gy/hr를 과하면 방사분해가 일어나 산화물을 만들고,이 산화물은

처분용기를 부식시키게 된다. 따라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내의 가장 안

쪽의 벤토나이트 1cm층에 해서 흡수선량을 구하 다(그림 3.37,표 3.31).본 계

산 값을 통하여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내의 최내부 완충재층이 흡수하는

방사선량은 제한치보다 훨씬 작았다.

그림 3.37.완충재 흡수선량 Tally.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측면 3.93E-2 6.34E-7 3.93E-2

표 3.31.완충재 흡수선량 계산 결과 (단 :Gy/hr)

2)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가)방사선 평가 모델링

36개의 핵연료 번들 60개를 바스켓에 담고,다시 1개의 바스켓을 처분용기에

담는다. 3개의 처분용기가 처분공에 수직으로 재된 후에 벤토나이트 완충재로

메워진다. 핵연료 집합체를 쉽게 모사하기 해서 핵연료 집합체 체를 하나의

실린더 형태로 모델링하 다.표 3.32에 구성 핵종 원자분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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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3.15 g/cm
3

　

Nuclide Value Unit Z-number Total=1

U 58.3 % 92 0.165486

Si 2.2 % 14 0.041037

Al 39.5 % 13 0.793477

표 3.32.하나로 36 집합체 핵연료 원자분율

Density 2.7 g/cm3 　

Nuclide Value Unit Z-number Total=1

Fe 0.35 % 26 0.001754

Mg 0.03 % 12 0.000326

Si 0.25 % 14 0.002327

Cu 0.05 % 29 0.000225

Zn 0.05 % 30 0.000217

Al 99.27 % 13 0.995151

표 3.33.하나로 36 집합체 피복 (AlAA1060)원자분율

핵연료 집합체의 제원 값을 참조하여 핵연료와 피복 의 부피비율(표 3.33)을 그림

3.38과 같이 계산한 결과 핵연료가 65%를 차지하 다.이를 반 한 각 핵종의 원자

분율은 표 3.34와 같다.

그림 3.38.핵연료 피복 의

부피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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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el density 3.15 g/cm
3

　 Total=1

65%

Nuclide Value Unit Z-number 　

U 58.3 % 92 0.107566

Si 2.2 % 14 0.026674

Al 39.5 % 13 0.51576

　 　

Clad density 2.7 g/cm3 　 　

35%

　

Nuclide Value Unit Z-number 　

Fe 0.35 % 26 0.000614

Mg 0.03 % 12 0.000114

Si 0.25 % 14 0.000815

Cu 0.05 % 29 7.86E-05

Zn 0.05 % 30 7.6E-05

Al 99.27 % 13 0.348303

표 3.34.핵연료와 피복 의 부피비율을 반 한 원자분율

여기서 핵연료 36개와 핵연료 집합체의 빈 공간과의 부피 분율을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그림 3.39와 같은 계산을 수행하여 36개의 연료가 한 집합체 내에서 42%를

차지하는 것을 계산하 다.

그림 3.39.연료와 집합체 void의 분율 계산.

최종 으로 36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단순화시킨 연료는 그림 3.40과 같

으며 각 핵종의 분율과 도를 표 3.3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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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0.단순화시킨 핵연료집합체 모습.

density 0.0022229 g/㎤ Total=1

FuelArea Fuel 　 3.15 g/cm
3

　

42%

65%

Nuclide Value Unit 　

U 58.3 % 0.04517769

Si 2.2 % 0.01120309

Al 39.5 % 0.21661922

　
Clad 2.7 g/cm3 　

35%

Nuclide Value Unit 　

Fe 0.35 % 0.00025789

Mg 0.03 % 0.00004789
Si 0.25 % 0.00034209

Cu 0.05 % 0.00003303

Zn 0.05 % 0.00003193

Al 99.27 % 0.14628717

　
Empty

Space
Air 　 0.001293 g/cm3 　

58% 　

Nuclide Value Unit 　

N 78 % 0.45240000

O 22 % 0.12760000

표 3.35.단순화시킨 36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의 조성

나)하나로 핵연료 바스켓 선량평가

하나로 핵연료를 60개까지 담을 수 있는 바스켓은 CANDU 사용후핵연료 바스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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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동일하다. 핵연료가 장 되는 바스켓의 60개 hole에 한 MCNP모델링 하

다.실제 바스켓의 정 앙에는 구조물인 지지 이 있으나,계산의 보수성 편의

성을 하여 방사선원 계산에서는 61개의 번들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림

3.41에는 모델링을 나타내었다.

감마선에 의한 방사선량을 계산하기 해서 먼 30년 냉각된 하나로 사용후핵연

료 1MtU basis에 한 체 에 지 역에 한 자 생성률을 ORIGEN-ARP

5.0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30년 냉각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1MTU이 발생시키

는 총 photonsrate은 × (photons/sec)과 같고 바스켓의 우라늄의 무게는

아래와 같으므로








 


 ×







 


 × 







 


  







 




단일 바스켓 당 총 photonintensity는  ××

 ×




sec

 



이다. 한 성

자도 같은 방식으로 구하면,30년 냉각된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단일 캐니스터 당

총 성자 생성률은 ×




sec

 


이다.MCNP를 이용하여 1개의 바스켓

에 한 유효선량을 아래 표 3.36과 같이 구하 다.이 때 tally 역은 바스켓의 측

면,상부,하부에 하여 수행하 으며,각각의 거리는 10㎝로 설정하 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 60개가 들어있는 바스켓의 표면선량은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이는 하나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가 경수로 수로 핵연료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그림 3.41.바스켓 내의 61개 번들 모델링 (실제는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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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상부 4.90E+3 1.62E+6 1.63E+6

측면 8.92E+3 3.11E+6 3.12E+6

하부 4.15E+4 1.11E+7 1.11E+7

표 3.36.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 :rem/hr)

다)처분용기 선량평가

바스켓에는 36pin하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 60개가 들어가며,다시 1개의 처분용

기에는 1개의 바스켓이 들어간다(그림 3.42). 주철이 바스켓을 둘러싸고 있다. 구

리부분은 상하단의 두께가 3㎝이고,측면 부분에는 1㎝이다. 주철부분은 상하단

의 두께가 18㎝이며,측면의 두께는 9.5㎝이다.

그림 3.42.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제원.

그림 3.43은 처분용기를 MCNP로 모델링한 그림이다. 처분용기의 쇼울더 부분

은 tally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생략하 다. 최외곽에는 구리를 그 내부에

는 주철을,그 안에는 1개의 바스켓이 재되어 있는 모습을 모사하 다.주철부분

이 두꺼운 계로 일정 거리(1cm)간격으로 mesh를 나 어서 tracking이 잘 되는

지 확인하 으며,mesh는 용기 측면 상,하부에 걸쳐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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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모델링.

MCNP를 이용하여 처분용기에 한 유효선량을 표 3.37과 같이 구하 다. tally

역은 바스켓의 측면,상부,하부에 하여 수행하 으며,각각의 거리는 10㎝로

설정하 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상부 1.05E-1 4.52E-4 1.06E-1

측면 3.56E+1 1.39E-3 3.56E+1

하부 1.13E+3 2.96E-3 1.13E+3

표 3.37.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 :rem/hr)

처분용기의 상부는 선량이 비교 작은 값이나 측면은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용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측면의 주철 두께가 상부에 비해 작기 때문에 높은 선량

이 계산되었다. 특이한 은 하부의 선량이 매우 높게 나온 것인데,이는 상부의

구리두께가 3cm인 반면,하부의 구리두께는 1cm 값을 갖기 때문인 것으로 단

된다.

라)완충재 흡수선량평가

그림 3.44는 처분공 내에 수직으로 재되어 있는 3개의 처분용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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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4.처분공 개념도 제원.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에는 3개의 처분용기가 재되므로,선원은 총 3개의

바스켓의 양으로 계산하 다. 3개의 처분용기 주변에는 완충재가 놓이게 되고 그

밖으로는 암반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내의 벤토나이트의

가장 안쪽의 벤토나이트 1cm층에 해서 흡수선량을 표 3.38과 같이 구하 다.

본 계산 값을 통하여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공 내의 최내각 벤토나이트층이 흡

수하는 방사선량은 제한치보다 훨씬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측면 5.89E-1 5.54E-7 5.89E-1

표 3.38.하나로 처분공 완충재 흡수선량 계산 결과 (단 :Gy/hr)

3) 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가) 속폐기물 처분시스템 모델링

이로공정에서 발생한 속폐기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는 1개의 폐기물

용기에 7개가 재된다.이에 한 모델링을 그림 3.4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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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5. 속폐기물의 블록(왼쪽)과 폐기물용기 내의 7개 블록 재 모습(오른쪽).

콘크리트로 제작되는 MDP처분용기 내에는 총 9개의 폐기물용기가 동일한 간격

으로 장되며,이에 한 모델링을 그림 3.46에 나타내었다.

그림 3.46. 속용기 제원(왼쪽)과 MCNP모델링 모습(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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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uclide Sub-fraction Total-fraction

Total 1.00000

Zr

sub-total 0.91300

Fe 0.0050 0.00457

Sn 0.0159 0.01452

Zr 0.9791 0.89392

SUS321

sub-total 0.08700

Fe 0.6714 0.05841

C 0.0008 0.00007

Cr 0.1800 0.01566

Mn 0.0200 0.00174
Ni 0.1000 0.00870

S 0.0003 0.00003

Si 0.0075 0.00065

Ti 0.0200 0.00174

나)폐기물 용기(can)선량평가

원자로로부터 방출된 지 40년이 지난 시 에서의 속폐기물 종류별 질량

체 비율을 표 3.39와 같이 구하 다. 계산결과 핵연료 피복 과 핵연료 집합체 그

리드로 사용되는 지르코늄이 체 질량의 85.88%를 차지하고,집합체의 상․하부에

구조재로 사용되는 SUS321재질이 8.18%를 차지하 다.두 재질의 무게비율이

94%를 차지하므로 복잡한 속폐기물의 주요 조성은 이 두 재질의 조성만 반 하

다. 속폐기물의 도는 부피 7,065㎤ (높이 10㎝,반지름 15㎝),질량 40.3

㎏에 하여 5.7041g/㎤ 값을 구하 다.

No Item Mass[g] Percent

1 U+TRU+FP 6.15E+04 0.0182

2 Zr-clad 2.54E+06 0.7504

3 SUS302EndCap 5.57E+04 0.0165

4 Zr-grid 3.67E+05 0.1084
5 Inconel718grid 3.17E+04 0.0094

6 SUS302guidesub 1.70E+04 0.0050

7 SUS321Bottom EndPiece 1.28E+05 0.0378

8 SUS321TopEndPiece 1.49E+05 0.0440
9 Inconel718TopEndPiece 3.51E+04 0.0104

Total 3.39E+06 1.0000

표 3.39. 속폐기물 질량 분율

7개의 속폐기물 블럭(40.3㎏)을 담고 있는 1개의 폐기물용기(282.1㎏)에 한

속폐기물의 자 생성율 성자 생성율을 표 3.40과 표 3.4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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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

Group

Energy

RangeLow

Energy

RangeHigh

Photon

Intensity[can]

Unit MeV MeV photons/sec

1 1.00E-02 2.00E-02 1.70E+10

2 2.00E-02 3.00E-02 2.85E+10

3 3.00E-02 4.50E-02 7.00E+09

4 4.50E-02 6.00E-02 1.95E+09

5 6.00E-02 7.00E-02 1.65E+09

6 7.00E-02 7.50E-02 2.76E+08

7 7.50E-02 1.00E-01 5.52E+09

8 1.00E-01 1.50E-01 1.40E+09

9 1.50E-01 2.00E-01 1.12E+09

10 2.00E-01 3.00E-01 1.54E+09

11 3.00E-01 4.00E-01 7.96E+08

12 4.00E-01 4.50E-01 9.35E+09

13 4.50E-01 5.10E-01 2.17E+08

14 5.10E-01 5.12E-01 1.84E+04

15 5.12E-01 6.00E-01 3.93E+08

16 6.00E-01 7.00E-01 2.24E+10

17 7.00E-01 8.00E-01 3.03E+09

18 8.00E-01 1.00E+00 4.97E+09

19 1.00E+00 1.20E+00 2.08E+11

20 1.20E+00 1.33E+00 1.03E+11

21 1.33E+00 1.44E+00 9.36E+10

22 1.44E+00 1.50E+00 3.60E+07

23 1.50E+00 1.57E+00 2.78E+05

24 1.57E+00 1.66E+00 1.22E+06

25 1.66E+00 1.80E+00 1.96E+05

26 1.80E+00 2.00E+00 8.86E+04

27 2.00E+00 2.15E+00 1.51E+04

28 2.15E+00 2.35E+00 2.07E+06

29 2.35E+00 2.50E+00 2.07E+03

30 2.50E+00 3.00E+00 7.31E+03

31 3.00E+00 3.50E+00 5.06E+01

32 3.50E+00 4.00E+00 2.93E+01

33 4.00E+00 4.50E+00 1.70E+01

34 4.50E+00 5.00E+00 9.85E+00

35 5.00E+00 5.50E+00 5.71E+00

36 5.50E+00 6.00E+00 3.31E+00

37 6.00E+00 6.50E+00 1.92E+00

38 6.50E+00 7.00E+00 1.11E+00

39 7.00E+00 7.50E+00 6.45E-01

40 7.50E+00 8.00E+00 3.74E-01

41 8.00E+00 1.00E+01 4.42E-01

42 1.00E+01 1.20E+01 2.28E-02

43 1.20E+01 1.40E+01 0.00E+00

44 1.40E+01 2.00E+01 0.00E+00

totals 5.11E+11

표 3.40. 속폐기물의 폐기물용기(can) 자 생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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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Group

Energy

RangeLow

Energy

RangeHigh

Neutron

Intensity[can]

Unit MeV MeV neutrons/sec

1 1.00E-11 3.00E-09 1.17E-10

2 3.00E-09 7.50E-09 1.80E-10

3 7.50E-09 1.00E-08 1.17E-10

4 1.00E-08 2.53E-08 9.37E-10

5 2.53E-08 3.00E-08 3.51E-10

6 3.00E-08 4.00E-08 8.32E-10

7 4.00E-08 5.00E-08 9.34E-10

8 5.00E-08 7.00E-08 2.14E-09

9 7.00E-08 1.00E-07 3.79E-09

10 1.00E-07 1.50E-07 7.61E-09

11 1.50E-07 2.00E-07 9.06E-09

12 2.00E-07 2.25E-07 4.98E-09

13 2.25E-07 2.50E-07 5.26E-09

14 2.50E-07 2.75E-07 5.53E-09

15 2.75E-07 3.25E-07 1.18E-08

16 3.25E-07 3.50E-07 6.25E-09

17 3.50E-07 3.75E-07 6.48E-09

18 3.75E-07 4.00E-07 6.69E-09

19 4.00E-07 6.25E-07 6.90E-08

20 6.25E-07 1.00E-06 1.45E-07

21 1.00E-06 1.77E-06 3.86E-07

22 1.77E-06 3.00E-06 8.09E-07

23 3.00E-06 4.75E-06 1.47E-06

24 4.75E-06 6.00E-06 1.24E-06

25 6.00E-06 8.10E-06 2.38E-06

26 8.10E-06 1.00E-05 2.44E-06

27 1.00E-05 3.00E-05 3.78E-05

28 3.00E-05 1.00E-04 2.42E-04

29 1.00E-04 5.50E-04 3.43E-03

30 5.50E-04 3.00E-03 4.36E-02

31 3.00E-03 1.70E-02 5.89E-01

32 1.70E-02 2.50E-02 4.96E-01

33 2.50E-02 1.00E-01 7.73E+00

34 1.00E-01 4.00E-01 5.57E+01

35 4.00E-01 9.00E-01 1.21E+02

36 9.00E-01 1.40E+00 1.22E+02

37 1.40E+00 1.85E+00 9.82E+01

38 1.85E+00 2.35E+00 9.41E+01

39 2.35E+00 2.48E+00 2.06E+01

40 2.48E+00 3.00E+00 7.40E+01

41 3.00E+00 4.80E+00 1.31E+02

42 4.80E+00 6.43E+00 3.61E+01

43 6.43E+00 8.19E+00 1.14E+01

44 8.19E+00 2.00E+01 3.92E+00

totals 7.77E+02

표 3.41. 속폐기물의 폐기물용기(can) 성자 생성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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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폐기물의 핵종조성 방사선의 생성률을 바탕으로 폐기물용기의 상․하부

측면에서의 선량평가를 수행하여 표 3.42에 나타내었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상부 8.08E+00 3.67E-06 8.08E+00

측면 1.11E+01 6.07E-06 1.11E+01

하부 9.39E+00 4.36E-06 9.39E+00

표 3.42. 속폐기물 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 :rem/hr)

선량평가 결과 모든 방향에서 피폭선량이 10rem/hr정도 계산되었다. 성자의

경우에는 성자를 방출할 수 있는 핵종인 우라늄 TRU들의 양이 체 이로

공정 에서 속폐기물쪽으로 묻어나오는 양이 매우 기 때문에 상 으로 아주

작은 선량으로 계산되었다. 감마선의 경우에는 인코넬 718그리드에 의한 선량이

지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처분용기(MDP)선량평가

처분용기는 폐기물용기의 상․하부에는 15㎝ 철근콘크리트를,측면에는 10㎝

두께의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방사선을 차폐하게 된다.1개의 처분용기(MDP)에

한 선량평가 결과를 표 3.43에 나타내었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상부 1.30E+01 3.04E-6 1.30E+01

측면 2.20E+01 4.41E-6 2.20E+01

하부 1.62E+01 4.34E-6 1.62E+01

표 3.43.처분용기(MDP)방사선량 평가 결과 (단 :rem/hr)

라)처분 공학 방벽 선량평가

9개의 폐기물용기(can)을 담고 있는 처분용기(MDP)를 다시 9개씩 재한 후 주

변을 벤토나이트 10㎝로 채워서 처분하는 처분터 (MDT)에 한 개념을 그림

3.4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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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7. 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도.

최내부 1㎝의 벤토나이트가 받는 흡수선량을 표 3.44와 같이 계산하 다.이 값은

벤토나이트의 방사화분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1Gy/hr보다 훨씬 낮은 값이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측면 2.21E-02 5.09E-10 2.21E-02

표 3.44. 속폐기물 공학 방벽 선량평가 결과 (단 :Gy/hr)

4)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

가)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 모델링

세라믹 폐기물은 원통 형태로 제작되고,2개의 블락이 1개의 세라믹 폐기물용기

(캔)에 장입된다.폐기물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304L이며,상부 두께는 5㎜,하

부는 5㎜,측면은 3.4㎜이다. 선량평가를 한 MCNP계산 목 으로 용기의 개

념과 제원을 반 하여 나타내었

나)폐기물용기 선량평가

방사선량을 계산하기 해서 먼 10MTU basis에 한 체 에 지 역에

한 자 생성율과 성자 생성율을 ORIGEN-ARP5.0을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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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별 결과값을 표 3.45와 표 3.46에 나타내었다.

총 10MTU의 이로공정 후에 발생되는 세라믹 폐기물의 총 자 생성률은

× (photons/sec)로 계산되었고,1개의 폐기물용기(94.8kg:2개의 폐기물

블럭)에 해당되는 자 생성율은 × (photons/sec)이다. 성자도 같은 방

식으로 구하면, 성자 생성율은 × (neutrons/sec)이다. MCNP를 이용

하여 1개의 폐기물용기에 한 유효선량을 표 3.47과 같이 구하 다.

이 때 tally 역은 용기의 측면,상부,하부에 하여 수행하 으며,각각의 거리

는 10㎝로 설정하 다.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한 규정4)과 사용후핵연료 운반용

기에 용된 기 5)에 의하면 표면에서의 선량이 각 방향에 하여 2m㏜/hr를 넘

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본 계산에 의하면 스테인리스 내에 세라믹 블럭 2개을

장입한 폐기물용기의 표면선량은 체 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4) 과학 술부고시 제2008-69호, 방사 물질등  포  및 운반에 한 규정 고시, 제22조 운반  반

준, 14항

5) KN-12 사 후핵연료 운반  방사 차폐 및 핵 계 계산, KINS/HR-40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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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n

Group

Energy

RangeLow

Energy

RangeHigh

Photon

Intensity[10MtHM]

Unit MeV MeV photons/sec

1 1.00E-02 2.00E-02 3.9780E+14

2 2.00E-02 3.00E-02 1.9470E+14

3 3.00E-02 4.50E-02 1.8470E+14

4 4.50E-02 6.00E-02 1.2090E+14

5 6.00E-02 7.00E-02 5.4180E+13

6 7.00E-02 7.50E-02 2.3210E+13

7 7.50E-02 1.00E-01 9.2660E+13

8 1.00E-01 1.50E-01 1.4170E+14

9 1.50E-01 2.00E-01 6.3520E+13

10 2.00E-01 3.00E-01 5.7530E+13

11 3.00E-01 4.00E-01 3.6570E+13

12 4.00E-01 4.50E-01 1.1570E+13

13 4.50E-01 5.10E-01 1.0850E+13

14 5.10E-01 5.12E-01 4.1300E+10

15 5.12E-01 6.00E-01 1.2220E+13

16 6.00E-01 7.00E-01 5.0220E+13

17 7.00E-01 8.00E-01 3.2530E+13

18 8.00E-01 1.00E+00 3.9810E+13

19 1.00E+00 1.20E+00 1.8520E+13

20 1.20E+00 1.33E+00 4.4540E+13

21 1.33E+00 1.44E+00 4.0700E+11

22 1.44E+00 1.50E+00 8.7730E+11

23 1.50E+00 1.57E+00 1.5660E+11

24 1.57E+00 1.66E+00 3.4520E+12

25 1.66E+00 1.80E+00 7.0740E+10

26 1.80E+00 2.00E+00 3.1660E+10

27 2.00E+00 2.15E+00 5.1540E+09

28 2.15E+00 2.35E+00 1.9920E+07

29 2.35E+00 2.50E+00 1.9550E+07

30 2.50E+00 3.00E+00 6.8440E+05

31 3.00E+00 3.50E+00 2.2070E+05

32 3.50E+00 4.00E+00 1.2790E+05

33 4.00E+00 4.50E+00 7.4150E+04

34 4.50E+00 5.00E+00 4.2980E+04

35 5.00E+00 5.50E+00 2.4920E+04

36 5.50E+00 6.00E+00 1.4440E+04

37 6.00E+00 6.50E+00 8.3740E+03

38 6.50E+00 7.00E+00 4.8550E+03

39 7.00E+00 7.50E+00 2.8150E+03

40 7.50E+00 8.00E+00 1.6320E+03

41 8.00E+00 1.00E+01 1.9270E+03

42 1.00E+01 1.20E+01 9.9630E+01

43 1.20E+01 1.40E+01 0.0000E+00

44 1.40E+01 2.00E+01 0.0000E+00

totals 1.5930E+15

표 3.45.세라믹 폐기물의 에 지별 자 생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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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tron

Group

Energy

RangeLow

Energy

RangeHigh

Neutron

Intensity[10MtHM]

1MTU

Unit MeV MeV photons/sec

1 1.00E-11 3.00E-09 0.00E+00

2 3.00E-09 7.50E-09 0.00E+00

3 7.50E-09 1.00E-08 0.00E+00

4 1.00E-08 2.53E-08 0.00E+00

5 2.53E-08 3.00E-08 0.00E+00

6 3.00E-08 4.00E-08 0.00E+00

7 4.00E-08 5.00E-08 0.00E+00

8 5.00E-08 7.00E-08 3.13E-14

9 7.00E-08 1.00E-07 5.23E-14

10 1.00E-07 1.50E-07 2.94E-10

11 1.50E-07 2.00E-07 2.73E-07

12 2.00E-07 2.25E-07 1.48E-07

13 2.25E-07 2.50E-07 1.48E-07

14 2.50E-07 2.75E-07 1.48E-07

15 2.75E-07 3.25E-07 2.95E-07

16 3.25E-07 3.50E-07 1.48E-07

17 3.50E-07 3.75E-07 1.48E-07

18 3.75E-07 4.00E-07 1.48E-07

19 4.00E-07 6.25E-07 1.33E-06

20 6.25E-07 1.00E-06 2.22E-06

21 1.00E-06 1.77E-06 4.56E-06

22 1.77E-06 3.00E-06 7.45E-06

23 3.00E-06 4.75E-06 1.09E-05

24 4.75E-06 6.00E-06 7.83E-06

25 6.00E-06 8.10E-06 1.34E-05

26 8.10E-06 1.00E-05 1.21E-05

27 1.00E-05 3.00E-05 4.68E-04

28 3.00E-05 1.00E-04 1.62E-02

29 1.00E-04 5.50E-04 1.96E-01

30 5.50E-04 3.00E-03 2.33E+00

31 3.00E-03 1.70E-02 3.61E+01

32 1.70E-02 2.50E-02 3.26E+01

33 2.50E-02 1.00E-01 4.69E+02

34 1.00E-01 4.00E-01 2.86E+03

35 4.00E-01 9.00E-01 5.77E+03

36 9.00E-01 1.40E+00 7.88E+03

37 1.40E+00 1.85E+00 1.23E+04

38 1.85E+00 2.35E+00 2.21E+04

39 2.35E+00 2.48E+00 6.46E+03

40 2.48E+00 3.00E+00 2.61E+04

41 3.00E+00 4.80E+00 2.96E+04

42 4.80E+00 6.43E+00 2.53E+02

43 6.43E+00 8.19E+00 0.00E+00

44 8.19E+00 2.00E+01 0.00E+00

Totals 1.14E+05

표 3.46.세라믹 폐기물의 에 지별 성자 생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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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상부 2.4049E+01 5.9679E-06 2.4049E+01

측면 5.4509E+01 1.4535E-05 5.4509E+01

하부 4.3233E+01 1.1276E-05 4.3233E+01

표 3.47.폐기물용기(can)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 :rem/hr)

나)처분용기 선량평가

세라믹 폐기물 장용기는 7개를 2단으로 쌓는 형태로 정렬시켰다. 총 14개의

장용기를 그림 3.48과 같이 처분용기에 다시 장입하 다.처분용기의 내측에는 방

사선 열 차폐 목 의 주철이 놓이게 되며,상부 18㎝,하부 18㎝,측면 9.5㎝

의 두께를 갖는다. 처분용기의 외측에는 구리코 이 입 지게 되며,상부 3㎝,하

부 3㎝,측면 1㎝ 두께를 갖는다.

그림 3.48.세라믹 폐기물 처분용기 개념도.

MCNP를 이용하여 1개의 처분용기에 한 유효선량을 표 3.48과 같이 구하 다.

이 때 tally 역은 용기의 측면,상부,하부에 하여 수행하 으며,각각의 거리는

10㎝로 설정하 다. 계산결과 에 상부와 하부의 선량은 표면선량 기 2m㏜

/hr를 넘지 않는 반면에 측면 값은 기 을 상회하 다.따라서 처분용기 근처에 사

람의 근을 허용하려는 목 이 있다면 측면부분에 한 차폐 보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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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상부 8.7206E-03 4.1045E-06 8.7247E-03

측면 8.5268E-01 1.6102E-05 8.5269E-01

하부 1.2643E-02 6.1649E-06 1.2649E-02

표 3.48.세라믹 폐기물 처분용기 방사선량 계산 결과 (단 :rem/hr)

다)완충재 흡수선량평가

단일 처분공에는 그림 3.49과 같이 세라믹 처분용기 2개가 수직으로 재되게 되

는 데 이때 처분용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서 용기 주변의 벤토나이트 완

충재가 받는 흡수선량을 계산하 다. 총 28개의 폐기물 용기의 자 선량율과

성자 선량율을 이용하여 벤토나이트 체 두께 최내각의 두께 1cm 이내에 흡수

되는 흡수선량을 계산한 결과를 표 3.49에 나타내었다.이 값은 선진국들의 기 인

1Gy/hr보다 낮은 값으로써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세라믹 처분시스템이 완충재의 흡

수선량 측면에서는 안 성이 높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측면 1.15E-2 6.17E-9 1.15E-2

표 3.49.세라믹 폐기물 완충재 흡수선량 계산 결과 (단 :rem/hr)

그림 3.49.세라믹 폐기물 처분공 개념도.



- 370 -

나.처분용기 부식 수명 비평가

처분용기의 제원 용기에 사용되는 구리의 부피는 표 3.50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처분용기에 사용된 구리 부피는 부식수명 측에 필요한 구리 질량 정보를 하여

산출하 다. 표 3.51에는 각 처분용기별 부식수명을 측하기 해 필요한 자료를

나타내었다.앞의 표에 표기되지 않은 기타 자료들을 표 3.52에 나타내었다.

구리용기 부식에 있어서 가장 큰 부식인자는 황(Sulphur)과 염소이온(Cl-)으로 알

려져 있으므로 두 가지 인자에 해서 수명 측을 하 고,황의 확산계수는 원자

력연구원내의 지하처분연구시설에서 측정한 값을,염소이온의 확산계수는 원자력연

구원내의 염소이온 확산실험에서 구한 값을 사용하 다. 황의 부식인자 농도와 염

소이온의 부식인자 농도(2.18g/㎥)는 모두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값을 사용하 다.

각 처분용기 경우별 부식수명을 그림 3.50과 같이 구할 수 있었다.

폐기물

용기

측면

두께

[㎝]

상부

두께

[㎝]

하부

두께

[㎝]

구리

내경

[㎝]

내경

높이

[㎝]

구리

외경

[㎝]

외경

높이

[㎝]

구리

부피

[㎥]

CANDU 1 3 3 63 260 64 266 0.181

Hanaro 1 3 1 63 140.5 64 144.5 0.108

Ceramic 1 3 3 50.55 158 51.55 164 0.101

표 3.50.처분용기별 제원 구리부피

경

우
폐기물

부식

인자

원자

질량

[g]

폐기물

용기

외경

[m]

완충재

두께

[m]

완충재

외경

[m]

확산계수

[㎡/y]

부식

인자농도

[g/㎥]

용기

길이

[m]

구리

질량

[g]

1 CANDU S 32.064 0.64 0.36 1 8.67E-03 6.5 2.66 1.61E+06

2 Hanaro S 32.064 0.64 0.36 1 8.67E-03 6.5 1.445 9.57E+05

3 Ceramic S 32.064 0.516 0.36 0.876 8.67E-03 6.5 1.64 8.97E+05

4 CANDU Cl 35.453 0.64 0.36 1 1.39E-04 2.18 2.66 1.61E+06

5 Hanaro Cl 35.453 0.64 0.36 1 1.39E-04 2.18 1.445 9.57E+05

6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2.18 1.64 8.97E+05

7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6.5 1.64 8.97E+05

8 Ceramic Cl 35.453 0.516 0.36 0.876 1.39E-04 1000 1.64 8.97E+05

표 3.51.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측에 사용된 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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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arameter Value Unit

ETC Pittingcorrosionfactor(usually5-25) 5 -

Buffer

bufferporosity 0.41 -

Diffusion coefficientin aliquid in abuffer

porewater
1.39E-4 ㎡/y

Fracture

(Rock)

Porosity of a porous material within a

fracture
1.0 -

Maxtrixporosity 1E-3 -

Diffusioncoefficientinaliquidinaporous

materialwithinafracture
0.032 ㎡/y

Liquid diffusion coefficientin a poreliquid

withinarockmatrix
1E-7 ㎡/y

FractureSpacingdistance 5 m

표 3.52.부식수명 계산에 사용된 입력자료

그림 3.50.암반내 균열 크기에 따른 처분용기별

부식수명 측.

본 부식수명 측모델은 PecletNumber(Pe)값 4를 기 으로 모델이 바 게 되

며 이 값에 해당되는 암반내 균열 크기는 4㎜이다. 이를 기 으로 부식수명이

체 으로 크게 변하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그림 3.50의 결과를 살펴보면, 체

으로 1∼3의 경우(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가 4∼6의 경우(하나로 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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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 처분용기)보다 부식수명이 더욱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이는 앞(1∼3)의 경

우의 완충재 내의 확산계수가 뒤(4∼6)의 경우보다 조 더 크고, 한 부식인자의

농도 역시 큰 값을 갖기 때문에 훨씬 부식 속도가 빠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

는 7의 경우에서 부식인자 농도를 앞의 경우와 같게 하 을 경우 확산계수의 차이

만큼 부식수명의 차이가 작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이와는 반 로 8

의 경우에는 부식인자 농도를 1,000으로 설정한 경우인데,당연히 부식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됨을 볼 수 있었다.1,000값은 스웨덴의 포스마크 지역의 처분장 폐쇄

시 의 염소농도(500∼5,000mg/L)를 참조하여 설정한 값이다.

다.열 구조 해석

1)처분시스템 열 구조해석

공학 방벽 구성요소인 처분용기의 건 성 확보는 내부에 재되어 있는 사용후

핵연료 는 고 폐기물로부터 방사성물질이 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필수

인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 직 처분 상으로 하고 있는 CANDU형 사용후핵연료에 한 기존

처분용기 개념은 4개 집합체를 수용할 수 있는 PWR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외

부 제원을 동일하게 하기 하여 33번들 용량의 바스켓을 9단으로 재하여 총 용

량 297번들을 수용하는 개념이었다.이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취 시 동일 장

비 시설 활용이 가능한 장 이 있는 반면 CANDU 발 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60번들용 장 바스켓을 해체하여야 하는 단 이 있다. 한, 재 PWR사용후핵

연료에 한 재활용을 고려하고 있어 이에 따른 유리 고화체 등을 한 용기개발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CANDU 사용후핵연료에 해서도 처분효율을 높이고 취 차

를 단순화시키기 한 기존 처분용기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개선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는 재 발 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60번

들 용량의 바스켓을 그 로 수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높이 방향으로는 4단을

재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용기의 용량을 240 (60번들×4단)번들로 하 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의 규모는 D 1,280mm ×H 2,745mm로 제원

단면과 기존 처분용기와의 비교는 표 3.53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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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기존(KRS)용기 개념 개선 용기 개념

내 용 개념도 내 용 개념도

구조/

제원

-이 구조

.내부:탄소강

.외부:구리쉘 (5cm)

-이 구조

.내부:탄소강

.외부:구리코 (1cm)

제원
-지름 :102cm

-높이 :483cm

-지름 :128cm

-높이 :274.5cm

용량
-297번들

.33번들 x9단

-240번들

.60번들 x4단

비고
-33버들용 바스켓

9단 재

-60버들용 바스켓

(원 에서 사용 )

4단 재

표 3.53.기존 처분용기 개념과 개선된 처분용기 개념 비교

가)처분 시스템 열해석

(1)해석 모델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열 성능평가를 하여 3차원 모델을 이용

하 다.처분공정은 처분용기가 처분공에 설치됨과 동시에 공학 방벽이 설치되는

것으로 가정하고,다수의 처분터 과 처분공이 동일 간격으로 나란하게 배치되어

있는 처분장 배치특성을 고려하 다. 따라서 수평방향으로는 처분 터 간격과 처

분공 간격의 1/2씩을 고려한 1/4모델로 하 으며,상하부 수평경계는 붕괴열에 의한

향이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고려하여 상부는 지표로 하고,하부는 심도

1000m를 경계로 하여,처분용기 심으로부터 상하 500m를 고려하 다. 해석모

델의 기하학 형상은 그림 3.5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51.심지층 처분장 열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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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붕괴열 기/경계 조건

CANDU 사용후핵연료 방출연소도가 8,100GWD/MTU인 경우에 있어서 원자로

에서 방출된 후 냉각기간을 고려한 방사능 붕괴열 이력에 따른 열량 P(t)는 다음

식으로 표 된다:

  EXP    EXP   EXP   

Coolingtime C1 A1 C2 A2 C3 A3 y0

ORIGEN-

ARP

1≤t≤100 251.12 0.02442 5431.4 0.71648 0 0 47.23

100≤t≤1E+6 11.50 5.9635E-5 33.26 0.00154 218.6 0.02183 0.710

ORIGEN-2
1≤t≤100 250.92 0.02609 5278.3 0.69554 0 0 49.07

100≤t≤1E+6 29.26 0.00152 12.23 5.8909E-5 213.5 0.02166 0.730

처분 시스템 열 해석을 한 칭 해석모델에 따른 경계조건은 해석모델의 양

쪽 수직 경계면과 바닥은 단열 경계로 설정하 다.온도 분포는 지표 하 지하수

의 온도를 15oC로 가정하여 이를 기 으로 지하 100m 깊이마다 3oC씩 상승하는

것으로 기조건을 설정하 다.

본 해석에서 암반,완충재,뒷채움재 처분용기의 물리 특성은 표 3.54에 나

타낸 바와 같다.해석을 한 컴퓨터 로그램으로는 NISA ver.12의 heatmodule

을 이용하 다.

구 분
도

(kg/m3)

열 도도

(W/m℃=J/s/m℃)

비 열

(J/kg℃)

Spentfuel 2,000 0.135 2,640

Castinsert 7,200 52 504

Outershell 8,900 386 383

Buffer 1,970 1.0 1,380

Backfill 2,270 2 1,190

Rock 2,650 3.2 815

표 3.54.열 해석을 한 재료의 물성치



- 375 -

2)처분용기 구조해석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을 재한 처분용기는 궁극 으로 지하 500m

깊이 이하의 건 한 암반 내에 처분될 것이다. 따라서 처분 후 처분용기 주변은

지하수로 포화될 것으로 상되며,지하수의 포화에 의하여 처분용기 주변에 설치

한 완충재가 팽윤하여 압력을 발생한다.처분용기는 이와 같은 포화된 지하수

완충재 팽윤에 따른 압력에 항하여 그 응력이 허용응력 범 내에서 건 성을 유

지하여 내부에 보 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방사성 핵종의 출을 억제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처분용기의 건 성을 평가하기 하여 다음에 기술하는 2가지 하

조건에 해서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처분용기의 구조 건 성은 CastInsert

부분으로만 유지하는 것으로 하 으며,본 구조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열 물성치

는 표 3.54의 값을 사용하 고,구조 물성치는 표 3.55에 제시하 다.

재 료 구 분 값

fuel

Density 2000kg/m
3

Young'smodulus 29.777GPa

Poisson'sratio 0.3

Thermalexpansioncoefficient 3.24e-6K
-1

cast

insert

Density 7200kg/m3

Young'smodulus 162GPa

Poisson'sratio 0.3

Thermalexpansioncoefficient 1.085e-5K-1

Yieldstrength
235MPa

(at100℃)

표 3.55.구조해석을 한 재료 물성치

(1)정상조건

사용후핵연료가 포장된 처분용기를 심지층 암반 내에 처분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

이 지난 후 주변은 지하수로 포화되며,이 지하수에 의하여 처분용기는 수압을 받

게 된다.지하 500m의 치에 처분될 경우 이에 따른 수압은 5MPa이다. 한 완

충재가 지하수로 포화됨에 따라 완충재로 이용된 벤토나이트는 팽윤을 하며,이때

벤토나이트 팽윤압은 최 7MPa에 이를 것으로 상되고 있다. 한 처분용기에



- 376 -

재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로부터는 방사성 핵종들의 붕괴에 의한 열이 발생하며,

이 열은 처분용기에 열응력으로 작용한다. 본 해석은 처분용기 1/4형상에 하여

3차원 모델로 수행하 으며,컴퓨터 로그램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NISA를 사

용하 다.

(2)극한 조건

지하 암반내의 처분용기가 받게 될 비정상 하 조건에 해 분석을 수행하 다.

비정상 하 조건으로 선정한 것은 비 칭 하 조건으로서 처분용기의 양끝은 고정

되고 하 이 비균질하게 작용한 경우이다.이 경우는 스웨덴에서 처분용기 개발을

하여 고려한 하 조건이다.완충재가 지하수로 포화됨에 따라 완충재로 이용된

벤토나이트는 팽윤을 하게 되며,이 팽윤압으로는 7MPa를 이용하 다. 한 사용

후핵연료의 붕괴열은 정상 하 조건과 동일한 값을 사용하 다. 이 조건에서는 비

정상 하 으로 인하여 비 칭 하 조건이므로 처분용기 1/4형상에 한 해석이 어

려우므로 처분용기 1/2형상에 한 3차원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다) 해석 결과 분석

(1)열해석 결과 분석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에 처분하는 환경에서 방사능 붕괴열에 따른 온

도 요건 만족을 확인하기 한 열 분석 특성을 표 3.56에 나타내었다.기존 개념

배치 기 인 처분터 간격 40m에 처분공 간격을 3m 와 6m에 하여 수행하

으며,각 경우에 있어서의 해석결과는 그림 3.52에 나타내었다.

Case
기존 개념 개선 개념

o1 o2 n1 n2

특성

터 -처분공 간격

(m)
40×6 40×3 40x6 40×3

용 량

(연료 개수)

297번들

(33×9)

297번들

(33×9)

480번들

(60×4단x2ea)

480번들

(60×4단x2ea)

용기 직경(cm) 102 102 128 128

용기 높이(m) 4.78 4.78 2.745x2 2.745x2

표 3.56.열 해석을 한 개념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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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의 열 안 성 해석결과,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처분터 처분공간격이 40m,3m 인 경우 처분 후 37년이 경과한 후에 처분용

기 표면온도가 최고 온도에 도달하며,이때 온도는 88.9oC로서 처분장 온도제한 요건

(100oC)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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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RS (40m x 3m)

그림 3.52.열해석 결과.

(2)구조해석 결과 분석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심지층에 처분하는 환경에서 처분용기의 구조 건 성

평가를 하여 정상 환경에서의 하 작용시와 극한 환경에서의 하 작용시로 구

분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는 그림 3.53과 그림 3.54에 각 환경 조건에서

의 von-Mises응력값과 가시 으로 특성을 나타내기 하여 결과값의 축척비율

(scale)을 확 한 변 로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정상 인 경우와 극한 상황의 경우에 한 구조

안정성 분석결과 정상 인 하 을 받는 경우 응력값과 변 값은 각각 81.1MPa와

1.47mm로 안 율이 2.9로 나타났다.그리고 비정상 상황에 따른 극한 하 을 받는

경우에도 응력값과 변 값은 각각 176.2MPa 1.61mm로 안 율이 1.33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개선된 처분용기는 심지층 처분환경에서 열 -구조 안정성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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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최 값 안 율

von-Misesstress

(forcastiron)

81.1MPa

2.90

(235/81.1)

deformation

(3X)

(forcastiron)

1.47mm

그림 3.53.정상하 조건하의 처분용기 구조해석 결과 (응력 변 ).

결 과 최 값 안 율

von-Misesstress

(forcastiron)

176.2MPa

1.33

(235/176.2)

deformation

(3X)

(forcastiron)

1.61mm

그림 3.54.극한하 조건하의 처분용기 구조해석 결과 (응력 변 ).

3)처분터 구조 안정성 평가

(1)처분터 구조 안정성 해석

속폐기물 지층처분을 한 처분터 의 안 성 해석을 수행하 다.처분터 은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그림 3.5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처분터 폭은 5,100m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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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처분터 높이는 4,800mm로 처분터 의 단면 은 23.2이다. 처분터 의

길이는 250m로 간격이 20m인 2개의 터 로 이루어져 있고,지표로부터 500m

아래에 치해 있으며,터 주변은 결정질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 다.

그림 3.55.처분터 의 형상 (단 :m).

해석범 는 2차원 모델링으로 탄성 역에 국한하 다. 해석은 2단계로 실시하

고,첫 번째 단계로 1000×1000m의 범 를 선택하여 터 굴착 의 응력상태를

결정한다.두 번째 단계로 60×40m의 범 만을 고려하여 기조건으로 첫 번째 단

계에서 결정된 응력을 용한다.이 단계에서는 굴착 후의 터 부분을 고려하여 해

석하 다. 그림 3.56은 유한요소 모델링으로 경계조건은 측면은 X 방향으로 고정

하 고 아래 면은 Y축 방향으로 고정하 다. 하 은 자 만을 용하 다.사용요

소는 2차원 평면변형율 요소로 하 다. 터 주변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물성은 다음과 같다.

-탄성계수 :5.3E10Pa

-포아송비 :0.2

- 도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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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6.유한요소 모델링.

해석결과는 그림 3.57 그림 3.5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그림 3.57은 터 의

력방향 변 도로 터 상부의 최 변 는 7.6mm로 나타났으며,그림 3.58은 력

방향의 응력도로 최 응력은 60MPa로 나타났다.

그림 3.57.터 의 변 도.

그림 3.58.터 의 Y방향 응력도.

L , ι St~pTime _ 1.000 
S.S22 

Vðr:U Deformðtion Seðle Fðctor : +1.000e+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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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터 교차부에 한 구조 안정성 분석

넬터 의 굴착에 한 안정성과 넬터 /처분터 과의 교차부에서의 역학

안정성을 분석하 으며,굴착순서는 넬터 굴착후 처분터 을 굴착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넬터 굴착후 발생한 응력은 암반 강도에 비해 훨씬 낮았으며 소

성 가 발생하지 않았으며,굴착면에서의 최 변 는 1.8mm로 넬터 굴착에

한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단되었다(표 3.57).한편, 넬터 의 벽면에 처분터

을 굴착한 후에는 응력집 과 변 가 더 커지게 되며,특히,교차부의 벽면 하단

에서 큰 압축응력이 발생하 으며 터 주변에 범 하게 인장응력이 발생하 다

(그림 3.59). 소성 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속부에서의 응력집 에 한 보강을

통해 안 율을 높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굴착 방법 넬터 굴착후 처분터 굴착후

굴착면의 최 변 (mm) 1.8(터 벽면) 2.3(교차부 상부)

최 주응력 (MPa) 36.34 53.43(교차부 벽면 하부)

최소 주응력(인장응력)

(MPa)
-1.05 -1.44

표 3.57. 넬터 과 처분터 굴착후의 해석결과

그림 3.59.교차부에서의 변 .

라.비용분석

1)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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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비용평가 방법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에 한 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처분시스템 즉,KRS-1,A-KRS-1,A-KRS-21,

A-KRS-22를 비용평가 안으로 상정하 다. 이러한 안들은 개발 순서로 나열

한 것이다.즉 KRS-22의 안이 가장 최근의 처분시스템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시스템의 성능개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 하나는 안 성 측면에서의 성능향상이며,다른 하나는 경제성 측면에서 비용

감소이다.그러나 경제성은 우선 으로 안 성이 확보되는 조건하에서 평가되어야

한다.왜냐하면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서는 안 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각

처분시스템에 한 안들의 경제성 평가방법은 체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요

원가동인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계산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처분시스템의 소요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주로 공학 인 방법을 사용한다.여기

서 공학 인 방법이란 처분시스템의 개념설계에 근거하여 각 부문별 소요물량에 단

가를 곱한 것을 합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식으로 표 하면 식(3.4)

과 같다.이러한 방법은 공학 인 원가추정방법이라고 하며,만약 계산된 총비용

()이 미래원가인 경우는 정할인율을 사용하여 재가치로 환산하는 균등원가

(LevelizedUnitCost)산정방법을 용할 수 있다.균등원가 산정방법은 평균원가

의 개념으로써 비용발생이 다른 시간에 나타날 경우에 각 안들의 총비용을 재

시 으로 할인하여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다.

 


 (3.4)

여기서 는 i부문의 소요물량을 의미하며  는 단 당 원가를 의미하며,각

안의 경제성을 비교분석하기 해 각 처분시스템에 한 체비용을 계산하는 방

법이다.이러한 방법은 계산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왜냐하면 체비용을 알

기 해서는 체 개념설계의 비용요소를 활동(activity)별로 체계 으로 분류하여

WBS(WorkBreakdownStructure)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이

다.작업의 체계 분류에 따른 소요비용은 각각의 원가동인을 분석하여 직 비와

간 비로 구분하고 각 부문에서 필요한 활동들은 ABC(ActivityBasedCosting)방

법을 사용하여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따라서 원가집합(CostPool)에 있는 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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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비용은 가능한 한 경제 인 방법을 이용하여 직 비로 환해야 하는데 이

에 한 시간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즉 이러한 방법은 직 비로 환할 수 있는

일부 간 비를 효율 으로 추 하여 직 비로 환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작업

을 통하여 체비용을 계산하기 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하게 되어 총원

가계산의 정확성을 제고시킬 수는 있지만,각 처분시스템 안의 경제 장단 을

분석하여 안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데 시간과 소요인력 측면에서 비효율 인 방

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처분원가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미래시 의 비용을

추정한 원가이기 때문에 비용계산을 해 사용하는 각 단가들의 정확성이 총비용의

정확성을 결정짓는 결정요인(determinant)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으로 단 당

원가에 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각 처분시스템의 안 에 최 안을 선택하기 해 주요 원가동인에 한 비

용만을 계산하는 방법은 체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에 비해 은 인력과 시간이 소

요하게 되어 최 안을 선택하는데 총비용을 계산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효율 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만약 주요 원가동인 부문을 A,B,C라 가정할 경우 주요

원가동인에 한 원가를 식으로 표 하면 식 (3.5)와 같다.

      (3.5)

여기서 ,,은 각 원가동인의 소요물량을 의미하며 ,,는 각각의

단 당 원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식 (3.4)과 비교하여 식 (3.5)의 차이 은 식(3.5)

에서는 총비용에 많은 향을 미치는 주요 원가동인만을 한정하여 이러한 원가동인

에 한 비용만을 산정하기 때문에 식 (3.4)의 가 식 (3.5)의  보다 항상 크며,

이러한 방법으로 비용을 산정하면 여러 안들에서 최 안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 주요 원가동인의 비용만을 계산하는 이유는 각 안들에서 발생되는 다른

비용은 주요 원가동인의 비용에 비해 매우 은 비용이므로 이러한 소액의 비용들

이 경제성 측면에서 안들의 우선순 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산방법을 용하여 각 처분 안의 주요비용을 계산하기 해서는 먼

주요 원가동인을 도출해야 한다. 여기서 원가 상은 처분장이며,원가동인은 처분

장에서 비용이 발생되는 요인 는 부문을 의미한다.보통 주요 원가동인 숫자는

비용규모와 원가 상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본 연구에서는 처분터 등 5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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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가동인을 상정하 다.즉,처분터 굴착비,처분공 완충재로서의 벤토나이

트 비용,처분용기 비용,처분터 뒷채움재 비용,처분공 굴착비로 설정하 다.이

러한 이유는 지하 처분장에서 소요되는 건설투자비의 비교를 통하여 각 안의 경

제성 비교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주요 원가동인에 한 비용을 비교분석

하므로써 각 처분시스템의 부문별 소요비용을 알 수 있고,각 안에서 경제 장

이 있는 원가동인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주요원가동인에 한 비용만을 계산하는 방법의 장단

을 요약하면 다음 표 3.58과 같다.

구분 총비용 계산방법 주요 원가동인에 한 비용계산방법

장

- 체 시스템에 한 총비용을

알 수 있음

- 체 비용시스템에 한 소요

활동을 알 수 있음

- 체 WBS를 알 수 있음

- 각 처분 안간의 원가계산에서

비용과 시간이 게 소요됨

-주요 원가동인에 한 특성을

악할 수 있음.

단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 체의 추정단가 확보에 어려

움이 발생할 수 있음.

-주요 원가동인을 미리 알고 있어

야 함.

- 체 인 비용을 알 수 없음.

표 3.58.총비용과 주요 원가동인의 원가계산방법의 장단

나)비용평가 기 과 척도

본 연구의 비용계산의 목 은 각 처분 안 간의 경제성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안들의 경제 성능개선을 악하는 것이다.즉 어떤 안의 비용이 상 으로 어

느 정도 감소되어 경제 으로 어느 정도 성능개선 되었는가를 정량 으로 계산하는

것이다.이러한 비용감소 효율을 계산하기 하여 평가 기 안은 한국형처분시

스템(A-KRS-1)으로 설정하 다.

한 주요 원가동인은 한국형처분장(KRS-1)의 처분장 개념설계를 바탕으로 계산

된 비용에 근거하여 도출하 다.그리고 각 안의 경제성 비교를 하여 비용평가

척도는 단 모듈 개념을 이용하 다.즉 각 안들의 경제성을 비교하기 하여 지

하 처분장에서 하나의 처분용기를 거치하기 한 처분터 규모와 처분공으로 구성

되는 단 모듈에 한 비용을 비용계산 척도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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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처분 련 단 당 원가

공학 인 방법의 원가계산에서 소요비용은 필요한 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합한

액 이므로 단가의 정확성은 처분원가에서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단가들을 살펴보면,처분공 굴착원가는 핀란드의 외국단가를 2010년 1월말 기 의

환율로 환산한 값이다.그리고 다른 단가들은 한국물가정보지(2009년 11월말)등에

서 추출한 국내 단가를 사용하 다.특히 구리분말 단가는 kg당 50,000원을 사용하

다.이러한 단가는 KRS-1의 구리단가인 11,040원 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다.이러

한 이유는 KRS-1의 개념에서는 처분용기의 외부용기 제작을 해 구리분말 재료

를 사용하지 않고 순동 을 사용하 고,A-KRS-1개념부터는 Coldspraycoating

기법을 사용하기 해 구리분말을 외부용기의 원재료로 사용하 기 때문이다.

가장 높은 단 모듈당 원가는 처분공 단가로써 1,143,963원으로 계산되었다.이

러한 이유는 처분공 굴착은 일반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발 공법에 의한 굴착이

아니고 TBM과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처분공을 정 하게 굴착하기 때문에 많은 비

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처분터 굴착비는 처분터 단 모듈 부피당 원가를 의미하며 모든

개념에서 처분터 간격은 40m이지만 처분공 간격은 차이가 있다. 즉,A-KRS

개념과 A-KRS-1의 처분터 간격이 4 m로 같은 값인 반면,A-KRS-21과

A-KRS-22의 개념은 처분공 간격이 5m이다. 한 처분터 규모가 감소하여 처

분터 의 굴착비용에서 비용감소가 유발되며 처분공 배치에 한 성능개선 효과가

비용측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러한 처분공 간격의 축소는 반듯

이 열계산을 통하여 안 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며,안 성을 충족시키

는 설계요건 즉,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한 후 처분용기 표면온도가 100℃ 이하를 만

족시켜야 한다.

라)단 모듈당 비용평가 결과

KRS-1을 기 으로 4가지 안에 한 처분용기당 단 모듈의 체 인 비용감

소율을 살펴보면,A-KRS-1이 -6.6%,A-KRS-21은 -27.3%,A-KRS-22는 -28.1%

로 나타났다.그러나 좀더 자세한 비용감소율을 악하기 하여 표 3.59와 같이 번

들당 주요 원가동인에 한 비용감소 효율을 계산하 다. 본 연구의 표와 그림에

서 사용한 액단 는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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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1 A-KRS-1 A-KRS-21 A-KRS-22

용량(번들) 297 420 240 240

처분터 간격 40 40 40 40

처분공간격[m] 4 4 5 5

규모[cm]
W 500x

H615

W 500x

H615

W 390xH

410

W 390xH

410

단면 [m2] 28.69 28.69 14 14

처분터 단 모듈 부피 115 115 71 71

단가[원/m3] 46,334 46,334 46,334 46,334

처분터 비용 5,317,240 5,317,240 3,292,000 3,292,000

효율[%] 100 100 62 62

번들당 터 비용 17,903 12,660 6,858 6,858

번들당 터 비용 효율[%] 100 71 38 38

표 3.59.단 모듈의 처분터 굴착원가

표 3.59에서와 같이 각 안들의 단 모듈 부피는 KRS-1과 A-KRS-1의 부피가

115m
3
으로 같고 A-KRS-21과 A-KRS-22의 부피는 71m

3
으로 같다.

KRS-1 A-KRS-1 A-KRS-21 A-KRS-22

두께[cm] 50 40 40
20(Sand

30%)
20

부피[m3] 21.7 21.3 20.1 5.1 15

도[kg/m
3
] 1970 1970 1970 1970 1970

물량[ton] 43 42 40 7 30

단가[원/ton] 571,900 571,900 571,900 571,900 571,900

벤토나이트 비용 24,433,038 24,045,806 22,645,524
4,022,116 16,899,645

20,921,761

효율[%] 100 98 94 86

번들당

벤토나이트

비용[원/번들]

82,266 57,252 47,178 43,587

번들당

벤토나이트

효율[%]

100 69.6 57 53

표 3.60.단 모듈의 벤토나이트 원가

표 3.60에서와 같이 각 안들의 벤토나이트 물량은 조 씩 변하게 된다.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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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벤토나이트 두께가 KRS-1에서는 50cm이지만 A-KRS-1부터는 40cm 두께로

10cm 축소 되었기 때문이다.특히 A-KRS-22 안에서는 이 벤토나이트를 사용

하 다.즉 내부 20cm 는 모 를 30% 혼합하여 압축시킨 벤토나이트를 사용하지

만 외부 20cm 의 벤토나이트는 다른 안과 같이 100%의 벤토나이트를 압축시

킨 것이다.이러한 이유는 열해석 측면에서 성능개선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 벤토

나이트를 사용하 기 때문이다.

KRS-1 A-KRS-1 A-KRS-21 A-KRS-22

규모[cm]
D102xH

483

D124.4xH

412.9

D128xH

274.5

D128xH

274.5

주철 량[kg] 15,825 8,440 7,445 7,445

주철단가[원/kg] 2,700 2,700 2,700 2,700

주철비용 42,726,703 22,788,000 20,101,893 20,101,893

구리 량[kg] 7,229 1,830 1,234 1,234

번들당

구리 량[kg/번들]
24.3 4.4 5.1 5.1

구리감량 효율[%] 100 17.9 21.1 21.1

구리단가[원/kg] 11,040 50,000 50,000 50,000

구리비용[원] 79,810,003 91,500,000 61,711,755 61,711,755

용기 재료비용[원] 122,536,706 114,288,000 81,813,648 81,813,648

표 3.61.단 모듈의 처분용기 원가

표 3.61에서와 같이 각 안들의 처분용기 규모를 살펴보면,KRS-1과 A-KRS-1

은 차이가 있지만 A-KRS-21과 A-KRS-22의 용기규모는 같은 것으로 설계하 다.

번들당 구리감량 효율은 KRS-1에 비해 A-KRS-1 안에서 17.9%로 나타났으며,

A-KRS-21과 A-KRS-22에서는 5.1%로 동일한 구리감량 효과를 나타내었다.왜냐

하면 KRS-1의 개념에서는 순동 을 외부용기 재료로 사용한 반면에 A-KRS-1부

터는 구리분말을 외부용기의 재료로 사용하 기 때문이다.그러나 외부용기 두께가

KRS-1의 개념에서는 5cm 인 것이 A-KRS-1에서는 1cm로 감소되어 비록 단가가

비싼 구리분말가를 사용하 지만 비용감소 효과는 비교 많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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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1 A-KRS-1 A-KRS-21 A-KRS-22

뒷채움 단 모듈

부피[m
3
]

114.76 114.76 71 71

단가[원/m3] 196,080 196,080 196,080 196,080

뒷채움재 비용[원] 22,502,141 22,502,141 13,931,484 13,931,484

효율[%] 100 100 62 62

번들당 뒷채움

비용[원]
75,765 53,577 29,024 29,024

번들당 뒷채움

효율[%]
100 71 38 38

표 3.62.단 모듈의 뒷채움 원가

표 3.62에서와 같이 각 안들의 뒷채움 단 모듈 부피는 KRS-1와 A-KRS-1에

서는 114.76m
3
으로 같고 A-KRS-21과 A-KRS-22에서는 71m

3
으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처분터 단면 이 KTS-1과 A-KRS-1에서 28.69m
2
이었던 것이

A-KRS-21과 A-KRS-22에서 14m2로 축소된 효과에 의한 것이다. 한 뒷채움 단

가는 처분터 의 뒷채움에서는 벤토나이트를 30wt% 혼합한 재료를 뒷채움재로 고

려한 값이다.

KRS-1 A-KRS-1 A-KRS-21 A-KRS-22

규모[cm]
D224xH

783

D225xH

663

D208xH

799

D208xH

799
부피[m3] 31 26 27.1 27.1

단가[원/m3] 1,143,963 1,143,963 1,143,963 1,143,963

처분공

굴착비용
35,298,789 30,156,475 31,001,408 31,001,408

효율[%] 100 85.4 88 88

번들당

처분공

비용[원]

118,851 71,801 64,586 64,586

번들당

처분공

효율[%]

100 60.4 54 54

표 3.63.단 모듈의 처분공 굴착원가

표 3.63에서와 같이 각 안들의 처분공 규모는 KRS-1와 A-KRS-1에서는 다르



- 389 -

고 A-KRS-21과 A-KRS-22에서는 같다.따라서 처분공 굴착비용의 효율은

A-KRS-21과 A-KRS-22에서 가장 큰 것으로 계산되었다.

2)하나로 폐기물 처분시스템 비용분석

하나로 폐기물은 60번들 바스켓(1단)으로 처분용기에 넣어 처분한다. 바스켓의

제원은 외경 1,067mm,높이 1,022mm이다.따라서 A-KRS-1등의 처분시스템처

럼 번들기 으로 다른 안과 비교하여 상 인 처분효율을 비교할 수 없어,본

연구에서는 표 3.64,표 3.65과 같이 주요 원가동인에 한 단 모듈의 비용만을 산

정하 다. 여기서 주요 원가동인이란 처분비용에 많은 향을 미치는 5가지 비용

요인으로써,처분터 굴착비,완충재인 벤토나이트 비용,처분용기 직 재료비,뒷

채움비 그리고 처분공 굴착비를 의미한다. 한 단 모듈 비용이란 지하처분장에서

처분용기 하나를 거치시키기 하여 처분터 과 처분공 처분용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용량(번들) 60

처분터 간격 40

처분공간격[m] 4

규모[cm] W 390xH410

처분터 단 모듈 부피[m
3
] 57

단가[원/m3] 46,334

처분터 비용[원] 2,633,600

표 3.64.처분터 단 모듈 원가

표 3.64에서와 같이 처분터 단 모듈 부피는 57m3으로 계산되었다.처분터 의

뒷채움 비용은 단가 196,080원을 용하여 11,145,187원으로 산정되었다.뒷채움 비

용이 굴착비용보다 비싼 이유는 표 3.65에서와 같이 벤토나이트 가격이 톤당

571,900원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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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공 벤토나이트

규모[cm] D208xH799 부피[m3] 16.64

부피[m3] 27.1 물량[ton] 33

단가[원/m3] 1,143,963 단가[원/ton] 571,900

굴착비용[원] 31,058,141 벤토나이트 비용 18,747,340

표 3.65.단 모듈의 벤토나이트 원가

규모[cm] D128xH144.5

주철 량[kg] 6,699

주철단가[원/kg] 2,700

주철비용 18,087,792

구리 량[kg] 1,200

구리비용[원] 33,241,685

용기 재료비용[원] 51,329,477

표 3.66.단 모듈의 처분용기 원가

표 3.66에서와 같이 처분용기 비용은 주철과 구리비용을 합한 액이다.하나로폐

기물 처분용기의 내부용기는 주철로써 측면 두께가 9.5cm이며 상하 두께는 18

cm 이다. 한 외부용기의 재료를 살펴보면,상하 두께 3cm는 순동 으로 제작하

고 측면 두께 1cm 는 구리분말로 제작한다.이러한 제원으로 비용을 산정한 결과,

구리분말과 순동 비용은 각각 25,655,557원과 7,586,128원으로 계산되었다.여기서

구리분말 비용이 많은 이유는 구리분말 가격이 50,000원/kg으로 비싸기 때문이다.

결국 주요 원가동인에 한 단 모듈당 소요비용을 살펴보면,그림 3.60에서와 같

이 처분용기 직 재료비가 제일 많이 소요되며,그 다음은 처분공 굴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처분공 굴착은 발 공법이 아닌 그라인더로 굴착하는 정

공법이기 때문에 굴착단가가 1,143,963원/m
3
으로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따라서

그림 3.61에서와 같이 주요 원가동인의 비용 유율은 처분용기 재료비가 44.7%,처

분공 굴착비가 27%로 나타났다.그리고 처분터 굴착비는 비교 비용 유율이

은 2.3%로 계산되었다.이러한 이유는 처분터 은 처분공과 달리 발 기법으로

굴착하기 때문에 굴착단가가 처분공 굴착단가에 비해 렴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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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시스템 안분석

가.장기 장 방안 용 개념

1)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선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는 포

장공정의 효율성 취 용이성을 하여 PWR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규모를

동일하게 하여,33다발을 9단으로 재하여 총 297다발 용량이었다[3-14,3-15].

재는 PWR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직 처분 방안과 재활용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발

생하는 고 폐기물을 처분하는 방안 모두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우선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하는 것으로 가정하여,개선된 처분용기 개념을 도출하

다.즉,원자력발 소에서 사용 인 60다발용 장 바스켓을 그 로 처분용기에

포장하는 것으로 하고 용기 규모,열 조건 취 등을 고려하여 용기개념을 설

정한 후,이를 바탕으로 장기 장개념을 도입한 처분개념을 도출하 다.개선된 처

분용기 개념은 그림 3.62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 3.62.개선된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

2)장기 장 개념 용 처분 방안

심지층 처분효율을 향상시키기 하여 개선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를

처분터 에서 폐쇄하지 않고 장기간 장하여 붕괴열을 상당부분 감소시킨 후 최종

폐쇄하여 처분하는 개념을 용하 다.이를 하여 처분동굴 개념은 처분용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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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단면 방향으로 간격 3m로 하여 4열,동굴 길이 방향으로 간격 6m로 재하

도록 하고 장기 장 후 폐기물로부터 발생하는 열이 감소되면 타 장소로의 수송이

없이 제 치에서 폐쇄가 가능한 개념을 설정하 다.그림 3.63(가)는 이에 한 개

인 개념을 나타내며,이 개념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와 완충재를 일체화

한 K-PEM(KoreaPrefabricatedEBSModule)개념을 용하 다.

(가)CANDU 장/처분동굴 (나)일체화 폐쇄 개념

그림 3.63.CANDU처분용기 처분동굴 개념.

처분동굴 운 은 방사선 방호 에서 일 는 크 인 수송시스템을 이용한 원

격 조작으로 수행하며,50-300년 동안 장기 장을 하여 정기 으로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이를 하여 추가 인 보조 장동굴을 설치할 수 있다.그림 3.63(나)는

처분용기와 완충재를 일체화 시킨 처분 컨테이 와 뒷채움재를 이용한 처분동굴 폐

쇄의 를 보여주고 있으며,그림 3.64는 장기 장 후 처분동굴을 폐쇄한 상태에서

의 열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배치개념을 용하면,국내 CANDU형 원 4기 기 총 CANDU 사용

후핵연료 발생량인 16,000tU을 한 배치면 은 약 0.28km2(0.5km ×0.56km)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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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4.CANDU처분동굴 폐쇄 개념 열 거동.

나.처분공 내 처분용기 2단 치 개념

1)처분용기 개선

CANDU 사용후핵연료 수송시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하는 60다발용 사용후핵연

료 바스켓 형상 사용후핵연료 재 특성상 수송용기를 수직방향으로 수송하여야

한다.따라서 체 높이 제한으로 인하여 수송용기에 바스켓을 4단 이상 재하여

운반하기 어려운 수송여건과 이를 처분용기에 포장하여 처분터 에서의 취 용이성

운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바스켓을 4단씩 수용할 수 있는 처분용기 개념을 도

출하 다.이 개념의 처분용기에는 CANDU사용후핵연료 240다발을 수용할 수 있

고,처분공에 처분시에는 2단 치를 고려하 으며,개선한 처분용기 개념도를 그림

3.65에 나타 내었다.

그림 3.65.개선된 바스켓 4단용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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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단 치 개념

원 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60다발용 장바스켓 4단을 수용하도록 개

선한 처분용기는 심지층 처분터 바닥에 처분공을 굴착하여 처분용기를 2단으로

수직 처분하는 방안을 도출하 다.그림 3.66은 이에 한 처분개념을 나타내고 있

다.처분용기내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붕괴열에 한 열해석 결과 처분

시스템 열 요건을 만족하는 처분터 처분공간격은 각각 40m와 5m로 나타

났으며 이때 열 거동을 그림 3.67에 제시하 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총 상

발생량 16,000톤을 고려할 경우 배치면 은 약 0.38km
2
(0.76m ×0.5m)가 된다.

그림 3.66.A-KRS-2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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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2단 재 CANDU처분동굴 열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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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처분방안별 비교 분석

1)처분용기 처분개념 비교

CANDU형 PWR형 사용후핵연료를 국내 환경에 합한 심지층에 직 처분하

는 개념으로 개발한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기 처분시스템(KRS)과 PWR사용후핵

연료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고려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고도화를

하여 개선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은 표 3.67과 같다.개선한 처분용기 개념

은 기존 CANDU형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하는 60다발용 장 바스켓을 그 로 활

용하여 처분시스템 요건에 합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KRS A-KRS-1 A-KRS-2

처분

용기

규 모(cm) D102xH483 D124xH418 D128xH274x2층

용 량 297다발 420다발 240다발 x2층

바스켓 33다발 x9단 60다발 x7단 60다발 x4단 x2층

붕괴열 760W 1,075W 1,228W

처분 개념
터 내 처분공

수직처분

처분터 내

수평처분

터 내 처분공

수직처분

비 고 KBS-3V 장기 장 고려 KBS-3V(2단 재)

표 3.67.기존 처분용기 개선 처분용기 개념 비교

이들 개선시킨 처분용기를 이용하여 도출한 각 방안별 처분시스템개념은 그림

3.68에 나타낸 바와 같이,기존 KRS개념과 A-KRS-2개념에 있어서는 KBS-3수

직형 처분개념을 용하 으며,A-KRS-1S-경우는 장기 장 회수용이성을 고려

한 개념을 용하 다. 즉,A-KRS-1개념은 사용후핵연료를 재한 처분용기를

처분터 에 장기간동안 개방된 상태로 장한 후 방사성붕괴열이 상당부분 감소되

면 처분시스템 열 요건에 만족하도록 배치하여 최종 폐쇄하는 개념이다. 한,

A-KRS-2개념은 KRS개념S-1S-KRS-용기 1개를 처분하고 완충재를 설치하는

개념과 달리 처분공에 개선된 처분용기를 2단으로 처분하고 완충재를 설치하는 개

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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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8.방안별 CANDU처분시스템 개념.

2)효율 분석

가)열용량 U-density분석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효율성을 단하는데 있어 처분구역 단 면

당 수용할 수 있는 열용량 는 U-density에 한 분석은 요한 인자이다.따라서,

처분시스템의 주요 제한요소인 방사성붕괴열 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우라늄을 단 면 에 수용할 수 있는 양을 극 화하는 방안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

요하다.본 연구에서 도출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한 개념들에 한 열

용량/U-density효율은 각각 4.75/35.26,6.72/49.88,6.14/45.6으로 기존 KRS개념

비 개선된 개념의 처분효율은 약 30% 정도 향상되었으며,표 3.68에 나타낸 바와

같다.

구 분 KRS A-KRS-1 A-KRS-2 비 고

처분홀 용량

(다발/홀)
297

(33다발 x9단)

420

(60다발 x7단)

480

(60다발 x4단 x2층) .2.56W/다

발

.19kgU/다

발

처분용기당

소요 처분면
160m2 160m2 200m2

열용량 4.75W/m2 6.72W/m2 6.14W/m2

U-Density 35.26kgU/m2 49.88kgU/m2 45.6kgU/m2

표 3.68.방안별 처분 효율 :열용량 U-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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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굴착량 완충재/뒷채움재 분석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효율 향상을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한 처분방안에

따른 처분 소요면 ,굴착량 폐쇄를 한 완충재와 뒷채움재량을 산출하여 기존

개념과 비교분석을 수행하 다.처분 방안별 분석 결과 KRS개념 비 비율은

표 3.69에 나타낸 바와 같다.표 3.69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개선된 개념은 소요면

에 있어서는 기존개념에 비하여 약 30～50%,굴착량 측면에서는 15～60%,폐쇄

물질 양에 있어서 완충재는 약 50%,뒷채움재는 약 60% 까지 효율이 향상되었음

을 확인하 다.

구 분
KRS A-KRS-1 A-KRS-2

비 고
수 량 % 수 량 % 수 량 %

처분면 0.55km2 100 0.28km2 50 0.38km2 73 * 처분터 규모

(m)

-KRS:5×6.15

-A-KRS-1:12×10

-A-KRS-2:3.9×4.1

굴착량 0.46Mm3 100 0.39Mm3 85 0.19Mm3 41

폐쇄
완충재량 0.063Mm3 100 0.031Mm3 49 0.037Mm3 59

뒷채움재량 0.38Mm3 100 0.35Mm3 92 0.14Mm3 37

표 3.69.방안별 처분 효율 :소요면 /굴착량/폐쇄물질 등

6.지상시설 운 방안

가.심지층 처분시스템 지상시설 개념

1)가정사항

최종처분시설의 지상시설은 처분동굴 운 과 동일한 2040년에 운 개시하며,가

용기반시설이 없고 처분장 상부에 치하여 독립 으로 운 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처분시설 계획을 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건설 운 원칙으로서,처분장은 단계 으로 건설하고 건설과 병행하여 처

분장을 운 하며,처분터 의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처분한 후 처분터 은 뒷

채움하는 것으로 한다.

-본격 인 처분장을 건설하기 에 부지특성 시험을 한 URL을 건설하며,그

구성은 Shafts,설비시설,진입터 , 넬터 처분심도 환경에서의 시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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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 개의 처분터 로 한다.

-최종 처분장 운 에 있어서 기 운 기간 30년 동안은 가압 수로 사용후핵

연료를 처분하며,이때 처분율은 132처분용기/년으로 1개 포장라인에 1처분

용기/일로 한다.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완료되면,이 후 40년 동안 가압 경수로 사

용후핵연료를 처분하며,이때 처분율은 가압 경수로 처분 420처분용기/년으

로 원활한 처분을 하여 2개 포장라인으로 개조하는 것을 고려한다.

2)최종 처분시설 부지

최종 처분부지는 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가상부지를 가정하여 설계하 으며,지

상시설은 작업 종류에 따라 구체 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처분용기 샤 트 인근 시설 :포장시설,운 시설,안내 방문자 시설,

벤토나이트 콘테이 장시설

•작업 샤 트 주변시설 :작업 샤 트 건물,사무실,용수시설,

보일러실,폐수처리시설

• 쇄암 장시설

주출입구는 포장시설에 근 한 운 건물 인근에 설치되며, 근 통제는 운 시설

에서 집 리하게 된다. 한,포장시설은 핵물질 장/취 이 수행되므로 별도의

보안벽으로 분리하고 고정경비가 필요하며,작업샤 트 주변시설은 일반산업계와

동일한 보안체계로 가능하고 고정경비는 필요하지 않다.

력공 원이 치한 곳인 포장시설에 치시킨다.

나.포장 시설 (EncapsulationPlant)

1)포장시설 설계원칙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용기에 재하는 포장시설의 설계원칙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포장시설 배치를 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연료는 직선형 포장라인에서 포장

•핫셀,용 챔버 검사챔버는 포장라인 상부에 치

•처분용기는 궤도 에 장착된 처분용기 이송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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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셀은 2가지 사용후핵연료형에 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포장라인은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포장을 완료한 후 가압 경수로 포장

을 하여 2개의 포장공정 라인을 설치한다.

-사용후핵연료 인수공간/처분용기 장고는 2가지 사용후핵연료 형에 해

공용으로 사용한다.

-CASTORV/32수송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1개 수송용기당 32개의 가압 경

수로형 사용후핵연료가 수송되며,이 수송용기의 제원은 외경이 2.451m,

높이가 5.029m,무게는 125톤이다.1개 수송용기로 8개의 처분용기를 생

산하게 되며,포장시설에는 1개월 운 용량인 5개의 수송용기 장고를 구

비한다.

-가압 수로 수송용기의 제원은 지름이 1.42m,높이가 5.71m이며,내부에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총무게는 약 50톤으로,1개 수송용기당 1개 처분용기

를 생산하는 것으로 한다.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번들은 33개들이 바스켓으로 취 하며,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 바스켓은 처분용기의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설계해

야한다.

-처분용기의 임시 장고는 1개월 운 분량인 40개의 처분용기 재용량을

구비한다.

-처분용기의 처분장으로 이송은 처분용기 샤 트(용량 50톤)로 이송하며,이

때 샤 트의 속도는 3m/s로 한다.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은 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으로 하며,벤토나이트

블록 장고는 포장라인 상에 배치한다. 한,벤토나이트 블록 장고의

용량은 1개월 운 용량으로 재사용가능한 철제박스로 취 한다.

-방문객에 해서는 포장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한다.

2)안 등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내에 설치된 장비 용기에 한 안 등 은 다음에 기술

한 바와 같다.

-처분용기 :SafetyClass2.

-사용후핵연료 취 시스템 장비 :SafetyClas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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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SafetyClass4 는 Non-SafetyCategory.

3) 포장시설의 주요 기능

포장시설의 주요기능은 CANDU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인수,사용

후핵연료 하역/집합체 검사,사용후핵연료 임시 장,처분용기 포장,처분용기 용 /

검사,처분용기 유지/보수 포장된 처분용기 이송 등이며,효율 이고 안 한 운

을 하여 핵물질 보장조치,원격운 ,제염/유지보수,자체 발생 폐기물처리

장 등의 보조기능도 포함한다. 포장시설의 기능별 공정 등 설명은 다음에 기술

하는 바와 같다.

가)사용후핵연료 인수 장

-수송 트 일러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를 하역하고 검사(핵물질 보장조

치 등 서류 포함)를 수행한다.

-수송용기의 방진 커버를 제거한 후,차량/방진 커버 세척,충격 흡수장치 제거

외부 오염도를 검사한다.

-수송용기 수직 환 후 지하 이송복도로 하강시키며,필요시 임시 장( 장고

용량 :5개 가압 경수로 수송용기 는 15개 가압 수로 수송용기 장)한다.

-궤도 이송 트 일러를 이용하여 수송용기를 이송한 후,핫셀 속 빈 처분

용기를 핫셀에 합시킨다.

-사용후핵연료가 재된 수송용기는 무게 140톤,빈 처분용기의 최 무게는

약 25톤 정도이다.

-수송용기는 이송복도에서 사용후핵연료 하역을 한 비 작업을 수행한다.

•에어락이 설치된 교환실을 통하여 작업실 진입

•외부 뚜껑 볼트 제거,외부 뚜껑을 제거,지지 임에 거치

•수송용기는 가스분 기의 수분량과 방사능을 검사/기록

•수송용기 불활성 기체 교체

•내부 뚜껑의 볼트를 제거하고 수송용기 어 터를 설치 :핫셀 내 내부 뚜껑

용 어 터를 설치함

-어 터가 설치된 수송용기는 핫셀에 합한 후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한다.

-하역이 완료된 수송용기는 작업실로 돌려져 어 터를 제거하고 내/외부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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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를 조인다.

나)핫셀작업 :처분용기 포장

-수송용기가 핫셀에 속되면 Kr-85와 같은 오염된 공기의 외부 출 방지를

하여 핫셀은 압을 유지한다.

- 사용후핵연료 하역작업 시작 에 포탈 크 인으로 수송용기 상부에 보호

덮개를 설치한다.

-핫셀 구역 내에서 수송용기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하역한다.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습식으로 수송되므로 포장 에 건조가 필

요하게 되며,이를 하여 압력용기(autoclave)의 내부 랙에 장한다.

-처분용기도 수송용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핫셀에 합한다.처분용기 외부뚜껑인

구리뚜껑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해 핫셀 내부로 반입하지 않고 외부에

치시킨다.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취 장비인 원격 크 인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처분용

기에 재하며,이때 취 장비의 제어 계측장비는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하

기 하여 핫셀 외부에 설치한다.

-가압 수로 사용후핵연료의 포장은 다음을 제외하고 가압 경수로 사용후핵연

료와 동일한 공정을 수행한다.

•가압 수로 핵연료는 건식수송 :건조가 필요 없음

•연료 다발은 바스켓(33개 들이)으로 취

•바스켓를 직 처분용기에 재

-정상 운 시 핫셀로의 작업자 진입은 지하며,비상시를 고려한 핫셀로의 작

업자 진입구를 설치한다.

-사용후핵연료 취 셀은 오염방지를 하여 스테인 스강으로 라이닝한다.

-노심부품/기타 속부품-제어 과 검침기 등은 수송용기로 포장시설에 이송/

포장하여 처분한다.

다)처분용기 용 검사

-처분용기를 핫셀에서 분리한 후 구리 뚜껑을 처분용기에 장착시킨다.

-구리뚜껑의 용 은 자빔 용 방법 는 마찰교반 용 방법을 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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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빔 용 방법을 한 진공 챔버는 방사선 방호장비를 구비하되 용 작

업자의 근은 할 수 없도록 한다.

- 자빔 용 기는 수직 치로 장착되며 고정식이고 처분용기를 회 하며 용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설치한다.

-용 결함 발생 시 결함부 보수를 한 재용 을 수행하며,재용 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체 후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제거하여 새로운 처분용기에

재하도록 한다.

-용 부 의 건 성 검사를 해 용 부 가공 후 비 괴 검사수행- 음 검사

/X-ray검사를 수행하며,개략 인 방법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 음 검사 -검사장비를 처분용기 검사 부 에 치시킨 후 처분용기를

회 하며 검사.

•X-ray검사 -특수 챔버에서 수행하며,X-ray검사기는 고정,회 에

수직으로 장착된 처분용기를 회 하며 검사수행.

라)최종 처분장으로 처분용기 이송

-처분용기 검사가 완료되면,자동조정 이송차량을 이용하여 처분장 는 임시

장고로 이송시킨다.

-포장이 완료된 처분용기의 임시 장고는 필요시 20개의 처분용기를 장할

수 있는 용량이 당하며,임시 장 없이 직 처분장으로 이송하는 것이 차

를 축소하고 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마)벤토나이트 블럭 취

-벤토나이트 블록은 외부에서 제조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가정하며,처분시설에

서의 취 은 속재 박스로 포장하여 지게차로 수행한다.

-벤토나이트 블록 장고는 포장시설에 치시키며,처분용기 샤 트를 통하여 처

분장으로 이송시킨다.

-지하시설에 임시 장고를 구비하여 벤토나이트 블록을 임시 장한다.

바)제어 기능

-포장시설에 필요한 제어기능으로는 생산 제어,공정 제어,핵물질 보장조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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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방사선 감시, 출 선량 제어, 근 제어 등이 있으며,핵물질이 취 되

는 포장시설과 처분장에 한 지속 인 감시가 필요하다.

-핵물질 보장조치는 핵물질의 서류 리로 시행하며,비 괴 방법으로 국제 기 에 따

라 핵물질의 질과 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시설에는 계측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공정은 완 자동화 원격으로 수행되며,통제실은 감시만 수행하도록 한다.

-구리뚜껑 용 을 한 자빔 용 기 는 마찰교반 용 기, 링기,용 검사

장비 사용후핵연료 취 장치 등,기계장비 구입시 제어시스템 등이 포함된

완 한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폐기물 리 최종 처분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운 에는 주로 핫셀과 수송용기 제염시 고체 액

체폐기물이 발생되며,이들 폐기물 뿐만 아니라 포장시설 해체폐기물을 처분

하기 하여 처분용기 샤 트 부근에 포장시설 운 /해체 폐기물의 최종처분동

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구역 환기설비에서 발생한 폐필터 등의 폐기물은 포장 후 처분장에 처

분한다.

-핫셀 유지보수시 발생된 부품은 제염실에서 제염 보수가 불가능한 부품은

포장하여 처분한다.

- 부분의 폐기물은 시설 해체시 발생하며 모든 핫셀 부품은 처분장에 처분하

는 것으로 가정하며,공정폐기물 총량은 해체폐기물을 포함하여 약 3,000m3정

도로 상된다.

7.심지층 처분시스템 공정 설정

CANDU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PWR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고 폐기물 다양한 폐기물을 처분하기 한 복합폐기물 처분시스템

은 크게 지상시스템과 지하시스템으로 구분한다.지상 시스템의 핵심공정은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을 지하에 안 하게 격리시킬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처분용기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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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을 포장하는 공정이며,지하 시스템은 포장된 처분용기를 처분구역으로 이송하

여 안 하게 처분하고 최종 폐쇄하는 공정을 수행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요 처분 상인 사용후핵연료와 재활용 공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속폐기물과 세라믹 고화폐기물을 처분하기 한 지상,지하 시스템에서의 공정을

흐름에 따라 기술하 다.

고방사선 특성을 지닌 사용후핵연료와 고 폐기물 세라믹 고화폐기물은 이를

취 할 수 있는 핫셀에서 처분용기로의 포장을 수행하며,원자력발 소 는 외부

재활용 시설로부터 처분시설에 진입하여 인수검사 공정으로부터 지상시설에서의 포

장,지하시설에서의 최종 처분공정에 한 세부공정 공정내용, 련 장비개념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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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수송차량 인수 수송용기 인수구역

-수송차량검사

-보호망세척/제거

-충격흡수장비제거

-캐스크 리 /틸

-pressuresprayer

-drainagesys.

-bridgecrane(140t)

　

수송용기 임시 장 수송용기 인수구역

-수송용기 방사선 측정

-수송용기 오염검사

-수송용기 하역 필요시 임시 장

-방사선 측정장비

(수송용기용)
　

수송용기 이송(하강)

수송용기인수구역

->

수송용기이송구역

-수송용기 외부오염시 제염/세척

-수송용기 이송구역으로 하강
- 제염/세척장비 　

수송용기 venting 지하 수송용기 이송구역

-수송용기 vent연결

-내부공기 샘 링(pin건 성 검사)

-수송용기 과압 해체(300도-1바과압)

-ventingsys.

-samplingsys.
　

수송용기 볼트 이완 지하 수송용기 이송구역
-수송용기 외부뚜껑 볼트이완/제거

-내부차폐 뚜껑볼트 이완
　 　

수송용기 이송 지하 수송용기 이송구역 -핫셀 합을 한 핫셀 하부로 이송

-bridgecrane

-이송 일

-이송카트

　

가.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공정

1)지상 포장 공정

(가)사용후핵연료 인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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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수송용기 상승
핫셀하부 수송용기 합구

역
-핫셀 합을 한 수송용기 상승 - 이송카트의 상승기구 　

핫셀 합
핫셀하부 수송용기 합구

역
-핫셀에 합

-dockingsys. (double

sealingsys.)
　

　 　

빈캐니스터 비 인수 구역
-내부 뚜껑설치(볼트이완상태)

-이송 크래들로 취

-이송 크래들

-bridgecrane
　

캐니스터 하강(이송로)
인수구역->

캐니스터 이송구역

-핫셀 하부 이송로로 하강

-이송 트롤리에 장착

-bridgecrane

-원격 조종이송 트롤리
　

캐니스터 외부뚜껑 제거 캐니스터 이송구역
-캐니스터 외부뚜껑(구리뚜껑)분리

-구리뚜껑 트롤리 선반 보
-구리뚜껑 취 크 인 　

캐니스터 이송( 합구

로)
핫셀하부 합구역

-캐니스터를 핫셀 합부로 이송

-캐니스터 상승 합 비
- 이송 트롤리 　

　 　

핫셀에서 분리 핫셀하부 합구역
-핫셀해치폐쇄

-수송용기 하강/분리

-docking sys.

-이송 트롤리
　

캐스크 오염검사 수송용기 이송구역 -내부 차폐뚜껑 오염검사 -캐스크 검사장비 　
필요시 캐스크 제염 수송용기 이송구역 -내부 차폐뚜껑/캐스크 세척 -세척장비 　

캐스크 볼트 잠 수송용기 이송구역
-차폐뚜껑 볼트 재결함/잠

-내부 보호뚜껑 볼트 재결함/잠
　 　

빈 캐스크 이송

수송용기이송구역

->

인수구역

-빈 수송용기 인수구역으로 이송 - bridgecrane 　

캐스크 반출 인수구역 -빈 수송용기 트 일러 재/반출 - 이송 트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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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핫셀해치 개방 핫셀 합부 -핫셀 내부해치 개방 　 　

수송용기 차폐뚜껑 개방 포장공정 핫셀
- 수송용기 차폐뚜껑 (내부뚜껑)

개방
-lidportalcrane 핫셀:SUSlining

사용후핵연료 냉각 포장공정 핫셀 -수송용기내 사용후핵연료 냉각 　 　

어셈블리 인출 포장공정 핫셀

-연료 취 장치 체결

-어셈블리 인출

-어셈블링 검사/확인(감마스캐닝)

-fuelhandlingmachine

-감마 스캐닝 장비

(뉴트론 감지기)

　

어셈블리 임시 장 포장공정 핫셀
-어셈블리 이송

-어셈블리 임시 장소에 장
-fuelhandlingmachine 　

임시 장조 폐쇄 포장공정 핫셀 -임시 장소(Autoclave) 폐쇄 　 　

어셈블리 건조(필요시) 포장공정 핫셀
-사용후핵연료 어셈블리 건조(24

시간)
　

습식: autoclave온도

를 120도까지 올려 건

조
　 　 　 　 　

빈 캐니스터 합
처분용기 합

구역
-캐니스터 핫셀에 합

-dockingsys.

(doublesealing)
　

캐니스터 합해치 개방 포장공정셀
- 합긴 성 검

-핫셀 합해치개방
-coveringhatch 　

(나)사용후핵연료 포장(포장셀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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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가스교환 해치 설치 포장공정셀 -가스 교환해치 장착

-atmosphere-changing

capwithelectricscrew

driver

자석 지장치 장착

(인양장치)

캐니스터 내부뚜껑 제거 포장공정셀
-내부 뚜껑 트 개방

-캡 내부에서 내부뚜껑 인양
- 자식 트 드라이버 압축공기 사용억제

가스교환 해치 해체 포장공정셀 -가스 교환해치 이동 　 　

오염보호장비(cone)설치 포장공정셀 -캐니스터 상부에 보호콘 설치 -protectcone

-웰딩심,핀스크류,가스

켓보호

-표면오염방지

어셈블리 재 포장공정셀
-어셈블리 캐니스터에 재

. 치확인 기록
-fuelhandlingmachine

-장비는 수직축 방향

회 가능:굽은연료 취

오염제거 포장공정셀 -캐니스터 상부 오염제거 　 　

오염보호장비 제거 포장공정셀
-오염 보호장비(콘)제거

-실링표면/웰딩심 검
　 　

가스교환해치 설치 포장공정셀 -개스교환 해치 설치 -atm.changecap 　

캐니스터 가스교환(불활성

개스)
포장공정셀

-캐니스터 내부 진공화

-캐니스터 내 불활성개스 충진
-atm.Changecap

-헬륨 는 아르곤 (

기압까지 충 )

캐니스터 내부뚜껑 설치 포장공정셀

-교환해치 내 내부뚜껑 장착

-내부 뚜껑 트 조임

-긴 성 검

-atm.Change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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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캐니스터 출검사 포장공정셀
-개스교환 해치내 진공상태

-해치캡내 불활성개스 출검사
-atm.Changecap 　

가스교환해치 제거 포장공정셀
-개스교환 해치 분리

-개스교환 해치 이동
-atm.Changecap 　

합해치 폐쇄 포장공정셀
-핫셀 합해치 장착/잠

-캐니스터 이송 트롤리 하강

-dockinghatch

-이송 트롤리
　

캐니스터 육안검사 제

염

처분용기 합

구역
- 캐니스터 표면 오염검사 -제염 장비 　

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캐니스터 오염검사
캐니스터 이송통

로

-캐니스터 구리뚜껑 오염검사

-필요시 제염
　 　

캐니스터에 구리뚜껑 설치
캐니스터 이송통

로

-트롤리 선반 의 구리뚜껑 지

-캐니스터에 설치
　 　

캐니스터 이송

캐니스터

->

용 셀 하부

-캐니스터 용 셀로 이송 　 　

용 셀에 캐니스터 합 용 셀
-캐니스터 합

-뚜껑과 몸체 clearance 검
　 　

자빔 용 용 셀
-용 챔버 진공화

-tagwelding->본용
EBW 장비 　

(다)캐니스터 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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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용 부 육안검사 용 셀 -차폐창/카메라를 통한 육안검사 Leadglass,차폐카메라 　

캐니스터 용 셀에서 해체 용 셀

-진공해제

-캐니스터하강

- 합해제

　 　

용 부 가공 　 -용 부 가공 Millingmachine

Grinding하

지않음(칩

이 날려 오

염됨)

가공 부산물 제거 　 -가공 칩 진공청소 　 　

비 괴검사 비 　 - 음 검사장치 설치 음 검사장치 　

비 괴 검사( 음 검사) 　 -측면에서 음 스캐닝/검사 　 　

비 괴검사 해체 　 - 음 장비 해체 　 　

캐니스터 세척 제염 세척 　 -캐니스터 세척 　 　

캐니스터 X-ray 검사장으로 이

송
　

-캐니스터 이송복도로 이송

-X-ray검사셀로 이송
　 　

캐니스터 X-ray검사 　

-캐니스터 상승

-검사셀 회 에 설치

-캐니스터 회 ,빔 고정하여 검사

X-ray검사장비 　

캐니스터 이송 　
-캐니스터 하강

-캐니스터 이송통로로 이송
　 　



- 412 -

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캐니스터 임시 장고로 이송 임시 장고 -캐니스터 임시 장고로 이송 이송 트롤리 　

캐니스터 하역/임시 장 임시 장고
-트롤리로부터 캐니스터 하역

-캐니스터 임시 장
　 　

캐니스터 재(리 트 트롤리) 임시 장고 -캐니스터 리 트 트롤리에 재 리 트 트롤리 　

처분장 샤 트로 이송 수직갱 리 트
-캐니스터 트롤리 리 트로 이송

-처분장으로 하강
수직갱 리 트 　

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블록 처분구역으로 이송 　
-지상으로부터 처분구역까지

벤토나이트 블록 이송
지하 완충재 취 차량 　

디스크형 블록 체결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 체결장치 블록에 장착

-블록을 처분공에 하강
완충재 진공체결 장치 　

디스크형 블록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을 처분공 바닥에 설치

-블록 치 검 체결장치 회수
완충재 진공체결 장치 　

환형블록 체결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체결 장치블록에 장착

-블록을 처분공에 하강
완충재 진공체결 장치 　

(라)캐니스터 임시 장/처분장 이송

2)지하 처분공정

(가)베토나이트 블록 1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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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환형블록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을 처분공 측벽에 설치:4단

-블록 치 검 체결장치 회수
완충재 진공체결 장치 　

치 조정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 설치 치 검 조정 완충재 진공체결 장치 　

블록설치 차량 철수 　
-블록 설치차량 철수

-처분용기 치 비
　 　

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처분용기 이송 트롤리 치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지상으로부터 트롤리 도착

-Liftdoor개방

-트롤리를 처분용기 하역장소로 이송

-처분용기 하역 비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트롤리 상부로 이동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지하이송차량 하역장소로 이송

-하역차량을 트롤리 상부에 설치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차폐용기 틸 하강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처분용기 재 비

-차폐용기를 트롤리 상부에 치

-이송차량에 장착된 차폐용기 하강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차폐용기 뚜껑 개방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차폐용기의 트롤리 상부설치 치 검

-차폐용기뚜껑개방
처분용기 이송차량 　

처분용기 체결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차폐용기 내 체결장치 하강

-체결장치로 처분용기 체결 검
처분용기 취 장치 　

(나)처분용기 인수/이송차량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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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처분용기를 차폐용기 내부로

상승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처분용기를 차폐용기로 상승 처분용기 취 장치 　

차폐용기 뚜껑 폐쇄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차폐용기 뚜껑 잠 검 처분용기 취 장치 　

이송차량 차폐용기 틸 상승

재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차폐용기를 이송차량으로 상승 재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처분구역으로 이송 지하처분장 인수구역 -처분용기를 재한 이송차량 이송 　 　

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이송차량 처분공 상부 치 　
-지하인수구역->처분터 로 이송

-처분터 내 처분공 상부에 치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차폐용기 틸 하강 처분구역 처분공
-이송차량의 처분용기 하역 비/고정

-차폐용기 틸 처분공에 맞춰 하강
처분용기 이송차량 　

차폐용기 치 검 처분구역 처분공
-처분공내 설치된 벤토나이트 블록에 처

분용기를 처분하기 한 치 검
처분용기 이송차량 　

차폐용기 뚜껑 개방 처분구역 처분공 -차폐용기 뚜껑 개방 처분용기 이송차량 　

처분용기 하강 처분구역 처분공
-차폐용기내에 체결된 처분용기 하강

-환형블록 내부에 치토록 감시
처분용기 취 장치 　

처분용기 체결장치 해제/회수 처분구역 처분공
-처분용기에 체결된 취 장치 해제

-체결장치 상승 회수
처분용기 취 장치 　

(다)처분용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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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차폐용기 뚜껑 폐쇄/틸 상승 처분구역 처분공
-빈차폐용기 뚜껑 폐쇄

-차폐용기 틸 상승/이송차량에 재
처분용기 이송차량 　

이송차량 이동 　
-작업이 완료된 이송차량 다음작업을

한 이송
　 　

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블록 처분구역으로 이송 　 -처분구역으로 벤토나이트 블록이송 　 　

환형블록 체결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체결장치 블록에 장착

-블록을 처분공에 하강
벤토나이트 취 장치 　

환형블록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을 처분용기 주변에 설치

-블록 치 검 체결장치 회수
벤토나이트 취 장치 　

디스크형 블록 체결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체결장치 블록에 장착

-블록을 처분공에 하강
벤토나이트 취 장치 　

디스크형 블록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을 처분용기 상부에 설치

-블록 치 검 체결장치 회수
벤토나이트 취 장치 　

치 조정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 설치 치 검 조정 벤토나이트 취 장치 　

블록설치차량 철수 　 -블록 설치차량 철수 　 　

(라)벤토나이트 블록 2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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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하 운반차량으로부터 하역 2.처분터 에 재

3.완충재 블록 설치 4.외벽 구조재(방수막)설치

그림 3.69. 속폐기물 지하처분공정 개념.

나. 속폐기물 처분공정

속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처리에서 발생하는 집합체의 피복 등 속물질

을 압착한 폐기물로 지상시설에서 9개 폐기물용기를 재할 수 있는 폴리콘 재질의 처분

용기에 포장한다.포장된 속폐기물은 리 트를 통하여 지하 처분구역으로 이송되며,원

격에 의한 작업차량으로 처분동굴에 처분한 후 폐쇄된다.이들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서

의 속폐기물에 한 상세한 처분공정 흐름,공정작업 내용 공정에 따른 공정장비 개

념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그림 3.69은 속폐기물을 지상으로부터 지하 처분장으로 운송하여,지하처분 터 로

이송되어온 속폐기물 처분용기를 원격 취 장치인 리 트를 이용하여 처분터 에 재

한 후 완충재 블록을 충진하고 외벽을 설치하는 공정을 그래픽으로 공정을 설정하여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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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수송차량 인수
수송용기 인수구

역

-수송차량 검사

-보호장치 세척 제거

-pressuresprayer

-drainagesys.

-bridgecrane

　

수송용기 임시 장
수송용기 인수구

역

-수송용기 방사선 측정

-수송용기 오염검사

-수송용기 하역 필요시 임시 장

-방사선측정장비

(수송용기용)
　

수송용기 이송

수송용기인수구역

-> 속폐기물

포장구역

- 속폐기물 포장구역으로 이송

-1차 door개방 수송용기 진입

-1차 door폐쇄 2차 door개방

-포장셀 진입 2차 door폐쇄

-트롤리/이송카트

-Interlocksystem
　

수송용기 뚜겅개방
속폐기물

포장구역

-수송용기 볼트 해체

-내부공기 샘 링

(폐기물용기건 성 검사)

-취 시스템 공구

-samplingsys.
　

처분용기(MDP)뚜겅 개방
속폐기물

포장구역
-처분용기 뚜겅 볼트이완/제거 -취 시스템 공구 　

속폐기물 용기 이송/ 재
속폐기물

포장구역

- 속폐기물 취 을 한 체결

- 속폐기물을 처분용기로 이송

- 속폐기물 체결 해제

-in-cellcrane

-이송 일

-이송카트

　

속폐기물 처분용기 폐쇄/검

사

속폐기물

포장구역

- 속폐기물 처분용기 뚜껑볼트 장착

-처분용기 뚜껑 폐쇄 검사
-취 시스템 공구 　

수송용기 뚜껑 폐쇄
속폐기물

포장구역
-빈 수송용기 뚜껑 폐쇄 -취 시스템 공구 　

빈 수송용기 반출
포장구역->

인수구역

-빈 수송용기 인수구역으로 이송

-빈 수송용기 임시 장
-이송 카트/트롤리

포 장 구 역

이송 역순

1)지상 포장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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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처분용기 이송
포장구역->

인수구역

-완료 처분용기 차폐운반용기에 재

-차폐운반용기 인수구역으로 이송

-차폐운반용기 취 장치 체결

-이송 카트/트롤리
포 장 구 역

이송 역순

처분용기 지하이송구역으로

이송

인수구역->

지하이송구역

-차폐운반용기 하강

-차폐운반용기 취 장치 해체

-차폐운반용기를 이송장치에 안치

-취 시스템

-이송장치
　

처분용기 임시 장/처분장 이

송
지하 이송구역

-차폐운반용기 Lift로 이송

-필요시 차폐운반용기 임시 장

-이송장치

- 는 취 크 인
　

2)지하 처분공정

(가)폴리콘 구조물 설치

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처분동굴 내 폴리콘 블록 이송 　
-지상으로부터처분구역까지

벤토나이트블록 이송
-블록 이송장치 　

폴리콘 구조물 측벽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체결장치블록에장착

-블록을처분공에하강
- 구조물 취 장치 　

폴리콘 구조물 상부 설치 처분구역 처분공
-블록을처분공바닥에설치

-블록 치 검 체결장치회수
- 구조물 취 장치 　

폴리콘 구조물 보강 처분구역 처분공
-진공체결장치블록에장착

-블록을처분공에하강
- 구조물 취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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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차폐운반용기 이송 차량 치 지하 인수구역

-지상에서 차폐운반용기 도착

-이송을 한 체결장치 해제

-이송장치를 하역장소로 이송

-차폐운반용기 하역 비

-이송차량/차폐용기 　

이송차량 재 비 지하 인수구역
-지하이송차량 하역장소로 이송

-차폐운반용기 재 비
-이송차량/차폐용기 　

차폐운반용기 이송차량에 재 지하 인수구역

-차폐운반용기에 재장치 체결

-차폐운반용기 상승/이송차량에 재

-차폐운반용기 이송차량에 고정

-이송차량/차폐용기 　

차폐운반용기 이송차량 이동

지하인수구역

->

속폐기물 처분터

-차폐운반용기 재이송차량

처분터 로 이동
-이송차량/차폐용기 　

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이송차량 처분터 치 　
-지하인수구역->처분터 로 이송

-처분터 내 차폐벽에 치
-이송 차량 　

(나)처분용기 인수/이송차량 이동

(다) 속폐기물 처분용기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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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터 이 차폐벽에 재장치 치 처분터

- 재장비( 동지게차)를 처분터

이 차폐벽 사이에 치

-차폐벽폐 door폐쇄

-이 차폐벽

- 동 지게차
　

이송차량/차폐용기차폐벽 docking 처분터
-이송차량의 차폐용기 하역 비/고정

-차폐용기 터 차폐벽에 docking

-이 차폐벽

- 동 지게차
　

처분용기 하역 처분터

-차폐벽 door개방

-차폐용기 door개방

-처분용기를 동지게차로 하역

-차폐용기 차폐벽 door폐쇄

-이 차폐벽

- 동 지게차
　

이송차량 터 차폐벽 분리/이송 처분터 -차폐용기/이송차량 분리 이송
-이 차폐벽

- 동 지게차
　

처분용기 처분터 에 재 처분터
-터 내부 차폐벽 개방

- 동지게차 터 내부에 처분용기 재
- 동 지게차 　

세부공정 치 공정 내용 장비 비고

블록 처분구역으로 이송 　 -처분구역으로 벤토나이트 블록이송 　 　

벤토나이트 블록 설치- 측면 처분터 -처분용기 재 측면에 블록 설치
- 동 지게차

-블록 취 장치
　

벤토나이트 블록 설치-상부 처분터 -처분용기 재 상부에 블록설치
- 동 지게차

-블록 취 장치
　

(라)벤토나이트 블록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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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A-KRS 장기 운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1.운 안 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가.안 성 평가 개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평가는 시설의 건설이나 운 발생 가능한 어떤 험

요소에 하여 그 험요소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고 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그로부터 인

체나 환경을 보호하기 한 조치사항을 결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이를 한 안 성

평가 방법론은 특정한 방법으로 국한시킬 수 없고 처분장의 운 에 한 특성을 악하

고 이에 따라 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안 성평가 방법론은 크게 나 어 어떠한 험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내는 정성 분

석방법(HazardIdentificationMethod)과 그러한 험요소를 확률 으로 평가하는 정량

평가 방법(HazardAssessmentMethod)이 있다.본 장에서는 이러한 일반 인 안 성평

가 방법론에 해 살펴보고 처분장의 운 안 성평가를 한 최 의 평가 방법론을 제

안하고자 한다.

1)정성 안 성평가 방법론

정성 안 성평가 방법은 시설의 운 에 어떠한 험요소가 존재하는지를 찾아내

는 방법으로 체크리스크 (Checklist),사고 상 질문 분석 (What-If),안 성 검토(Safety

Review),상 험순 (RelativeRanking), 비 험 분석 (PHA;PreliminaryHazard

Analysis), 험도 운 성 분석 (HAZOP;HazardandOperability),이상 험도 분석

(FMECA;FailureModes,Effects,andCriticalityAnalysis)등이 있다.이들 정성 안

성평가 방법론의 개요 특성은 아래와 같다[4-1].

가)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기 차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해서 자주 사용된

다.이 방법은 사용하기 쉽고 개발단계에서 용할 수 있다.이 기법은 일을 하는데 발생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험도를 인지시키는데 유용한 도구가 된다.특히 미숙련 기술자가

이 방법에 있는 여러 요구사항을 통해서 일을 하면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하는

데 아주 유용하다.체크리스트는 개개인의 기술자가 수행한 작업에 해서 경 층에서 검

토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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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는 시설의 험을 평가하는 기 방법을 제시해 다.이것은 상황에 따라

원하는 로 상세하게 기술할 수 있으며,이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는 문제를 확인하거나

기 차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해서 용되어야 한다.이 방법의 단 은 체

크리스트 작성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체크리스트는 주기 으로

검사되고 보완되어야 한다.그러나, 용이 쉬우며 빠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정보

보 이 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체크리스트는 로젝트의 기 설계단계에서부터 운

정지까지 체의 공정 수명을 통해 이루어진다.따라서,이는 로젝트가 한 단계에서 다

음 단계로 넘어가기 에 의사결정을 한 승인 요청서로도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의

견 교환 도구나 조정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방법의 주요 목 은 일반 인 험요소를 확인하거나 기 차에 따라 일이 진행

되는가를 확인하는데 있다.따라서,각 공정 단계별 용 시기에 따라 용 목 이 다를

수도 있다.설계단계에서는 험요소들을 빠르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당한 방법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건설 단계에서는 작업의 질을 확인하거나 설계

조건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기 해 선택된 기 들을 검사하기 해 용된

다.시운 이나 운 단계에서는 시운 진척 상황을 확인하거나 기 차가 제 로 지

켜지는지 평가하기 해서 용된다.

일반 으로 체크리스트는 험요소를 확인시켜 주고 기 차가 지켜지는지를 확인시

켜 다. 한,상세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기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 을 맞출

수 있다.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얻은 정성 인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일반

으로 기 차에 한 “yes-or-no"의 결정을 얻게 된다.

나)안 성 검토 (SafetyReview)

안 성 검토는 문 인 지식과 책임을 가지고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여 공정 시설

의 안 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공정의 안 성 검토,손실 방지 검토, 는 공정 검토라고

도 한다.이러한 로그램은 사고나 심각한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공정의 운 조건이나

차를 확인하기 해 이용된다.

이 방법은 운 인 시설이나 공정에 주로 용되고 연구실, 장 설비, 는 지원 설

비 등에도 용될 수 있다. 범 한 안 성 검토는 다른 안 성 검토 방법이나 육안 검

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안 성 검토를 시설이나 공정의 정상 운 을 방해하는 것으

로 보기보다는 시설이나 공정의 안 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조 인 일로 취 해야 한다.

안 성 검토에는 시설 운 에 직 으로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터뷰가 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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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여기에는 운 원, 리 책임자.엔지니어,안 리자 등이 있다.이들을 포함함

으로써 여러 가지 각도에서 철 한 검사가 행해질 수 있다.

안 성 검토는 요 험요소를 찾는데 활용되며 체크리스트나 사고 상 질문분석 방

법론 등,다른 험 평가 기술이 검토 기간 에 활용될 수 있다.안 성 검토의 최종 단

계에서는 정당성과 함께 응조치가 추천되어야 하고 책임 소재,완성 날짜 등이 표시되

어야 한다.후속 평가나 재조사시에는 이 수정된 행동이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반 인 안 성 검토의 목 은 시설 공정의 운 과 유지 차가 설계 목 과 기

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이 차는 험에 해서 주의를 주고 개정이 필요한

운 차를 검토하는데 이용된다.그리고 새로운 험을 래할 수 있는 공정이나 장치

를 확인하고 기존의 험을 다루는 새로운 기술을 용하게도 된다. 한 안 심사의 정

확도를 재확인하기도 한다.

안 성 검토는 정해진 일정에 의해 주기 으로 행해진다.특별 검사나 재조사가 간헐

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험도가 큰 경우에는 2∼3년마다 검토를 실시하며 험도가

은 경우에는 5년 내지 10년마다 검사가 실시되기도 한다.안 성 검토 보고서는 설계 목

에서 벗어난 상들과 발견된 안 조항들을 포함하며 수정된 행동은 정성 이기 때문

에 이를 이행하는 책임은 경 자에 있다.

다)상 험순 결정 기법 (RelativeRanking)

상 험순 결정 기법은 시설에 존재하는 험에 해 간단하고 직 으로 상

험순 를 제공해 다.이 방법은 시설의 상황에 따라 페 티와 크 디트를 부여한다.

페 티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공정 물질이나 조건에 해 부여하며 크 디트는 사고

의 향을 완화시키는 특징에 해 부여한다.이 페 티와 크 디트를 조합하여 시설의

상 험순 를 결정하는 지표를 유도하며 비용과 시간에 의해 평가된 결과가 포함될

수 있다.

상 험순 결정 기법은 정성 으로 상 험순 를 제공하며 각 시설의 공정

단계별로 용시기가 다를 수 있다.설계 단계에서는 시설 내에 험이 있는 지역을 확인

하거나 시설의 방호지역을 지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운 단계에서는 존재하는 험이

나 안 도를 향상시켜야 하는 곳을 알려주기 해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할 경우의 결과물은 최종 으로 시설 공정의 상 험순 이며

이는 사고에 의해 장치가 받을 수 있는 피해 정도를 나타내는 상 험순 와 그에

한 정성 인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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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 험 분석 (PHA;PreliminaryHazardAnalysis)

비 험 분석의 주된 목 은 험을 조기에 인식하여 험이 나 에 발견되었을 때

드는 비용을 약하는데 있다.많은 시설이나 공정에서 조 씩 다른 이름으로 이러한 검

사를 실시한다.이는 공정 개발의 기단계에서 용하여 공정 입지를 선정하는데 아주

유용하다.이는 소수 인원으로 효과 으로 수행이 가능하며 로젝트 수행의 변경이 가능

하다는 장 이 있으나 범 한 험분석은 불가능하다는 단 도 있다.

비 험 분석은 다른 험분석 방법에 선행해서 실시하기도 한다.이것은 시설이나

공정의 기에 험을 확인하기 한 효과 인 방법을 제공한다.더구나 비 험 분석

은 새로운 공정처럼 안 문제에 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용할 수 있다. 비

험 분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정이나 차에 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험물질과 공정 요소에 을 맞춘다.이러한 비 험 분석 방법은 종종 작스

런 에 지의 방출이 생길 수 있는 요소를 조사하게 된다. 비 험 분석은 많은 물질이

나 시설에 한 험요소들의 목록으로 구성된다. 비 험 분석 시 활용되는 시설은 공

장 설비,시스템 요소 사이의 연결 부문,운 환경,시험 리,편의시설,안 설비 등

이 있다.

비 험 분석의 주 활용 분야는 험요소를 조기에 악하여 설계자에게 정보를 제

공하고 설계에 반 하는 것이다.따라서,이 방법은 주로 설계의 기단계에서 실시되는

데 이때는 공정의 기본요소와 물질 정도가 정해진 상태이다.이 방법을 활용하 을 경우

에 제공되는 주요 결과물로는 설계 내용과 계된 험요소들의 목록표와 이들을 이기

한 제안사항들이다.따라서,이 방법을 수행하기 해서는 설계기 ,장치의 특징,물질

의 특징 등에 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마)사고 상 질문 분석 (What-IfAnalysis)

사고 상 질문 분석은 HAZOP이나 FMECA처럼 정확하게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으며

사용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특별한 상황에 맞추어 기본 개념을 수정해 가면 된다.이 방법

의 목 은 나쁜 결과를 래할 수 있는 사건을 세심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다.

사고 상 질문 분석 방법론에는 설계단계,건설단계,운 단계,공정의 수정 등에서 생길

수 있는 일탈 상의 조사가 포함된다.이 분석을 하기 해서는 공정의 목 을 이해해야

하고 원치 않는 결과를 래하는 설계 의도를 악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일탈 상을 조

합하고 합성해낼 수 있어야 한다.만약에 분석자가 숙련되어 있으면 이 분석을 통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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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 질문 분석은 일반 으로 “What-if..."로 시작되는 질문을 사용한다. 를

들면,”다른 원료가 공 된다면?”,“펌 A의 시동이 되지 않는다면?”,“작업자가 A 밸

신 B밸 를 조작한다면?”등이 있다.이러한 질문들은 보통 심이 있는 몇 가지 분

야로 나 어진다. 를 들면 기에 한 안 ,방화설비,인명보호 등이다.각 분야는 2

∼3명의 문가로 이루어진 이 수행한다.이 질문들은 개 이 의 경험에 의해 만들어

지고 재의 상도면이나 설계도에 용한다.운 에 시설이나 공정에 해서는 작업

인력에 한 질문이 포함될 수도 있다.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논리 인 형식을 얻고자 하

는 것이 아니면 질문 양식에는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다.질문은 단지 공정 구성요소의

이상이나 공정의 변화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 체에 해서도 가능하다.

이 방법의 궁극 인 목 은 시설 공정에 잠재하는 사고를 확인하여 그 험과 결과,

한 험을 이는 방법 등을 제시한다.따라서,이 방법의 효율 인 용 시기는 재

지어지는 시설에 해서 공정의 개발 단계나 기 시운 시에 용한다.가장 흔한 용도

는 재 공정에 변화를 주었을 때 그 향을 알아보기 해서 사용한다.

이 방법을 용한 결과물의 형태로는 잠재 인 사고 시나리오와 그 향, 험을 일

수 있는 가능한 방법 등이 있으며 결과물은 정량 인 결과나 우선순 등이 포함되지 않

은 정성 인 목록이다.

바) 험도 운 성 분석 (HAZOP;HazardandOperability)

험도 운 성 분석은 공정에 존재하는 험요소들과 비록 험하지는 않아도 공정

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 상의 문제 을 알아내고자 개발된 방법이다.그러므로

HAZOP은 험요소의 인식 단계를 넘어선다.비록 처음에는 이 의 경험이 제한 인 새

로운 공정에 용하기 해서 개발되었지만 실제로는 공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사용이 가

능한 효과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방법에서는 실제 의도에서 벗어나는 공정상의 이탈 (deviation)을 찾아내어 공정의

험요소와 운 상의 문제 을 알아낸다.그러기 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사

람들로 을 이루어 토론을 벌인다.숙련된 리더가 “가이드 워드 (guideword)”라는

일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이 체계 으로 공정을 분석하도록 한다.이 가이드 워드들은

시설 공정 설계에서 어떤 특별한 지 ,검토 구간 (StudyNode라고 불림)에 해

용하여 공정 변수들의 잠재 인 이탈 상을 알아낸다.이 검토구간은 개 리더에 의해

서 결정되며 원인과 결과가 실 이고 요하면 그에 한 응 행동을 제시하기도 한

다.만약에 이탈의 원인을 알아냈지만 그 결과를 모를 때에는 그 결과를 알아내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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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 방법의 주목 은 험요소와 운 상의 문제 을 알아내는 것으로 새로운 시설에

용할 경우에는 설계 도면이 거의 완성된 시 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다.기존 공정에

해서는 재설계가 계획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기존 설비에 해서도 실시

할 수 있다.이 방법을 용한 주요 결과물의 형태로는 발견한 험요소,공정 운 상의

문제,안 성을 향상하기 한 설계나 운 차의 수정에 한 추천, 는 정보의 부족

때문에 생긴 미진한 결과를 보완하기 한 후속 연구의 제안 등이 있다.

HAZOP수행을 해서 필요한 자료로는 설계도,운 차,흐름도 등과 같은 상세한

공정 설명서가 필요하다. 한 공정이나 장치,운 등에 해서도 상당한 지식이 필요한

데 개 각 분야의 문가가 HAZOP의 일원으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이상 험도 분석 (FMECA;FailureModes,Effects,andCriticalityAnalysis)

FMECA는 시스템,공정,장치 그들의 고장 모드,시스템이나 시설의 고장 모드 결

과,그리고 각 고장 모드에 한 험도 순 를 표로 만드는 것이다.고장 모드는 장치가

어떻게 고장 났는가 (Open,Close,On,Off, 출 등)에 한 설명이다.고장 모드의 결과

는 장치 고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스템 응답이나 사고이다.FMECA는 한 사고에 충

분히 향을 미치거나 직 인 원인이 되는 단일 고장 모드를 확인한다.그러나 운 자

의 실수는 일반 으로 FMECA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그러나 잘못된 조작의 향은 보

통 장치의 고장 모드에 의해 설명된다.FMECA는 사고를 야기하는 장치 이상들의 조합

을 알아내는 데는 효율 이지 못하다.FMECA는 두 명의 평가자나 다양한 분야의 문

가들로 구성된 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FMEA는 험도 순 를 정하는 것이 없는

FMECA의 일종이다.

FMECA의 주목 은 고장 모드와 시스템이나 시설에서 생기는 각 고장 모드의 향

들을 알아내기 해 사용된다.설계 단계에서는 설계에 쉽게 구 될 수 있는 부가 인 보

호 장치를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건설 단계에서는 장에서 수정했을 때 생기는

장치 변경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한 운 단계에서는 FMECA는 HAZOP이나

고장수목 분석과 같은 더욱 상세한 험평가 분석법을 보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설

비를 평가하고 가능한 사고를 나타내는 단일 이상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FMECA의 용을 통한 결과물은 시스템 공정 장치의 고장 모드,고장 모드의 결과

를 나타내는 체계 인 참고목록이며 이들은 설계 변경이나 시스템 공정의 수정에 용

이하게 활용될 수 있다.이 방법을 용을 해서 필요한 자료로는 시스템 공정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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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목록,장치 기능에 한 지식,시스템 공정의 기능에 한 지식 등이 있다.

2)정량 안 성평가 방법론

정량 안 성평가 방법은 정성 안 성 평가 방법을 통해 확인된 험요소를 확률

으로 분석 평가하는 방법이다. 표 인 정량 안 성평가 방법으로는 고장수목 분석

(FTA;FaultTreeAnalysis),사건수목 분석 (ETA;EventTreeAnalysis)이 있다.이들

정량 안 성평가 방법론의 개요 특성은 아래와 같다[4-2].

가)고장수목 분석 (FTA;FaultTreeAnalysis)

고장수목 분석은 하나의 특정한 사고에 집 한 연역 기법이며 사고나 사건의 원인을

결정하기 한 방법을 제공해 다.고장수목 자신은 사고나 사건을 래할 수 있는 장치

의 이상과 고장의 다양한 조합을 표시하는 도식 모델이다.고장수목의 해는 심을 가

지고 있는 사고나 사건을 야기하기에 충분한 장치 이상의 집합 목록이다.고장수목 분석

은 장치 이상뿐만 아니라 운 자 실수 원인을 포함한다[4-2].

고장수목 분석의 장 은 사고를 기본 인 장치 이상과 운 자 실수를 분석하는 능력이

다.이것은 안 평가자로 하여 사고의 확률을 이기 해 기본 인 원인에 한 방

조치에 을 맞추도록 한다.이 방법의 장 으로는 체계 분석이 가능하며 결과가

정량 이라는 이며 사고 요소들의 상호 계 규정이 용이하다는 이다.그러나 분석을

한 소요시간이 과다하게 요구되며 시스템,부품,기기들의 고장에 한 자료 확보가 어

렵다는 단 이 있다.

고장수목 분석은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 이상이나 운 자 실수의 조합을 알아내는데 용

이하며 설계 단계에서는 장치 이상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감춰진 고장모드를 발견하기

하여 시설의 설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운 단계에서는 운 자와 운 차

특성을 포함한 고장수목 분석을 통해 특정한 사고에 한 이상의 가능한 조합을 확인하

기 하여 는 운 인 시설을 상으로 이 방법이 용될 수 있다.

나)사건수목 분석 (ETA;EventTreeAnalysis)

사건수목 분석은 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운 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 인 사고결과를 평가하는 기법이다[4-2].사건수목 분석은 잠재 인 사고

결과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고를 유발하는 운 자 행동이나 안 시스템의 응을 고려

할 수 있다.사건수목 분석의 결과는 사고순서 즉,사고를 정의하는 시간,순서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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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수의 집합이다.이러한 결과는 기사건을 연결하는 사건 즉 안 장치의 작동이나

실패의 순서 형태로 가능한 사고결과를 설명하게 된다. 사건수목 분석은 특정한 기사

건에 응하기 한 안 시스템이나 응 조치가 있는 시스템에 당하다.이 방법 용

의 최 목표는 사고를 유발하는 기사건과 후속사건의 순서를 알아내는 것이다.

설계단계에서는 가정된 기사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가능한 후속사고를 평가하기 해

용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시스템 설계에 통합될 안 장치를 정의하는데 유용하다.

한,운 단계에서는 기존 안 장치의 함을 평가하거나 장치이상으로부터 생길 수 있

는 결과를 시험하기 하여 운 설비에 용할 수도 있다.이 방법을 용할 경우에는

정량 가능성을 가진 정정 인 결과,사건 확률이 알려지면 순서에서 상되는 확률이

정량화될 수 있다.

이 방법론을 용하기 해서 필요한 자료로는 기사건 즉,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장치의 이상이나 시스템의 이상에 한 지식, 기사건의 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안

시스템의 기능이나 응 조치에 한 지식 등이 있다.

나.운 안 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방사성폐기물 리를 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건설 운 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기본 철학으로는 환경건 성,안 성,국민 수용성이 있다.이 에서 최우선 으로 고려

해야할 사항은 안 성이다.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안 성 혹은 성능 평가를 한 안

목표는 방사선 향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즉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한 운반과 처분시설의 운 폐쇄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향을 평가하여 안 목표나 규제기 에 합한지를 악하여 안 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만약에 안 성 평가 결과가 안 목표나 규제기 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

계개선이 운 차 개선을 통해 안 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본 보고서에서는 방사

성폐기물 처분장의 운 단계를 방사성폐기물의 운반과 처분시설의 운 으로 구분하여

안 성 평가를 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용성을 악하 다.

1)처분장 운 안 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처분시스템의 안 성 평가는 크게 운 안 성과 처분시스템의 폐쇄 후 안 성평가인

장기 안 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운 안 성평가 분야만을 고려하 다.

그림 4.1에는 운 안 성평가 사나리오의 체 구조 활용 분야를 도시하 다.운 안

성은 정상운 과 운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비상운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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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계별로 한 방법론 도구를 활용하여 지상 지하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

로 인한 안 성평가와 방사선 방호를 한 피폭선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상운 단계에서는 운 시 작업자 일반 을 방사선 향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방사선 방호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이를 해서는 정상 운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작업자 일반 에 해 다양한 피폭경로를 고려하여 내부피폭 외부피폭으로 인한

피폭선량을 평가하여야 한다.평가된 피폭선량은 안 목표나 규제기 의 만족여부를 확

인하여야 한다.이를 해서는 처분장의 지상 지하시설에 한 환기나 배기시설에

한 설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운 단계에서도 작업자 일반 을 방사선 향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방사

선 방호 정책이 결정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한,지상 지하시설의 운 발생 가능

한 모든 사고를 악하여 한 방법론과 도구를 활용하여 작업자 일반 에게 미

치는 방사선 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안 목표나 규제기 의 만족 여부를 악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로 인한 향이 안 목표나 규제기 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계개선을

통해 만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사고 시 한 비상 응 책을 수립하여 사

고 발생 시 작업자와 일반 을 방사선 피폭 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4.1.운 안 성평가 시나리오 체 구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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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에는 처분장의 비상운 단계에 용 가능한 운 안 성평가 시나리오를 도시

하 다. 재까지 국내에서는 처분장의 운 안 성평가가 수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처

분장 운 시스템 원자력 발 소를 비롯한 다른 산업 활동의 사고사례를 조사하여 처

분장의 안 성평가에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유사 사고사례가 처분장의 안

성평가에 직 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련 사고나 자료를 활용하여 안 성평가를 수행

하게 된다.그러나,직 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면 정성 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사고사

례를 유추하게 된다.유추가 가능한 경우에는 유추를 통한 지식을 활용하며,유추가 불가

능할 경우에는 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잠재사고 목록을 작성한다.목록화된 잠재사고에

해 사고별 안 성평가를 수행하고 방조치 분석을 통해서 안 성을 확보하게 된다.

운 안 성평가를 한 잠재사고의 목록화를 해서는 험요소 악을 한 정성

분석방법이 주로 활용된다.잠재사고의 목록화를 해서 정성 안 성평가 방법 특성

악을 통해서 선정된 HAZOP방법론을 활용하여 제 HAZOP분석을 수행하 다.

상 시설은 A-KRS시스템의 지상시설 포장시설의 핫셀과 인수 장시설이다[4-3].

포장시설의 상 작업구역은 핫셀이며 이 핫셀 내에서 운반용기 내의 사용후핵연료를 크

인을 이용하여 운반하여 처분용기로 이동하는 작업 의 HAZOP분석을 수행하 다.

한,인수 장시설에서는 트롤리를 이용하여 처분용기를 운반하는 작업에 한

HAZOP분석을 수행하 다.이들 HAZOP분석 결과는 표 4.1과 4.2에 요약하 다.이러

한 제 HAZOP분석 수행 결과 참고문헌을 토 로 지상시설 지하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기사건 목록은 표 4.3과 4.4에 요약하 다.

목록화된 수많은 기사건은 실제 인 안 성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지 않을 수

도 있다.따라서 기사건 에서 실제로 안 성평가를 수행하기 에 안 성 평가가 필

요한 사건을 선정하기 해서는 한 정성 는 정량 선별기 (Screening

Criteria)을 용한다.가장 일반 인 정성 선별기 으로는 “사건이 처분장 운 에

발생 가능한가?”이며 이를 용하여 평가가 불필요한 사고를 제외하게 된다[4-4].

정성 선별기 을 용하여 선정된 사고 목록 에서 다시 정량 선별기 을 용하

여 실제로 평가가 필요한 사고만을 도출하여 안 성평가를 수행한다.일반 인 정량 선

별기 으로는 “처분장 운 기간 100년 동안 특정 사공의 발생 확률이 10
-6
보다 큰가?”를

용한다[4-4].이러한 선별기 을 용하여 안 성 평가가 필요한 사고 목록을 도출하여

정량 인 안 성 평가 방법론 도구를 용하여 실제 인 안 성평가를 수행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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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운 안 성평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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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y/Operation:포장시설의 핫셀

Node:Moveloadedcranetounloadingposition

Guidewords:No,More,Less,Otherthan,Reverse,Aswellas,Partof

Process:CraneOperation

Consequencecategories:

RadioactiveRelease,Lackof

shielding,Criticality

GuidewordsParameterDeviationConsidered PostulatedCause Consequences

PotentialPrevention/

MitigationDesignof

OperationalFeature

Notes

More Speed

Cranemovesfaster

thanallowedby

procedure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Potentialcollisionwithcanister

leadingtoradioactiverelease

-Cranedesign

-Proceduresandtraining

No Speed
Cranestuckinmiddle

ofroom duringmove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Potentialradioactivereleasedueto

heatupetc.
NA

Less Speed Cranemovestooslow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Nosafetyconsequences NA

Otherthan Speed Craneabruptstop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Potentialcollisionwithcanister

leadingtoradioactiverelease

-Cranedesign

-Proceduresandtraining

More Direction Cranemovestoofar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Potentialcollisionwithcanister

leadingtoradioactiverelease

Cranedesign

-Proceduresandtraining

Less Direction
Cranedoesnotmove

enough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Nosafetyconsequences NA

Otherthan Direction
Cranemovesinwrong

direction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Potentialcollisionwithcanister

leadingtoradioactiverelease

Cranedesign

-Proceduresandtraining

Otherthan Direction Lidnotproperlystored-HumanFailure
Potentialcollisionwithcanister

leadingtoradioactiverelease

-Facilitydesign

-Proceduresandtraining

표 4.1.포장시설 HAZOP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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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인수 검사시설 HAZOP분석

Facility/Operation:인수 장시설

Node:MoveTransportationcaskbyusingtrolley

Guidewords:No,More,Less,Otherthan,Reverse,Aswellas,Partof

Process:TrollyOperation

Consequencecategories:

RadioactiveRelease,Lackof

shielding,Criticality

GuidewordsParameterDeviationConsidered PostulatedCause Consequences

PotentialPrevention/

MitigationDesignof

OperationalFeature

Notes

More Speed

Trolleymovesfaster

thanallowedby

procedure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Potentialcollisionwithcask

leadingtoradioactiverelease

-Trolleydesign

-Proceduresandtraining

No Speed
Trolleystuckinmiddle

ofrailduringmove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Potentialradioactivereleasedue

toheatupetc.
NA

Less Speed Trolleymovestooslow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Nosafetyconsequences NA

Otherthan Speed Trolleyabruptstop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Potentialcollisionwithcanister

leadingtoradioactiverelease

-Trolleydesign

-Proceduresandtraining

More Direction Trolleymovestoofar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Potentialcollisionwithcanister

leadingtoradioactiverelease

-Trolleydesign

-Proceduresandtraining

Less Direction
Trolleydoesnotmove

enough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Nosafetyconsequences NA

Otherthan Direction
Trolley movesin wrong

direction

-HumanFailure

-MechanicalFailure

Potentialcollisionwithcanister

leadingtoradioactiverelease

-Trolleydesign

-Proceduresandtraining

Otherthan Direction Partsnotproperlystored-HumanFailure Nosafetyconsequences
-Facilitydesign

-Proceduresand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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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사건 목록

포장시설
핫셀

Cranehookdropsobjectontotransportationcask

  Cranehookmalfunction/misoperationleadstosideimpact

 
Cask collision due to cask transfermachine malfunction leading to an
impact

 
Cask dropincasktransfermachineshieldbellduetotransfermachine
malfunction

  Caskdropfrom casktransfermachineshieldbellduringmove

  Casktransfermachinecranedropsinnerlidontocanisterduringplacement

  Casktransfermachinecranedropsobjectsontocaskorpackage

 
Casktransfermachinefailureormisoperationleadingtocanisterimpactor
drop

  Caskcollideswithobjectwhilebeingmovedbycaskhandlingcrane

 
Caskcollideswithobjectwhilebeingmovedbycaskhandlingcraneleading
tosideimpact

  Caskhandlingcranecausesimpacttosideofcask

  Caskhandlingcranecausesunplannedconveyancemovement

  Caskhandlingcranedropcasks

  Caskhandlingcranedropsheavyloadontocask

  Caskhandlingcranedropstransportationcask

  Caskhandlingcranemalfunctioncausesconveyancetotipover

  Caskhandlingcranemalfunctioncausescaskdrop

  Casktipsanddropsafterplacedontocasktransfertrolley

  Casktransfertrolleymovesduringcaskunloadingleadingtoanimpact

 
Collisionbetweencasktransfertrolleyandanothermovingvehicle,facility
structures,orfacilityequipmentleadingtocaskimpact

 
Collisionwithfacilitystructuresorequipmentduringmovementleadingto
caskimpact

  Temporarylossofshieldingwhilecaskisliftedfrom thecask

 
Transportationcaskcollideswithobjectduringmovementbycaskhandling
cranetoacaskdrop

 
Unplannedconveyancemovementwhilecraneisattachedtotransportation
cask

  Sideimpacttocaskduringlift

  Untimelyopeningofshielddoororpersonneldoor

표 4.3.지상시설 기사건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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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사건 목록

지하시설 Impactduetowastepackagederailmentorcollisionwithobject

  Impactfrom heavyloadontowastepackage

  Impactonemplacedwastepackageduetocollision

  Impacttowastepackageduetocollisionduringemplacement

  Inadvertententryintodrift

  Prolongedworkerproximitytowastepackage

 
Transportvehicle derails orimpacts object,causing waste package
impact

  Transportvehicledropswastepackageduringloading

  Transportvehicledropswastepackageduringtransit

  Transportvehicledropswastepackageduringemplacement

  Transportvehiclefireaffectswasteform inemplacementdrift

  Transportvehiclefireaffectswasteform onsubsurfaceroad

  Thermalimpactduetolossoftransportvehiclemovement

 
Waste package impact due to collision with facility structure or
equipment

  Wastepackageimpactduetofacilityshielddoorclosingorfailure

표 4.4.지하시설 기사건 목록

2)운반 안 성 평가 시나리오 개발

일반 인 운반 안 성 평가 시나리오 평가 차는 그림 4.3에 도시된 바와 같

으며 크게 입력자료,평가단계,주요 결과물로 구성되어 있다[4-5].방사성폐기물의

운반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 성평가를 한 주요 입력 자료로는 국가 통

계자료,운반경로 자료,인구분포 등과 같은 인문사회학 자료,폐기물 운반용기

련 자료,기상자료,폐기물 특성자료 등이 있다.

국가 통계자료는 도로 선박을 이용한 운반 발생 가능한 사고 발생확률을

평가하기 해 필요한 자료로써 도로 해상 운송과 련된 자료,즉 평균 운행

운항거리,연간 사고발생 건수 등이 포함된다.이들 자료를 이용하여 운반 형태

운반 경로별 사고 종류 사고별 연간 발생확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운반경로 자료는 도로나 선박을 이용한 운반 시 운반경로로 선택된 지역에 한

도로망,항해 경로,주변 시설들에 한 정보가 포함된다.인구분포를 포함한 인문

사회학 자료는 운반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평가를 한 기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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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제공해 다.

폐기물 용기 련 자료는 국내에서 발생한 PWR CANDU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의 운반을 해 개발되거나 사용 인 모든 운반용기의 제원 특성

에 한 자료이다.기상자료는 연평균 자료를 이용하거나 시간 단 로 구성된 연간

자료를 이용하게 되는데 사고 시 기 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작업자

일반 의 인구집단 방사선피폭선량 평가를 한 자료로 활용된다.폐기물 특성자

료는 운반용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는 고 폐기물 내에 존재하는 방

사성물질의 종류 핵종재고량 등으로 구성되며 사고 시 운반용기의 건 성이

괴되어 기 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평가하는데 이용된다.

그림 4.3.운반 안 성 평가 시나리오 평가 차.

운반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 성평가의 주요 차는 사고 종류의 선정,

사고 시 운반용기의 건 성 평가,사고 시 기 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

류 양의 평가,피폭선량 평가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운반경로는 도로를 이용한 육상운반과 특수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이다.각각의 운반경로를 이용한 운반 시 사고가 발생하여 작업자 일반

에게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인체보건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를 선정하여

사고 발생확률 피폭경로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

외국의 운반 안 성평가에 한 보고서를 참조하여 일반 인 운반 안 성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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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고목록을 선정하 는데,도로를 이용한 육상운반의 경우에는 충돌 화재,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반의 경우에는 충돌,화재,침몰 침수가 있다[4-5,4-6].이

들 사고 에서 안 성평가에 필요한 사고를 선정하고 각 사고별 발생확률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 시 운반용기의 건 성 평가는 사고로 인하여 운반용기의 건 성 유지에 실

패하여 방사성물질의 출이 발생할 경우에 한 운반용기의 건 성 유지 실패 확

률 추정이다.만약 운반용기의 건 성 유지가 실패하여 방사성물질의 출이 발생

한다면 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 출 양에 한 평가와 평가결과가 안 성

평가에 활용되어야 한다.

운반 안 성 평가의 최종 결과물은 피폭선량 평가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와

비방사능 향으로 구분된다.피폭선량 이로 인한 리스크 평가는 사고 시 방출

되는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선량과 사고의 발생 확률을 고려하여 평가된다.이때

는 작업자 일반 에게 방사선 피폭을 야기하는 가능한 피폭경로를 고려하여

피폭경로별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모두 고려한 한 도구를 활

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진다.피폭선량은 개인이나 인구집단에 해서 평가가 이루어

지며 각각에 한 안 목표나 규제기 만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나 고 폐기물의 경우에는 핵분열성 물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핵임

계 사고에 해서도 평가를 수행하여 안 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운 안 성 평가 방법론 정립

가.확률론 안 성 평가 (PSA)개요

확률론 안 성 평가(PSA;ProbabilisticSafetyAssessment)는 1960년 국에서

화학 공장의 안 성 평가를 하여 시작된 이후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선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사용되었다.PSA 방법은 어떤 사건의 발생을 험도 로 일

로 체계 으로 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일반 으로 PSA는 다음과 같은 5가

지 차를 통하여 수행된다[4-2].

l 사고 빈도 평가 (AccidentFrequencyAnalysis)

l 사고 발 경 분석 (AccidentProgression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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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험도원 평가 (Source-Term Analysis)

l 소외 향 분석 (Off-siteAnalysis)

l 험도 평가 (RiskCalculation)

재 PSA 방법은 여객 화물 철도,암모니아 장 설비,유조선 원자력발

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비록 동일한 평가 방법이기

는 하지만 화공 산업계에서는 PSA를 QRA(QuantitativeRiskAssessment)라고 부르

며,해운,선박 산업계의 경우 이를 FRA(FormalRiskAssessment)라고 부르기도 한

다.

비록 PSA가 많은 장 을 갖고 있는 험도 평가 방법이기는 하나,몇 가지 제약

도 갖고 있다.즉,일반 인 PSA 방법은 평균 인 험도만을 평가하게 되는데,이는

주로 연간 평균 험도와 같이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험도를 평가한다.어떤 특정

순간의 험도를 평가하기 하여서는 그 순간의 설비 특성을 반 한 PSA분석이 다

시 수행 되어야 한다.

한,PSA 평가 결과의 정확성은 PSA에 사용되는 고장 자료 등 자료의 신뢰성에

의하여 많은 향을 받는다.따라서,PSA수행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인 험도 로

일을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은 PSA의 한계 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원자력 산업에 있어 PSA가 도입되기 이 의 험도 평가는 주로 결정론 안 성

평가(DeterministicSafetyAnalysis)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결정론 안 성 평가 방

법에서는 상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 인 상황을 가정한 후 그 향을

분석한다.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최악의 상황에 한 험도를 분석하는 것이라

고 생각되어 왔다.그러나 이 방법은 험도의 발생 가능성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단

순히 결과만을 시하는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즉,사고의 결과가 큰 사건만을

고려할 뿐이지 발생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체 험도 로 일을 정확히 고

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이에 반하여 PSA에서는 여러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이와

연 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안

성이 강조되고 있는 원자력 산업이 PSA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원자력 설비는 PSA가 용되는 가장 복잡한 설비이므로,원자력 산

업의 PSA는 가장 발 된 방법과 모델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원자력발 소에 한 최 의 종합 인 PSA는 미국 MIT 학의 라스무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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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smussen)교수의 주도에 의하여 1972년도에 시작되어,1975년에 완료된 원자로 안

성 연구(ReactorSafetyStudy,WASH-1400)이다[4-7].비록 WASH-1400에 사용된

몇 가지 모델의 제한 평가 결과 해석의 난해함 등,WASH-1400의 몇 가지 약

에 한 논란이 있기는 하 지만,WASH-1400을 통하여 사고 경 를 나타내는 사건수

목(EventTree)과 개별 계통의 고장을 나타내는 고장수목(FaultTree)방법 이를

종합하여 사고 발생 경 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등 PSA의 기반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WASH-1400은 원 의 험도를 종합 으로 평가하여 원 의 험도가 일반 산업

재해에 비하여 상 으로 음을 보 으며,일반 산업 시설과 련되어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한 발견을 하 다.즉,인간 오류가 험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으며,보수 시험의 향을 평가하 고,공통 원인에 의한 고장이 요

함을 밝혔다.

PSA는 많은 장 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은 WASH-1400

이 갖고 있던 몇 가지 약 으로 인하여 원자력 산업계에서 폭 넓게 사용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그러나,1979년도 미국의 TMI발 소에서 원자로가 일부 용융되는 사고가

발생하 으며,이 사고 경 가 WASH-1400에서 가장 험도가 높은 것으로 측되었

던 사고 경 와 일치되는 것이 밝 진 후,PSA는 많은 각 을 받기 시작하 다.이 이

후 1980년 에 들어 NUREG-1150보고서를 통하여 WASH-1400을 개정하여 근래에

사용되는 PSA의 기반이 정립되었다[4-8].

기본 인 확률론 안 성 평가 (PSA)수행 차 분석 상 기사건 선정을

한 기사건 분석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

1)확률론 안 성 평가 (PSA)수행 차

원자력발 소에 해 수행되는 PSA는 분석의 범 에 따라,다음과 같이 1단계,2

단계,3단계 PSA로 구분된다.

l 1단계 PSA:발 소 내의 사고로 인한 노심 손상빈도를 결정한다.

l 2단계 PSA :1단계 PSA 결과를 이용하여 격납용기의 반응을 평가하고,궁

극 으로는 격납용기 밖으로의 방사능 유출빈도를 결정한다.

l 3단계 PSA :2단계 PSA결과를 이용하여 발 소 외부에서의 사고결과를

평가하고,최종 으로 험도를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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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 소에 한 1단계 PSA는 원자력발 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심손상

사고 시나리오를 악하고 그로 인한 노심손상 빈도를 평가하는 작업으로서,PSA

에서 가장 기본 이고 핵심 인 업무이다. 한 1단계 PSA는 발 소의 기계 설

비의 신뢰성을 분석하고,설계 운 에 한 안 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직

으로 활용된다.처분장 분석에서는 1단계 PSA 분석을 한 시나리오 개발시

용되는 1단계 PSA 시나리오의 최종 상태 (EndState)가 노심 손상이 아닌 다른 상

태로 분석될 것이다. 원자력발 소에 한 1단계 PSA는 노심손상 사고경 와 발

생 빈도를 분석하는 것으로서,원 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해 가장 기본 이고 필

수 으로 수행되는 부분이다.1단계 PSA는 원 의 운 상태에 따라 다시 출력

PSA와 정지/ 출력 PSA로 구분할 수 있고,사고가 시작되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내부사건 PSA와 외부사건 PSA로 구분할 수 있다.본 보고서에서는 그 에서도

PSA에 가장 기본이 되는 출력 운 의 내부사건에 한 PSA수행 방법을 다루고

있다. 1단계 PSA는 그림 4.4에 정리된 바와 같이 발 소 친숙화, 기사건 분석,

사건수목 분석,계통 분석 신뢰도 자료 분석,그리고 정량 분석의 단계로 수행된

다.

그림 4.4.1단계 PSA내부사건 분석 차.

2) 기사건 분석

사고경 를 결정하기 한 첫 번째 단계는 분석 상의 사고 ( ,노심손상,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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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물질 노출 등)를 래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들에 한 기사건을 선정하는

것이다.원 을 로 들면, 기사건이란 정상 운 인 발 소의 불시 원자로 정

지를 래하는 기기 혹은 계통의 이상이나 인간 행 를 의미한다.원자로 정지란

운 변수들이 정 운 범 를 벗어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호 조치이다.따라서

기사건이 발생하면 원자로의 보호 사고 방지를 하여 안 계통들이 작동하

여 원자로를 정지시키고 노심의 잔열을 제거하여 원자로를 안 하게 유지한다.

세부 인 기사건 선정을 해,먼 안 기능(SafetyFunction)을 해할 수 있

는 사고 유형들을 논리 으로 추 하기 해 주 논리도(MasterLogicDiagram)를

개발하고,다음 단계에서는 앞에서 악된 사고 유형에 한 구체 목록을 작성한

다.

안 기능 (SafetyFunction)이란 분석 상 시스템 내의 에 지원과 방사선 사고

를 리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말한다.안 기능의 개념은 기사건의 선정과 사고

추이 규명의 기 으로서 사용된다.원자력발 소의 경우,일반 인 안 기능은 노심

용융 방지,격납건물 괴 방지 방사성 물질 방출의 최소화 등의 동작을 말한다.

이러한 안 기능은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작동하는 여러 계통들과 원자로 고유의 부

반응도 등으로 달성된다.

안 기능은 발 소 형태,계통 설계,계통 반응시간 분석자의 선호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특별히 안 기능은 계층 구조로 생각할 수

있다.안 기능의 정의는 기사건의 그룹화에 사 기 을 제공하며, 한 각 기

사건에 한 각 계통의 반응과 계통간의 상호작용에 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

안 기능은 기사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운 사고 경험의 분석,주요 기기에 한 고장모드 분석,타

PSA의 기사건 목록 검토 등을 통하여 발생가능한 모든 기사건의 목록을 작성

한다. 기사건이란 사고 진행의 시작 을 말하며,사고경 모델링에 있어 요한

의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사고경 를 모델링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이다.그러

나 발 소에서의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경 를 모델링하여 분석하는 것은 실 으

로 불가능한 일이다.따라서 사고경 모델링에 있어 가능한 한 모든 사고경 를

분석하고 업무량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음 기사건의 정의 식별 과정을 통하

여 기사건을 선정한다.즉,마지막 단계에서 사고 유형이나 진행 과정이 유사하

며,이들 사고로부터 원자로를 안 하게 정지시키기 해 필요한 안 계통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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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기 이 동일한 기사건을 그룹화 하여 최종 기사건을 결정한다.그림 4.5에

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의 기사건 그룹화 제가 도시되어 있다.

기사건의 정의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원자로보호계통의 작동이 요구되거

나 이상 신호등으로 제어 이 삽입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단계에서는 상기 사

고들을 야기 시키는 '이차측 수 상실'등과 같이 구체 인 사고경 상태를 정의

하는 것이다.

한 사고경 모델링의 완벽성을 기하기 하여 앞에서 정의된 기사건 발

생 가능한 모든 기사건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이러한 기사건의 식별을

하여 보통 다음 3가지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이 세 가지 방법들은 서로 독립

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보완 으로 사용하여 기사건 선정에 완벽을 기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경험 평가 (ComprehensiveEngineeringEvaluation)

-논리 평가 (LogicalEvaluation)

-고장모드효과분석 (FailureModeandEffectAnalysis)

그림 4.5. 기사건 그룹화 제 (처분장).

가)경험 평가

이 방법은 과거에 검토 상 발 소나 타 발 소에서 발생하 던 사고 는 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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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PSA 보고서에 나타난 사고들을 평가하여 검토 상 발 소에서 발생 가능한

기사건을 도출하는 것이다.

나)논리 평가

이 방법은 사건수목분석 시에 사용하는 고장수목의 논리 모델을 다량의 방사능

출 등과 같은 발 소 안 성 에서의 정 사건 등에 용하여 논리 으로 여

러 단계를 거쳐 기사건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PRA ProcedureGuide(NUREG/CR-2300)[4-9]에서는 정 사건을 "Excessive

Offsite Release"로 하여 모델을 세웠으며 이를 "주 논리도 (Master Logic

Diagram)"라 명명하 다.그림 4.6에 이를 나타내었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Level2에서는 방사능 출 경로를 직 간 으로 분류하 고 Level3에서는 방

사능 장벽을 노심손상,RCS 압력 경계 손 격납건물 손 등으로 분류하 다.

Level4에서는 원 의 안 기능으로 분류하 다.Level5에서는 Level4의 안 기능

으로부터 각각의 기사건을 도출할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그러나 기사건의 도

출을 한 논리 평가를 수행할 때에 PSA 수행시마다 정 사건과 기사건 도출

까지의 단계가 일정하지 않다.어떤 경우에는 간단계를 생략하고 반응도 제어,노

심열 제거 등과 같은 안 기능을 정 사건으로 취하기도 한다. 한 정 사건의 종

류나 분류방법에 따라 다른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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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주 논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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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장모드 효과분석

기사건의 도출을 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장모드 효과분석 (FMEA:Failure

ModeandEffectsAnalysis)이 있다.앞에서 언 된 기사건 도출 방법은 발 소

사고의 정 사건인 안 기능,1차 안 계통 (Front-LineSystem)등에 심을 두

고 경험 혹은 논리 모델을 통하여 정 하향식 (Top-Down)으로 기사건을 도출

한다.그러나 FMEA는 상기 방법과는 반 로 발 소 사고의 하부구조 즉 기 공

계통,계측설비 등과 같은 보조계통 (SupportSystem)등에 심을 두고 이들의

고장으로 인한 향을 정성 으로(필요시 정량 ) 분석하여 기정상향식

(Bottom-Up)으로 기사건을 도출하는 것이다.FMEA는 기사건을 도출하는 것

이외에도 주요 계통이나 안 기능 간의 상호작용,쉽게 알기가 어려운 보조계통

(SupportSystem)들 사이 혹은 보조계통과 1차 안 계통 사이의 상호작용 등에

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FMEA 방법 용 시에는 상 계통의 기기별로 기기의 기능,발생 가능한 고장

모드 고장원인,고장 감지 방법,기기고장으로 인해 계통 는 발 소에 미치는

향 등을 검토하게 되고 최종 으로 원자로의 불시정지를 래하는지 분석하여

기사건의 상 여부를 정한다.

사고경 모델링에 있어 요한 의 하나는 가능한 한 모든 사고경 를 모델링

하고 분석해야 한다는 이다.그러나 발 소에서의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 시나리

오를 모델링하여 분석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한 일이다.따라서 사고경 모

델링에 있어 가능한 주요 사고경 를 모델링하고 업무량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다

음 2단계 과정을 통하여 기사건을 선정한다.

첫째 상 원 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 유발 가능한 사건들을 악하고 정리

한다.주 논리도(MasterLogicDiagram)를 구성하여 기사건의 형 그룹

표 사건을 선정하고 이들 형 그룹에 포함되는 모든 상 사건들을 정의한다.

상 사건들을 악하기 해 필요하면 고장모드 효과 분석(FailureModeand

EffectAnalysis)을 수행하여 기사건 상 목록을 작성한다.여기에는 유사 발

소의 운 자료로부터 나온 사건이나 타 PSA 보고서의 형 기사건들도 모두

포함시킨다.

둘째, 악된 상 기사건들을 앞에서 정의한 안 기능과 련 계통들의 성공

기 을 고려하여 사고 개과정과 발 소 응이 유사한 것들끼리 그룹핑한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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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기사건 상들이 사건 발생 시의 발 소 거동과 필요한 안 계통 그

기능 요구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들 상 사건들을 하나의 기사건으로 정의한

다.그러나 처분장 분석에서는 사고 시나리오만 동일할 뿐 각 완화 계통의 확률 값

이 기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각 정량화가 필요하다.

나.사건수목 분석 방법론

사건수목 분석이란 선정된 기사건에 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여 노심손상을

래하는 모든 요 사고경 를 논리 으로 밝 내는 과정이다.이를 해서 각

기사건 별로 분석 상 시스템을 건 한 상태로 유지하기 해 필요한 안 기능을

악하고 작동이 요구되는 안 계통 운 원 조치를 사건수목의 표제로 정의하여

각 표제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이분수목(BinaryTree)형태로 사고 시나리오를

개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경 를 논리 으로 구성한다.

사건수목 개발 시에 요구되는 안 기능을 선정하고,선정된 안 기능을 유지하기

해 필요한 계통들을 악하고 이를 사건수목 표제로 정의한다. 한 기사건에

따른 각 계통들의 성공기 작동 시 도 결정한다.표제 배열의 순서는 결과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분석의 효율성과 사건 개의 이해 에서는 매우

요하다.시간,기능 계통 간의 연 성 등이 주요 고려 인자이며,가능한 련 계

통의 작동 시간 순으로 표제를 배열하는 것이 일반 이다.각 기사건에 한 계

통 성공기 ,표제 순서 등을 결정한 후,이들 표제의 성공 혹은 실패에 따라 각

기사건에 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경 를 논리 으로 도출한다.

기사건별로 필요한 안 기능이 악되면 안 기능의 성공,실패 여부에 따른

사고 시나리오의 개 상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이를 안 기능 사건수목이라

하는데,안 기능 사건수목은 사건수목분석의 최종 결과물이 아니며 기사건과 상

세한 사고경 완화 특성 사이의 복잡한 계를 밝히는 간 단계의 작업이다.

안 기능 사건수목의 표제인 각 안 기능은 나 에 해당 안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계통들로 분해되고 이에 따라 보다 상세한 사건수목이 구성된다.

안 기능 사건수목을 구성하기 해서는 우선 기사건별로 사고 완화 지에

필요한 안 기능을 악한다.다음은 유사한 발 소 응을 갖는 기사건들을 묶

어 이들에 한 안 기능 사건수목을 구성한다.안 기능 사건수목은 계통 사건수

목을 개발하기 한 비 단계의 하나로서, 기사건별로 안 기능의 응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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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들을 하나의 사건수목으로 표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사건수목 개발 시에는 복잡한 계통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가 곤란

하므로 1차 으로 안 기능 사건수목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안 기능을 구성하고 있

는 계통을 찾아내어 계통 사건수목을 개발하게 된다.그러나 계통간의 상호작용,사

고경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 기능 사건수목의 구성없이 직 계통

사건수목을 구성할 수도 있다.안 기능 사건수목이 구성되면 기사건에 따라 각

안 기능 표제를 계통 단 로 보다 세분화한 계통 사건수목을 구성한다. 기사건

에 따라 동일한 안 기능도 다른 계통에 의해 수행되기도 한다.

각 기사건에 한 계통 성공기 ,표제순서 등이 결정되면,이들 표제의 성

공 혹은 실패에 따라 각 기사건에 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경 를 논리 으

로 도출하게 된다.모든 사고경 들은 최종 으로 노심손상 혹은 원자로 안 정지,

둘 하나의 상태로 종결된다.

사건수목분석을 수행한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서화한다.

-사건수목구성 방법론

-기본 가정 사항

-안 기능 련 계통

- 기사건별 련 안 기능

- 기사건별 안 기능에 련된 계통 성공기

-계통 연계성

- 기사건별 사건수목

- 련 열수력 분석 자료 성공기 근거 문서

사고경 분석에는 그림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 기능 정의, 기사건 분석,

사건수목 분석이 포함된다.물론 기기 단 의 사고 시나리오를 악하기 해서는

계통 고장수목 모델이 함께 취합되어야 한다.

사고경 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분석 목표의 설정이다.사고경 분석의 첫 번

째 단계인 분석 목표의 설정은 분석의 깊이와 범 를 정하는데 필요하다. 를 들

면 최 의 설계를 한 사고경 분석과 최 시험주기 결정을 한 사고경 분

석은 서로 분석 내용과 범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분석 목표가 설정되면 분석

상 한 검토가 필요하다.검토의 상에는 발 소의 부지,건물 배치,계통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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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

발 소에 한 반 인 검토가 완료되면 사고경 모델링 단계로서 상 발 소

에 필요한 안 기능을 정의하고,발생할 수 있는 기사건을 선정하며,정의된

기사건에 하여 사건수목을 구성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도출한다.이 후의 작업은

사건수목의 표제(Heading) 보조 논리에 따라 각 계통의 고장수목을 구성하여 사

건수목과 연결하고 각 기본사건에 데이터를 입력하여 사고경 의 정량화를 수행한

다.

그림 4.7.사고경 분석 차.

원 과 같이 복잡한 계통의 사고경 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체계 이고 논리

인 사고경 의 모델링이 요구된다.이러한 사고경 모델링의 한 방법으로서 앞에

서 언 한 바와 같이 고장수목과 함께 사건수목이 사용된다.고장수목 분석은 연역

(Deductive)인 방법으로 계통분석을 수행하며,사건수목 분석은 귀납 (Inductive)

방법으로 계통 수 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경 를 모델링하는 방법이다.

설계 운 자료,사고해석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기사건의 선정,사고경 분

석 모델링,사건수목의 형태,주요계통과 이들의 성공기 등의 정보를 얻는다.

사고경 분석은 안 기능의 분석, 기사건분석,사건수목 분석이 함께 유기 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비록 각 분석 업무의 내용은 명확히 구별되지만 업무간의 정보

흐름 공유가 필수 이고 필요에 따라 반복 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분석의 정확

성 일 성 유지를 해 하나의 연결된 업무로 수행한다.이상과 같은 사고경

모델링을 한 사건수목의 개발과정이 그림 4.8에 나타나 있다.

사건수목은 표제에 포함되는 계통의 범 와 성격에 따라 형 사건수목(Large

EventTree)과 소형 사건수목(SmallEventTree)으로 구분할 수 있다.안 기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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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으로 연 된 주요 안 련 계통만을 사건수목의 표제로 모델링하는 것이 소

형 사건수목이고,보조 계통을 포함하여 사고 완화에 련된 모든 계통을 표제로

고려하는 방식이 형 사건수목 기법이다.따라서,소형 사건수목에서는 기,기기

냉각수 계통과 같은 보조 계통은 각 안 련 계통의 하부 논리로 모델링하여 계통

들 간의 종속성을 계통 고장수목 구성 단계에서 고려하는 방법이다.반면 형 사

건수목은 보조 계통을 포함한 모든 계통을 독립 으로 모델링한 후 사건수목 구성

단계에서 계통간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사건수

목이 매우 커지고 복잡해진다.국내 PSA에서는 사고 시나리오의 구성 이해가

쉬운 소형 사건수목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4.8.사건수목 개발 과정.

사건수목 개발을 해서는 우선 기사건 발생 후 사고 지 완화를 해 필

요한 안 기능을 조사한다. 기사건을 분류하기 한 안 기능 정의는 고장수목과

같이 연역 방법을 사용한 것이나,여기서는 기사건 발생 후 사고의 진행을 막

고 사고의 향을 완화시키는 안 기능을 귀납 으로 찾는다.고려하는 안 기능의

순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나 일반 으로 안 기능을 필요로 하는 시간 순으로 배치

한다.안 기능을 조사한 후에는 안 기능 사건수목을 개발하고,후에 이를 바탕으

로 련 계통 단 의 계통 사건수목을 구성한다.

일반 으로 사건수목 개발 시에는 복잡한 계통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기가 곤란

하므로 1차 으로 안 기능 사건수목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안 기능을 구성하고 있

는 계통을 찾아내어 계통 사건수목을 개발하게 된다.그러나 계통간의 상호작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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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 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 기능 사건수목의 구성없이 직 계통

사건수목을 구성할 수도 있다.그림 4.9는 이러한 사고 경 분석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그림 4.9.사고 경 분석 과정 [4-4].

다음은 처분장 분석 시에 사고경 의 마지막 상태 (Endstates)로 표 될 수 있

는 상태들의 이다.

1.“OK”-다른 최종 상태가 없는 상황에 용.

2.DirectExposure,DegradedShielding– 차폐 제공을 한 SSC가 손되지

는 않았더라도 차폐 기능이 하된 사고 경 에 용.

3.DirectExposure,LossofShielding– 차폐 제공을 한 SSC가 고장이 나

서 방사능 물질이 직 으로 방출되는 사고 경 에 용.

4.RadionuclideRelease,Filtered– 방사능 물질이 여과 경로를 통해 격납기로

부터 기로 방출되는 사고 경 에 용.

5.RadionuclideRelease,Unfiltered– 방사능 물질이 여과되지 않은 경로를 통

해 한정된 지역에서 기 으로 출되는 사고 경 에 용.

6.RadionuclideRelease,Filtered,AlsoImportanttoCriticality– 처분용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결과 으로 방사성 핵종 출이 발생하고 감속재가 용기 안

으로 들어간다.여과된 방사성 핵종이 출되고, 험성 조사가 지시되는 상

황에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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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RadionuclideRelease,Unfiltered,AlsoImportanttoCriticality– 여과되지

않은 방사성 핵종 출이 발생하고, 험성 조사가 지시되는 상황에 용.

8.ImportanttoCriticality– 방사성 핵종 출은 없지만 험성이 조사되어야

하는 상황에 용.

그림 4.10은 처분장을 상으로 한 사건수목의 를 보여주고 있다.사고경 의

마지막 상태가 원 을 상으로 한 경우와 달리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0.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사건수목[4-4].

다.고장수목 분석 방법론

계통분석 방법에는 수행 목 수 에 따라 용 가능한 여러 가지 분석 기법

이 있다. 표 기법으로는 고장모드 향분석(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주논리도(Logic Diagram),성공수목(Success Tree),고장수목(Fault

Tree)등이 있다.본 차서에는 PSA에서 사용되는 고장수목(FaultTree)분석 방

법에 하여 기술한다.고장수목 분석은 분석 상 계통이 이용불능 상태가 되는



- 452 -

모든 경우를 논리 인 도형으로 표 하는 방법이다.즉,계통의 기능 상실을 래하

는 모든 사건 조합을 체계 으로 분석하고 그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고장

수목 분석(FaultTreeAnalysis)이라 한다.

원 PSA 최종 목표 하나는 기사건 사건수목 분석을 통해 악된 노심

손상 사고경 들의 발생빈도를 추정하는 것이다.노심손상 사고경 란 기사건 발

생 후 련 안 계통들이 기능 상실하여 노심손상을 래하는 사건 조합을 의미하

며,노심손상 빈도는 기사건 발생빈도 련된 계통들의 고장 조합 확률로부터

계산된다.

PSA에서의 계통 분석 목 은 계통의 기능 상실을 유발하는 사건 조합을 악하

고 그 발생 확률을 계산하여 노심손상 빈도 계산의 입력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결국 계통 단 의 신뢰도 분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계통의 설계,운 ,

시험 보수 등 계통에 한 체계 인 정성분석과 계통의 이용 불능도를 추정하는

정량분석 단계로 구성된다.

고장수목 분석은 계통의 기능상실을 래하는 사건의 원인을 논리 으로 해명해

가는 분석 방법이다.이 방법은 계통의 기능상실 논리를 연역 으로 개하는 해석

기법으로서,복잡한 계통에 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고 정량 해석,시각 표

등의 특징을 지녔다. 한 고장모드 향 분석에 비하여 인 요인,공통원인고장

등 복합 요인을 다룰 수 있다.

고장수목 분석은 되도록이면 설계 기단계부터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계통

구성의 상세한 설계가 없는 상태에서도 계통의 기능 상실을 래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을 고장수목 분석을 통해 악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상세 설계단계

에서 보다 안 하고 개선된 계통을 설계할 수 있다.

사건수목 분석 시에 모델링한 계통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하여 고장수목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계통 분석을 수행한다.고장수목이란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수행

하지 못하는 상태 즉,이용 불능한 상태가 되는 모든 경우를 AND,OR혹은 NOT

의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여 연역 으로 도식화 한 논리 수목이다.기기의 기계

고장,공통원인 고장,인 오류,시험 보수에 기인한 이용 불능 등을 계통 고장

수목 모델에 포함한다.고장수목에서 사용되는 일반 인 기호는 표 4.5에 요약된 바

와 같다.

고장수목 분석은 분석 상 계통이 이용불능 상태가 되는 모든 경우를 논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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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형으로 표 하는 방법이다.계통의 기능 실패 상태를 확인하고,계통의 환경

운 등을 고려하여 계통의 기능 상실을 래하는 모든 사건 그 발생 논리를 도

식 으로 분석한다.일단 계통의 기능 상실을 정 사건(TopEvent)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정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를 연역 으로 추 하는 분석 방법이다.

본 방법을 수행하기 해서는 분석 상 계통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완 히 이

해해야 하고 고장모드 향분석 는 고장모드, 향 험성 분석(Failure

Modes,Effects& CriticalityAnalysis)을 통하여 그것을 구성하는 기기의 고장모드

와 계통에 미치는 향을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그리고 분석자는 계통

기기에 경험이 있는 기술자,운 자와 다른 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고장수목

을 구성해야 하고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결함들과 고장들을 결정하기 해 필요한 정

보들을 확인하여야 한다.만약 매우 복잡한 계통 분석을 한 고장수목 구성 시에

는 에 의한 근이 바람직하다.즉 고장수목 구성에 참여하는 원들과 기타의

경험을 갖는 개개인의 의견교환은 계통분석을 수행하기 해 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고장수목 구성 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은 사고사건과 분석 결과의 수 을

포함한 계통의 복잡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즉,경험을 갖고 있는 이 단순한 공

정 단 를 모델링 하는 데에는 비교 짧은 시간을 요구하지만 많은 험을 갖고

있는 복잡한 공정에 한 모델링은 상 으로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 454 -

표 4.5.고장수목에서 사용되는 일반 인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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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 고장수목 분석을 해서 먼 각 계통의 정 사건 (TopEvent)을 정의한

다.정 사건이란 계통이 필요한 기능을 성공 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사건으로,

기사건 사고경 분석 과정에서 결정된다.계통의 성공 기 은 기사건 사

고 개 과정에 따라 달라지며,이에 따라 동일 계통에 해서도 여러 개의 정 사

건이 정의될 수 있다.다음에는 정의된 각 정 사건의 원인을 연역 으로 추 하여

고장수목을 개한다.고장수목의 논리 개는 유용한 신뢰도 자료가 있는 최소 기

기 단 까지 수행되며,이 최소의 단 를 기본사건(Basicevent)이라 한다.고장수

목 구성 시에 고려되는 계통 고장의 원인에는 기기의 기계 고장,공통원인 고장,

인간오류 그리고 시험 보수로 인한 기기 이용불능과 같은 기본사건이 포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소형 사건수목/ 형 고장수목 방식에 따라 사고경 를 도출하며,

직 으로 사고 완화에 련된 계통만을 사건수목 표제로 하고 보조계통의

고장수목은 계통 계통 고장수목의 하부 논리로 연결하여 계통 간의 상호 연계

성을 모델링 한다.

계통 고장수목 구성 후 정량화 코드를 사용하여 계통 이용 불능도를 계산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계통 모델에 한 정성,정량 분석을 수행한다.정성 분석 단계

에서는 고장수목에 한 정량화 분석 결과인 최소 단 집합(MinimalCutset)을 검

토함으로써 고장수목의 논리 타당성을 검토한다.최소 단 집합이란 계통 정 사

건을 래하는 기본사건들의 조합으로서,최소 단 집합 에서 논리 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 혹은 락된 최소 단 집합은 없는지 등을 정성 분석 과정을

통하여 확인하게 된다.

정량 평가는 계통의 이용 불능도를 평가하는 단계로,이용 불능도란 계통의

작동이 요구되는 특정 시 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주어진 작동 시간 동안 운 하지

못할 평균 확률 값을 의미한다.앞에서 구한 정 사건에 한 모든 최소 단 집합

에 기본사건의 확률을 입하여 계통 이용 불능도를 산출한다.그림 4.11은 고장수

목 분석 차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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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고장수목 분석 차.

다음은 고장수목 개발을 해 필요한 업무에 한 설명이다.

1) 상 계통의 선정 분류

PSA에서 가장 요한 업무 하나는 노심손상과 같은 결과를 래하는 사고경

들을 악하는 것이다.노심손상 사고경 의 악은 기사건 분석 사건수목

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이 과정에서 기사건이 발생한 후 노심을 건 하게 유

지하고 사고를 종료시키기 해 필요한 계통들이 악되며,해당 계통들이 기능을

수행하기 해 필요한 보조계통들이 선정한다.

2)계통분석을 한 자료 수집 검토

계통 고장수목 분석을 해 분석자는 상계통과 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

야 한다.이러한 정보의 부분은 발 소 친숙화 과정에서 수집되며 유사한 발 소

의 주 제어실 운 원,보수담당자 계통설계자와의 면담 결과,발 소 방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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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계통 숙지,고장자료 등도 계통분석에 긴요한 자료가 된다.

계통 검토과정을 통해 기기의 치,운 모드,계통 구성,운 조건 뿐만 아니라

상계통이 발 소의 안 성에 미치는 향을 개략 으로 단하게 된다. 한 상

세분석에서 요구되는 각 상계통에 한 분석범 도 규정한다.

3)계통경계 (System Boundary)의 구분

계통의 모든 부분이 고장수목 구성의 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PSA에서 정의된

계통의 기능과 련된 부분만이 계통분석의 상이 되며,이에 따라 고장수목 분석

의 상이 되는 계통의 역이 정의된다. 한 상호 연 된 여러 개의 계통을 동시

에 모델링하기 해서도 계통간의 물리 구분이 필요하다.

4)계통 연계성 종속성 (System Interfaces& Dependency)분석

보조계통은 일반 으로 어느 한 계통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

통 다른 보조계통에 기나 작동 신호,냉각수 등을 공 한다.다시 말하면,한

계통의 기능 상실은 계통 자체 내의 기기 고장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기공

계통과 같은 보조계통의 기능 상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이러한 계통간

의 상 성을 종속성 혹은 공용성으로 표 한다.계통 종속성은 두 계통간의 배타

의존,지원,작동 는 격리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공용성은 한 계통이 다른 계

통의 체 는 일부를 공유할 때, 는 한 가지 특정 기능의 수행에 두 계통 ( 는

두 부품, 는 한 계통과 다른 계통의 부품들)이 여할 경우에 생긴다.

5)고장수목 분석 기본 고려사항 가정

일 성 있는 고장수목 분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분석 방법 수 , 차에

하여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며,분석자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분석의 일 성을 유지한다.주로 분석 상 계통의 범 ,논리기호,기본사건 코드

인간오류와 공통원인고장의 표 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장수목 구성에

사용한 모든 가정 사항은 설계정보와 함께 문서화한다.

계통이 상세하게 모델링 되지 않고 계통 단 의 신뢰도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다

른 계통과 공통된 실패 사건은 분리하여 모델링 한다.고장수목 정량화 시에는 정

량화 결과의 정확성,효율성 등을 하여 산코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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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하기 계통분석 범 를 명확하게 정의한다. 계통과 기타 보조

계통과 연 된 부분,즉 력공 계통,구동신호계통,물,오일,공기 등을 공 하는

보조계통 등의 장치나 배 은 여러 계통에 공통되므로 계통범 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일이다.따라서,계통 설명 도면 작성 시 락이나 복이 없도록

주의한다.고장수목의 기본사건은 통일된 명명법에 의해 코드화한다.체계 인 고장

수목 명명법을 사용하여 산코드를 사용한 자료 입력의 효율성을 얻으며,정량화

결과로 도출되는 최소단 집합에 한 정성 이해를 돕도록 한다.기본사건의 이

름에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기의 고장모드

− 고장기기의 계통 이름

− 고장기기의 이름

고장수목에는 계통의 이용 불능도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고장모드

가 포함되어야 한다.여기에는 물론 시험 보수정지도 포함되며,시험 보수 후

기기를 제 치로 환원시키지 못하는 인간오류와 사고 응과 련한 인간오류도 포

함된다.

종속고장(DependentFailure)에 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 한다.

− 기사건과 계통과의 사고 응에 있어서의 상호 계

− 공통 보조계통의 고장이나 실패로 인해 한 개 이상의 계통이나 기능

종속 계(FunctionalDependence)에 있는 기기가 향을 받을 경우

− 공통 시험 보수(CommonTestandMaintenanceActivities)에 련

한 인간 오류

− 계통 간에 공유된 기기

다 실패사건(MultipleFailureEvents)에 한 정확한 원인- 향 계를 계통분석

시 분명하게 모델링 하여야 한다.특히 기기의 기계 요인으로 인한 다 실패인

공통원인고장(CommonCauseFailure)과 여러 계통을 동시에 이용 불가능하게 만

드는 인간오류에 의한 다 실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장수목을 단순화하기 해서는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발생확률이 상 으로

작은 사건은 고장수목에서 생략할 수 있다.단,타당한 근거에 의한 명확한 기 을

일 성 있게 이용한다. 발 소에서 사용되는 시험 차서는 시험동안 발생 가능한

모든 고장모드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면 하게 검토되어야 하며,확인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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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은 문서화하여야 한다. 를 들면 시험과 련된 고장원인으로는 운 원이 시

험 완료 후 시험을 해 폐쇄했던 유로의 밸 를 원 상태로 개방하여야 하나 운

원 오류에 의해 원 상태로 개방하지 않는 인간오류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특정 기기를 보호하기 해 련 펌 와 안 장치를 정지시키는 것은 공통

모드 고장(CommonModeFailure)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 하게 검토한다. 를

들어 낮은 흡입압력 문제로 보조 수펌 를 이상 정지시키면 계통실패를 래할 수

있다.

계속 인 운 을 수행하는 계통 두 개 이상의 다 계열(MultipleTrains)로

구성되어 있으며,정상 운 에는 한 개의 계열만으로 교 운 하는 계통이 있

다.이런 계통의 분석에서 만약 두 개의 계열 한 개의 계열이 정상운 상태로

모델링 된다면 나머지 한 개의 계열은 기 인 상태로 모델링 하게 된다.그러나

비정상 조건 하에서 어떤 계열이 운 가능하고 어떤 계열이 기 상태인가를 결정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계통의 다 계열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는가를 결

정함으로써 운 기 상태의 계열을 가정,계통 모델을 단순화할 수 있다.만약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면 각 계열은 운 기 상태의 두 가지 경우로 분

리하여 모델링 되어야 하며,두 개 모델은 해당 계열이 수행 가능한 시간을 기 으

로 평가되어야 한다.

− 각 계열은 략 으로 거의 같은 시간 동안 운 된다.

− 각 계열에 구성된 기기 식별 번호(IdenticalNumber)와 기기의 사양이

같지 않다면 유사한 기기로 구성한다.

− 각 계열의 운 실패는 비슷한 결과와 상황을 발생한다.

고장수목의 상세 정도 즉,기본사건의 분해 정도는 설계 수 ,고장 데이터 유무,

모델에 한 이해 범 처리 능력,분석 결과에 한 해독 유용성 등에 의해

좌우된다.이런 결정 기 은 특정 계통에만 용되어서는 안되며, 체 계통 고장수

목 분석의 일 성 확보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분석 수 을 결정하는 결정 기 은 고장 데이터의 유무로, 를 들어 고

장수목의 어느 단계에서 한 밸 가 작동 요구 시 열림 실패 되는 사건이 정의되었

지만,열림 실패의 원인들(즉 밸 축의 고장 는 선의 결함 등)에 한 의한 고

장률 정보가 없다면 작동 요구 시 열림 실패의 수 보다 더 확장 시켜 분석할 수

없다. 한 펌 에 한 신뢰도 자료가 펌 와 제어회로(ControlCircuit)등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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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두 포함한다면,펌 베어링으로 인한 펌 의 고장,제어회로의 고장 등을 분

리하여 모델링 할 필요가 없게 된다.일반 으로 고장수목은 분석에 사용하는 기기

신뢰도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그 분석 수 이 결정된다.

고장수목 구성의 상세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다른 기 은 상 으로 낮은 발생

확률을 지닌 기본사건을 결정하여 고장수목에서 제외한다. 를 들면 배 ,열림 상

태로 잠긴 밸 (LockedOpenValve)와 같은 수동기기(PassiveComponent)나 낮은

발생 확률을 지닌 고장은 고장수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에서 언 하 듯이 이와 같은 분석 수 을 결정하는 지침은 계통의 고장수목

구성 시 과정에 걸쳐서 일 성이 있게 용되어야 한다.즉,고장수목의 한 쪽에

서는 밸 의 작동 요구 시 열림 실패만 모델링하고,다른 한 쪽에서는 열림 실패의

원인까지 모델링해서는 안 된다.

6)신뢰도 데이터 분석

신뢰도 데이터 분석은 사건수목과 고장수목에 모델링 된 모든 기본사건에 한

신뢰도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PSA 결과의 정확도는 사용 데이터의 신뢰도에

직 인 향을 받으므로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개발은 PSA의 핵심 연구

내용 하나이다. PSA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뢰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것들

이 있다.

- 기사건 빈도

-기기고장률

-공통원인고장확률

-인 오류확률

-보수/시험 빈도 기간

데이터 분석은 PSA 연구의 특성에 따라 분석 범 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운

인 발 소에 한 PSA인 경우에는 발 소 고유 운 이력을 조사하여 분석에

반 해야 하기에 많은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운 데이터 고장 데이터를 수

집,분석하여야 한다.그러나 부분의 경우에는 직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생산할

만한 한 양의 고장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 (GenericData)와

발 소 고유 데이터(PlantSpecificData)를 통계 으로 처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설계 인 시스템에 한 PSA는 운 이력이 없으므로 일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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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근거로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혹은 기 개발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게 된다.

일반 데이터원으로는 해외 원 의 데이터를 근거로 개발된 일반 데이터베이스(원

의 경우,ALWR URD database,NUCLARR 등)와 국내 타 원 의 운 이력을

근거로 한 신뢰도 데이터가 있다.일반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해서는 많은 수

의 데이터원을 수집,분석하여야 하며,특히 다음 사항을 검하여야 한다.

-기기의 물리 경계(ComponentBoundary) 고장모드(FailureModes)

데이터 산출

-근거 데이터 산출에 사용한 수학 모델, 차 가정 사항

-불확실성 분석

7)정량화 단계

정량화 단계에서는 이 단계에서 수행된 모든 결과물을 조직 으로 통합하여,

노심손상을 래하는 모든 기본사건의 조합을 도출하고 그로 인한 노심손상 빈도를

정량 으로 평가한다.정량화 시의 연구 내용은 각 사고경 에 한 boolean수식을

구하고,이를 통하여 해당 사고경 를 일으키는 최소 단 집합 ( 기사건과 기본사

건의 조합)들을 악한 후, 기사건 발생 빈도와 각 기본사건의 발생 확률을 입

하여 사고경 발생 빈도를 구하는 것이다.모든 사고경 에 한 정량화 결과를

합하면 총 노심손상빈도가 계산된다. 한 각 사고경 에 한 최소 단 집합을 검

토하여 사건수목 고장수목 개논리가 히 모델링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정성

분석도 이 단계에서 함께 수행한다.

PSA 정량화는 일반 으로 비 정량화와 최종 정량화 두 단계에 거쳐 수행한다.

설계에 한 개념 평가나 주요 향 인자를 악하기 하여 간략한 모델과 보수

데이터를 사용하여 비 분석을 수행하며, 비 정량화 결과를 근거로 사건수목

과 고장수목에서 도출된 논리 혹은 신뢰도 데이터 사용의 문제 을 수정하여 최

종 정량화를 수행한다.최종 정량화 단계에서는 운 원의 복구 조치가 가능한 일부

최소 단 집합에 한 운 원 회복조치 분석(RecoveryAnalysis)도 포함된다. 한

사용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불확실성 분석,주요 향 인자 설계 개선 항

목에 한 민감도 분석도 정량화 분석의 일부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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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피폭선량 평가 방법론

고 폐기물 처분시설의 정상 운 시 피폭선량은 지상시설이나 지하시설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가스,휘발성 물질,혹은 방사성 입자에 의해 발생한다. 한,운반

용기,처분용기,혹은 지상시설이나 건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해서도 발생

한다.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선량은 작업자 개인과 일반 으로 구분하여 평가된

다.일반 으로 작업자 피폭선량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로 지정된 개인이 받게 되는

피폭선량을 의미하며 작업 종사자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일반 으로 간주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면 각각에 한 성능 목표치는 구분하여 정해져 있다.미국 원자

력규제 원회(USNRC)에서 정한 작업자 일반 에 한 성능 목표치는 표 4.6

에 요약된 바와 같다.Category1사고는 처분장 폐쇄 이 에 한번 이상 발생이

측되는 사고이며 Category2사고는 10,000년에 한번 정도 발생이 측되는 사고이

다[4-4].

사고

분류
운 구역 내 부지경계 내

부지경계 외부

(일반 환경 내)

부지경계 외부

(일반 환경 외)

Category

1

일반 - 100rem/yr
15rem/yr

2rem (시간당)

100rem/yr

2rem (시간당)

작업자

5rem/yr

50rem

(장기)

15rem

(망막)

50rem

(피부)

a a a

Category

2
일반 - -

5rem

50rem (장기)

15rem (망막)

50rem (피부)

5rem

50rem (장기)

15rem (망막)

50rem (피부)

표 4.6.USNRC가 규정한 처분장 성능 목표치[4-4]

a:작업자는 처분시설 운 구역 이외 지역에서 피폭받을 경우 일반 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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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에 한 피폭선량은 일반 으로 외부피폭과 내부피폭의 합으로 평가되며

일반 으로 총유효선량 (TEDE;TotalEffectiveDoseEquivalent)이 된다.이 내

부피폭은 호흡이나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 으로 50년 동안의

탁선량이 된다.외부피폭은 방사성 륨,지표면 침 이나 공기 에 포함되어 있

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직 피폭을 포함한다.

총 유효선량은 식 (4.1)에 의해 계산된다.

   


 
 



 
 



  (4.1)

여기서,

TEDE는 총 유효선량 (rem),

CEDE는 탁 유효선량 (rem),

EDE는 유효선량 (rem),

 
 는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호흡에 의한 신 유효선량(rem),

 
 는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섭식에 의한 신 유효선량(rem),


는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섭식에 의한 신 유효 외부 피폭선량(rem)이

다.

식 (4.1)에서 호흡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


××


××× 

 (4.2)

여기서,

 
 는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호흡에 의한 신 유효선량,

 는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방사선원 (Ci),

∆ 는 방출기간 (sec),

T는 피폭기간 (sec),

 는 기확산 인자 (sec/m
3
),

BR은 호흡율 (m
3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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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는 단 환산 인자 (3.7x10
12
[(rem⋅Bq)/(Ci⋅Sv)]

 
 는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신 유효 호흡 선량인자(Sv/Bq)이다.

섭식에 의한 피폭선량은 오염된 동식물의 섭취에 기인한다.부지 내 일반 ,일

반 환경 외부에 있지 않는 일반 , 는 작업종사자에 해서는 이들은 오염된

동식물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들에 해서는 섭취에 의한 피폭

선량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이들을 제외한 일반 의 섭식에 의한 피폭선량

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 ×× 

 (4.3)

여기서,

 
 는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섭식에 의한 신 유효선량(rem),


 는 방사성물질의 기방출로 인한 음식물 n내의 방사성동 원소 j농도

(Ci/kg 는 Ci/L),

  는 음식물 n의 섭취 양 (kg 는 L),

 
 는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신 유효 신 섭식 선량인자(Sv/Bq)

이다.

방사성물질의 기 내 방출로 인한 외부피폭선량은 지표면 침 에 의한 외부피폭

선량과 공기 농도에 의한 외부피폭선량의 합이다.


  

  
 (4.4)

여기서,


 는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지표면 침 에 의한 피폭선량 (rem)


 는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공기 농도에 의한 피폭선량 (rem)이다.

방사성동 원소 j의 지표면 침 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 465 -


 

×××××
 (4.5)

여기서,


 는 방사성동 원소 j의 침 에 의한 지표면 농도(Ci/kg),

는 토양 도 (kg/m3),

d는 토양 깊이 (m),

T는 피폭기간 (sec),


는 지표면 방사선원에 의한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선량인자 [(Sv⋅

m
2
)(Bq⋅s)]이다.

방사성동 원소 j에 한 공기 농도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

다.


 ∆


××


××

 (4.6)

여기서,


 는 방사성동 원소 j의 공기 농도에 의한 피폭선량 (rem),


는 방사성동 원소 j의 공기 농도에 의한 선량인자 [(Sv⋅m3)(Bq⋅s)]

이다.

작업자나 일반 에게 방사선 피폭을 야기하는 방사선원은 방사성 동 원소 j

에 하여 다음 식에 의해 계산된다.

STj=MARj  DR  ARFj  RFj  LPFsys

여기서,ST(SourceTerm)는 방사선원(Ci),MAR(MaterialatRisk)은 방출가능한

방사성 물질(Ci),DR(DamageRatio)은 손상분율,ARF(AirborneReleaseFraction)

은 기 방출 분율,RF (RespirableFraction)은 호흡에 의한 흡입 가능 분율,

LPF(LeakPathFactor)는 처분시설을 구성하는 각 시스템의 설 인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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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안 성 평가 체계 구축 사례 평가

가.처분장 운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운 안 성 평가는 단계별로 수행된다.원 을 비롯

한 타 산업분야의 안 성평가 차 방법론에 한 검토를 토 로 아래와 같은

안 성평가 차를 확정하 다.

1. 기사건 선정:운 시 발생 가능한 험도 분석 자연 인간실수로 인

한 험도 분석

2.사고경 분석:사건수목 분석을 통한 사고 개에 따른 평가를 한 시나리오

구성과 고장수목 분석을 통한 확률평가 평균 확률을 이용한 분류 선별

기 용

3.사고 시나리오 선정:선별기 용을 통한 사고시나리오 선정

4.안 성 평가:작업자 일반 에 한 피폭선량 리스크 평가

기사건은 개념설계가 완성된 고 폐기물 처분 시스템(A-KRS)의 설계 자료

[4-3]를 기 로 하여 정성 안 성평가 방법론인 험도 운 성 분석 (HAZOP)

방법론을 용하여 선정하 다.

사고경 분석을 해서는 사건수목 분석 (ETA;EventTreeAnalysis)방법론을

채택하 다.사건수목 분석에서는 기사건 사고완화를 한 시스템의 작동여부

를 통한 사건수목 개를 통하여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한다.사건수목 분석을 한

도구로는 원 의 확률론 안 성 평가를 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한

AIMSPSA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CONPAS를 선정하 다[4-10]. 한 각 사건

수목의 분기별 확률평가를 해서는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을 용하여 평가하 으

며 고장수목 분석을 한 도구로는 AIMSPSAManager에 포함되어 있는 KwTree

을 활용하여 평가가 가능하다[4-10].

사고경 분석을 통해 구성된 사고 시나리오 일부는 용기나 핵연료 피복 의

건 성이 유지되어 방사성 물질의 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작업자나 일반 에게

방사선 피폭을 야기하지 않는다. 한 사건수목 구성을 통해 구성된 시나리오의 일

부는 발생확률이 무 작아서 피폭선량 평가에서 제외되기도 한다.즉,사건수목 분

석을 통하여 구성된 사고 시나리오는 일정기 이상의 사고 시나리오에 해서만

안 성평가를 수행하는데 일반 으로 사고 발생확률이 1x10
-6
이하일 경우에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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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수행하지 않는다.이와 같은 선별 기 을 용하여 피폭선량 평가가 필요한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안 성 평가 항목인 피폭선량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 으로 처분시설의 사고로 인한 안 성평가 항목은 작업자나 일반 에

한 방사선 피폭선량을 의미한다.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는 피폭선량을 야기하는 피

폭경로를 선정하여 각 피폭경로별 한 피폭선량 평가 방법론을 용하여 평가하

게 된다.피폭선량 평가를 한 도구로는 다양한 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으며 평

가 목 에 맞는 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RSAC

(RadiologicalSafetyAnalysisCode)[4-11]를 피폭선량 도구로 선정하여 활용하

다.

1)사건수목 분석 도구

사건수목 분석 도구인 CONPASETEditor(ConEdit)는 Windows환경 하에서 작

동되는 사건수목 편집기(eventtreeeditor)이다.Windows의 장 인 다 창(multiple

windows),마우스를 이용한 선택,메뉴(menu)를 이용한 명령수행 기능 등을 기본

으로 가지고 있어 편리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CONPASET Editor의 제

화면은 그림 4.12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ConEdit의 기본 기능은 사건수목을 입력하

고,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

그림 4.12.CONPASETEditor 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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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수목을 화면에 표시하고,이로부터 직 정상사건(heading),사건경 (event

sequence) 분기 (branch)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다.

l 사건수목을 화면에 표시하고,이로부터 직 정상사건(heading),사건경 (event

sequence) 분기 (branch)등을 입력 수정할 수 있다.

l 여러 개의 창을 이용한 사건수목의 편집이 가능하다.

l 사건수목에 포함된 정상사건,사건경 분기 들의 특성을 표 형태로 제공한

다.

l 사건수목을 구성하는 각각의 사건들에 한 확률 값들이 히 입력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l WYSIWYG(WhatYouSeeIsWhatYouGet)기능을 구 하여,화면에 보이는

그 로를 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l 사건수목에 해,사건이름이나 사건수목에 한 설명 확률 값 등과 같이 사

용자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사항들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다.

사건수목 분석 도구의 사건수목 편집기는 File,Edit,Display,Options,Window,

Help등과 같은 6개의 주 메뉴 (mainmenu)를 가지고 있으며,이들은 각각 여러

개의 하부메뉴(submenu)를 지니고 있다.실제 모든 작업은 이 하부메뉴들에 의하

여 이루어지고,그들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l File메뉴:File메뉴의 기능은 사건수목 일을 운용하거나,만들어진 일을 인

쇄하는 등의 사건수목 일에 련된 기능들을 수행한다.File메뉴는 여러 개의

하부메뉴로 구성되어 있다.주요 하부 메뉴로는 새로운 사건수목 생성 메뉴,기

존 사건수목을 불러오는 메뉴,사건수목 편집기 종료 메뉴,사건수목 장 메뉴,

사건수목 출력을 한 메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l Edit메뉴:Edit기능은 사건수목을 편집하고 그 결과를 검할 때 사용된다.하

부메뉴는 편집특성에 따라 정상사건,분기 ,사건경 ,그리고 제목과 입력된

확률을 검하는 부분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자가 마우스로 어

느 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속성이 작업 가능한 메뉴(enabledmenu)와 작

업 불가능한 메뉴(unablemenu)의 두개 하나의 상태가 결정된다.즉 사용자

가 정상사건 부분을 선택하면 분기 작업은 할 수 없고 분기 역을 선택하

면 정상사건 역은 작업할 수 없다.이는 사건수목 편집 시 사용자의 편이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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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기 하여 마련된 기능이다.

l Display메뉴:Display메뉴의 기능은 스크린 상에서 사건수목의 속성을 선택

으로 보여주고 사건수목에 한 모든 정보를 보여 으로써 사건수목을 편집하고

검할 때 편의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하부메뉴는 사건수목 자체를 제어하는

부분과 스크린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l Options메뉴:Options메뉴의 기능은 사건수목에 한 특별한 정보를 일 으

로 처리하거나 MS-Access 로그램을 이용하여 사건수목 데이터베이스를 생성

시키는 것이다. 자의 기능은 KET 와 KDT KCT 경우만 용되며 후자의

경우는 모든 종류의 사건수목에 공통 으로 용된다.특히 후자의 경우는 필요

할 경우 재사용을 하여 사건수목 정보를 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l Interface메뉴:이 메뉴는 사건수목 편집창에서 편집한 사건수목에 해,포함된

사건경 들에 한 확률 값을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오거나 는 편집한

사건수목을 고장수목 논리(faulttreelogic)형태로 변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l Window 메뉴:Window 메뉴의 기능은, 사건수목의 직 인 편집보다는,작업

역에 있는 여러개의 사건수목을 다양한 형태로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일반 으로 사건수목은 정상사건(Heading),여러개의 분기 (branch)들 각각의

분기 에 한 확률 값과 여러개의 분기 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사건경

(sequence)들을 표시하게 되고 그림 4.13은 임의의 기사건에 해 구성된 사건수

목을 보여 다.

그림 4.13.임의의 기사건에 한 사건수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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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어, 기사건으로 균열(leak)이 발생한 경우,4번째 사건경 는 [균열발견

성공],[균열격리 실패] [균열의 성장]등과 같은 정상사건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때 4번째 사건경 의 발생 가능성은 포함된 사건경 들의 분기 들에 한 확률

값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ConEdit는 이러한 사건수목을 사건수목 편집기의 상단에 제공되는 다양한 메뉴들

을 통해 편집할 수 있고,그림 4.14는 선택된 사건수목 일인 SAMP1.KET에 포

함된 사건수목을 보여 다.그림 4.1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재 작업 인

사건수목의 일이름은 활성창이 최 화(maximize)되었을 때나 보통상태 (normal)

일 때는 작업 역 상단부분(window caption)에 나타나며,최소화(minimize)되었을

경우에는 작업 역 하단부분에 아이콘 형태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ConEdit에서 제공하는 사건수목 편집 창은 상단의 사건수목 정상사건 역, 앙

의 분기 역 우측의 사건경 역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분기

역 하단부분에는 사건수목 자체를 스크린 좌우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수평

이동 (horizontalscrollbar)이 있으며 사건경 역 오른쪽 끝에는 사건수목을 상

하로 이동시키는 수직 이동 (verticalscrollbar)이 있다.

사건수목 정상사건 역에는 일련의 정상사건(heading)들이 상자(box)형태로 표

시되며,분기 역에는 정상사건들의 성공이나 실패로 인한 사건의 진행을 이진

수목(binarytree)형태로 보여 다. 한 사건경 역에서는 정상사건들에 한

사건경 결과를 설명하기 해,사건경 의 일련번호(SEQ #)와 사건경 에 한

확률값(FREQ),PDS# Comment등과 같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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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SAMP1.KET에 포함된 사건수목.

2)고장수목 분석 도구

KwTree는 Windows환경 하에서 작동되는 고장수목 편집기 (faulttreeeditor)이

다[10].Windows의 장 인 다 창 (multiplewindows),마우스를 이용한 선택,메

뉴 (menu)를 이용한 명령수행 기능 등을 기본 으로 가지고 있다.KwTree의 기본

기능은 고장수목을 입력하고,수정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들을 가지

고 있다.

l 고장수목을 출력과 동일한 양식으로 화면에 표시하고,이로부터 직 입력 수정

할 수 있다.

l 여러 개의 창을 이용한 고장수목의 편집이 가능하다.

l 고장수목에 포함된 사건 (게이트 기본사건)들의 특성을 표 형태로 제공한다.

l 고장수목의 논리를 검하기 해,선택된 사건을 참(true)으로 만든 후,각 게이

트의 참/거짓을 검할 수 있다.

l WYSIWYG(WhatYouSeeIsWhatYouGet)기능을 구 하여,화면에 보이는

그 로를 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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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KwTree에서 편집된 고장수목에서,원하는 게이트에 한 정량화를 최소단 군

생성 로그램인 Kcut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

l 고장수목을 수평 는 수직 방향으로 개할 수 있고,사건이름,사건종류 사

건설명 등과 같이 원하는 사항만 화면에 표시가 가능하며,표시된 각각의 고장

수목들에 한 자유로운 크기조 확 축소가 가능하다.

l KwTree는 KIRAPDatabase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장수목 사건들의

내용을 Database로 장할 수 있으며,Database로부터 사건들의 내용을 가져

올 수 있다. 한 Database에 장된 Basedata를 이용하여 고장수목 내에서

새로운 사건을 생성할 때 고장률을 자동 으로 가져올 수 있으며, 한 모든 사

건들의 고장률을 일 으로 갱신할 수 있다.

고장수목 분석 도구인 KwTree는 File,Edit,Window 3개의 주 메뉴 (main

menu)를 가지고 있으며,이들은 각각 여러 개의 하부메뉴(submenu)를 지니고 있

다.실제 모든 작업은 이 하부메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그들의 주요 특성은 다

음과 같다.

l File메뉴:File메뉴에는 하부메뉴(sub-menu)로 New File,OpenFile,Insert

File,SaveFile,Import,Export PageSetup을 가지고 있다.KwTree는 하나

의 일만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따라서 New File항목이나 OpenFile항목을

수행하기 해서는 기존에 작업 이던 내용을 장하고 고장수목 편집창을 닫

아야 한다.만일 여러 개의 일을 가지고 작업하려면 여러 개의 KwTree를 수

행시키면 된다.

l Edit메뉴:Edit메뉴에는 하부메뉴(sub-menu)로 AddEvent,AddEventfrom

List,EditEvent,CutEvent,PasteEvent를 가지고 있다.이 하부메뉴들을 활용

하여 실제 인 고장수목 구성이 이루어진다.이들을 활용하여 재 사건에 한

입력사건을 추가, 재 사건의 입력사건으로 기존에 있던 사건을 추가,사건편집

화상자를 통해 재 사건에 한 정보를 수정,Parent사건의 Child정보에서

재 사건을 삭제,KwTree자체 내의 Clipboard에 장된 사건을 재 사건의

Child로 추가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l 기타 편집 메뉴:기타 편집 메뉴에는 하부메뉴(sub-menu)로 ToggleTransfer,

MultiGatetoTransfer하부 메뉴를 가지고 있다.이들 하부 메뉴를 활용하여

재 사건을 이사건(transfer event)로 만들거나 해제하거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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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G(multipleoccurrencegate)를 이사건으로 만들 수 있다. 한,다른 고장

수목 소 트웨어로 구성된 고장수목을 읽어 들여 작업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3)피폭선량 평가 도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사고 시 기 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작업

자나 일반 의 피폭선량 평가를 해 RSAC(TheRadiologicalSafetyAnalysis

Computer Program) 코드를 선정하 다[4-11]. RSAC은 1960년 부터 Idaho

NationalEngineeringandEnvironmentalLaboratory(INEEL)에서 개발하 다.소

외 방출 평가코드인 MACCS코드와 유사하며 처분시설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 평

가를 해 DOE에서 사용하 다.

안 성 평가 코드인 RSAC-5는 방사성핵종의 기 방출 결과를 계산하여 핵분열

생성물의 선원항,시설로부터 환경으로 이동하는 경로 의 방사 붕괴 바람방향

으로 확산시의 방사능량 그리고 피폭선량을 각각 계산하여 호흡 섭취경로에 따

른 내부피폭을 계산할 수 있으며 지표면과 륨 이동에 따른 감마선에 따른 외부피

폭을 계산하여 100km까지 용할 수 있다.RSAC-5의 장 은 임계사고시 반무한

모델의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유한 륨 모델을 동하여 륨에 의한 감마 피폭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에 있다.RSAC-5는 개인용 컴퓨터에 쉽게 설치하여

작업할 수 있으나 DOS창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단 이 있다.RSAC-5 로그

램의 구성 자료입력 화면은 그림 4.15에 도시된 바와 같다. 재는 Windows

Version인 RSAC-7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RSAC-5를 활용하여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한 주요 입력자료는 Series형태로

정의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사용 목 에 맞는 입력자료 Series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주요 입력자료 Series는 아래와 같다.

-1000Series:FissionProductInventoryCalculation

-2000Series:DirectRadionuclideInput

-5000Series:MeteorologicalDataInput

-7000Series:Internal/ExternalDoseCalculation

-9000Series:CloudGammaDoseCalculation

RSAC-5의 수행을 한 주요 동작 메뉴는 File,Edit,Utilities,UsingandAS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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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File이 있으며 각 동작 메뉴에는 각각 여러 개의 하부 동작 메뉴들을 지니고

있다.실제 모든 작업은 이 하부 동작 메뉴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그들의 주요 특

성은 다음과 같다.

l File동작 메뉴:File동작 메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하 동작 메뉴들을 활용

하여 작업을 한 디 토리 지정,작업 제목 지정 입력,작업 결과 장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l Edit동작 메뉴:Edit동작 메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하 동작 메뉴들을 활용

하여 입력자료 Series를 선택하여 입력자료 지정,계산에 필용한 선택사항 지정,

계산 항목 선정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l Utilities동작 메뉴:Utilities동작 메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하 동작 메뉴들

을 활용하여 ASCIIInputFile을 작성하거나 입력자료를 화면에 표시하여 검증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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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RSAC-5구성 자료입력.

4)운반 안 성 평가 도구

방사성폐기물 운반 발생 가능한 사고로 인한 안 성 평가 도구로는

INTERTRAN2[4-12]를 선정하 다.이 로그램은 IAEA가 주도한 방사성 물질의

안 한 운반을 한 연구 로그램의 일환으로 완성된 로그램이다.이 로그램

은 IAEA회원국이면 구도 사용 가능하며 주요 모듈은 아래와 같다.

INTERTRAN2:이는 입력자료를 구성하고 리하며 INTERTRAN2-RT4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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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행하는 로그램

l INTERTRAN2-RT4:미국의 샌디아국립연구소에서 운반 안 성 평가를 해 개

발한 RADTRAN4.019를 PC에서 구동 가능하도록 수정한 운반 안 성 평가

로그램

l TRANSAT: 기확산 평가 로그램

l TICLD:개인 피폭선량 평가 로그램

l LHS:확률론 평가를 한 LHS(LatinHypercubeSampling) 로그램

INTERTRAN2를 구성하는 주요 메뉴는 아래와 같다.

l DatabaseMaiantenance:데이터베이스의 입력자료를 입력,수정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l View/EditCases: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계산을 한 입력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

l Calculations:실행 모듈인 INTERTRAN2-RT4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할 수 있

다.

l System:데이터베이스를 재구성하거나 기본 권장 입력 출력 자료를 생성하

는 폴더를 지정할 수 있다.

INTERTRAN2를 이용한 운반 안 성 평가를 한 주요 모델 계는 그림

4.16에 도시된 바와 같다.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INTERTRAN2를 이용하

여 평가할 수 있는 안 성 평가 항목으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일반 운반 에

발생하는 피폭선량,방사선과 무 한 사고 향,사고 발생시 작업 종사자 일반

에 한 방사선 피폭선량 리스크, 한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건강 향 리

스크 등이 있다.

INTERTRAN2를 이용하여 운반 안 성 평가를 수행하기 한 데이터베이스

인구 분포 구역에 한 사고 발생율을 지정하는 입력창,각 사고별 심각도를 지정

하는 입력창은 각각 아래의 그림 4.17과 4.18에 도시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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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INTERTRA2주요 모델 계.

그림 4.17.인구 분포 구역에 한 사고 발생율을 지정하는 입력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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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각 사고별 심각도를 지정하는 입력창.

한,IAEA에서 회원국들이 사용하는데 각 국가별 특징 인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하여 국가 특징 인 자료 입력창을 제공하는데 이는 그림 4.19에 도

시된 바와 같다.

그림 4.19.국가 특징 인 자료 입력창.



- 479 -

나.운 안 성 사례 평가

구축된 운 안 성 평가 체계의 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처분장의 지상시설

지하시설의 표 사고에 하여 안 성 사례 평가를 수행하 다. 한,운반 안

성 사례 평가를 통한 용성을 확인하기 하여 운반용기 운반 선박을 고려한

운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운반 발생 가능한 사고에 한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운반 경로로는 원 에서 월성까지로 가정하 으며 운반 안 성 평가 도

구로는 INTERTRA2의 핵심 평가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RADTRAN4.019의 최신

모델인 RADTRAN5.0[4-13]을 이용하 다.

1)지상시설 표 사건에 한 안 성 평가

처분장 지상 시설의 사건수목과 고장수목 분석 수행을 해,지상 시설에서 크

인으로 핵연료집합체 이송하는 도 낙하에 의한 기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로 가정

하 다.사고 경 로는 기사건 발생 이후 핵연료집합체 손상으로 인해 방사능 물

질이 출되고,일차 HVAC계통과 HEPA필터의 작동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를 제

시하 다.

사고경 빈도 평가에서 사용한 고장 확률 자료와 운반 수는 다음과 같다.보수

인 평가를 해 사용후핵연료 피폭 손상 괴 확률은 낙하가 발생하면 사용후

핵연료 피폭 은 괴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 크 인 낙하율:5.6e-5 drops/lift(NUREG-1774를 기반으로 가정된 값)
[4-14]

-운반되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수:12000/yr

-크 인 손상 확률:5.65drops/lift*12,000lift/year=0.672drops/year

-사용후핵연료 피폭 손상 괴 확률:1(가정)

사고 경 는 해 (Hazards)와 기사건 그리고 기사건 발생 후 완화계통의 고

장을 고려하여 개발하 다.본 분석에서 가정한 사고 경 는 이동 선반에서 핵연료

집합체를 운반 에 핵연료집합체를 떨어뜨려 피복재에 손상이 발행하여 방사성 물

질이 방출되고 이를 완화시키는 HVAC계통과 HEPA 필터의 작동 여부에 따른 사

고 경 이다.개발된 사고 경 는 아래 그림 4.20의 사건수목과 같고,계통 고장에

한 분석은 고장수목을 이용하여 분석하 으며 이는 그림 4.21와 4.22에 도시된 바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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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 1,ADTC-1은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고 결과

가 OK

-사고경 2,ADTC-2는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일차 HVAC시스

템이 성공한 후 일차 HEPA 필터가 성공하여 일반 과 외부 근무 인력에

게 희유가스가 방출되는 사고

-사고경 3,ADTC-3는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일차 HVAC시스

템이 작동성공 후 일차 HEPA 필터가 실패하여 일반 과 외부 근무 인력

에게 희유가스와 입자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

-사고경 4,ADTC-4는 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일차 HVAC시스

템이 작동 실패하여 시설 내부 근무인력에게 희유가스와 입자 방사성 물질

이 방출되는 사고

고장수목 분석에서 HVAC계통은 정상 방출 송풍기(Normalexhaustfan)과 여분

방출 송풍기(redundantexhaustfan)으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 고,HEPA 필터는

A,B두 개의 필터로 구성된 계통을 가정하여 분석하 다.고장수목 분석 결과 고

장 확률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HVAC고장 확률:8.063e-5(고장수목 분석)

-HEPA필터 고장 확률:1.201e-5(고장수목 분석)

그림 4.20.사건수목 분석 논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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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일차 HVAC시스템 고장에 한 고장수목 분석.

그림 4.22.일차 HEPA필터 시스템

고장에 한 고장수목 분석.

아래 그림 4.23은 원 PSA 코드 AIMS와 FTREX[4-15]를 활용하여 사건수목

ADTC에 한 정량화를 수행한 결과이다.원 PSA에서는 사건수목의 최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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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노심손상 하나로 분류하므로 상기코드에는 사건 수목의 최종 상태에 따른 분류

기능은 없는 상태이다.

그림 4.23.ADTC정량화 결과 (FTREX사용).

사건수목 고장수목 분석을 통해 구성된 사고 시나리오에 한 피폭선량 평가

를 해 선택된 가압경수로형(PWR) 가압 수로형(CANDU)발 소의 기 사

용후핵연료를 구성하는 방사성동 원소와 재고량은 표 4.7에 요약된 바와 같다.

기 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 평가를 해 방사성동 원소는 입자,희유가스,침

물 (Crud),가스,요오드,삼 수소의 핵종그룹으로 구분하 다.피폭선량 평가는 사

고 시나리오 3을 고려하 다.즉,핵연료집합체의 손상이 발생하고 일차 HVAC시

스템이 작동성공 후 일차 HEPA 필터가 실패하여 희유가스와 입자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는 사고에 하여 일반 에 한 피폭선량을 평가하 다.

방사선원항 평가를 해 손상율은 보수 인 평가를 해 1로 가정하 으며 방사

성물질 특성에 따른 기 방출분율,호흡 분율은 표 4.8에 요약된 바와 같다.시

스템의 출경로인자는 일반 으로 핵연료 피복재의 경우 1.0,운반용기나 처분용기

의 경우 0.1,건물의 경우 1.0,HEPA 필터의 경우 2.0 10
-4
값을 갖는다.그러나,

사고 시나리오 3의 경우,HEPA 필터의 작동이 실패한 경우이므로 HEPA 필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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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 원소
재고량 핵종그룹

방사성

동 원소
재고량 핵종그룹

PWR CANDU PWR CANDU

H-3 6.22E+022.52E+02 삼 수소 Ba-137m 1.17E+052.03E+04 입자

Mn-54 8.05E-031.93E-03 입자 Ce-141 3.39E-182.35E-18 입자

Fe-55 1.70E+001.58E+00 침 물 Ce-144 2.49E+031.00E+03 입자

Co-58 4.23E-101.54E-10 침 물 Pr-144 2.49E+031.00E+03 입자

Co-60 6.07E+013.09E+01 침 물 Pr-144m 3.49E+011.40E+01 입자

Kr-85 7.45E+031.36E+03 희유가스 Pm-147 3.00E+041.11E+04 입자

Sr-89 4.92E-103.65E-10 입자 Pm-148m 6.98E-151.26E-15 입자

Sr-90 8.58E+041.46E+04 입자 Sm-151 5.03E+026.50E+01 입자

Y-90 8.58E+041.46E+04 입자 Eu-154 5.62E+033.38E+02 입자

Y-91 7.73E-085.62E-08 입자 Eu-155 1.40E+032.11E+02 입자

Zr-95 1.52E-061.05E-06 입자 U-232 3.80E-021.24E-04 입자

Nb-95 3.34E-062.32E-06 입자 U-233 3.99E-058.44E-07 입자

Ru-103 4.21E-142.81E-14 입자 U-234 1.22E+001.72E-03 입자

Rh-103m 4.20E-142.80E-14 입자 U-235 1.75E-024.78E-03 입자

Rh-106 5.72E+031.72E+03 입자 U-236 3.53E-014.82E-02 입자

Ru-106 5.72E+032.81E-14휘발성가스U-238 3.12E-013.31E-01 입자

Sn-123 7.10E-044.26E-04 입자 Pu-238 4.85E+037.14E+01 입자

Sb-125 1.71E+034.20E+02 입자 Pu-239 3.78E+021.59E+02 입자

Te-125m 4.17E+021.03E+02 입자 Pu-240 6.10E+022.27E+02 입자

Te-127 1.36E-038.10E-04 입자 Pu-241 1.25E+052.47E+02 입자

Te-129 5.12E-193.68E-19 입자 Am-241 1.86E+032.47E+02 입자

Te-129m 7.99E-195.74E-19 입자 Am-242m 1.26E+013.17E-01 입자

I-129 4.31E-027.76E-03 요오드 Cm-242 1.18E+012.91E-01 입자

Cs-134 2.15E+041.21E+03휘발성가스Am-243 4.04E+015.36E-01 입자

Cs-137 1.24E+052.15E+04휘발성가스Cm-244 4.64E+031.14E+01 입자

표 4.7.기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성동 원소 재고량(Ci/MTU)

한 출경로인자 값은 1.0이 된다.이와 같은 가정에 의한 가압경수로형(PWR)

가압 수로형(CANDU)발 소의 기 사용후핵연료에 한 지상시설에서의 낙하

사고시 방사선원항 평가 결과는 표 4.9에 요약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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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종류 기 방출분율 호흡 분율

입자 3.0 10-5 5.0 10-3

발성가스 2.0 10
-4

1

침 물 (Crud) 1.5 10
-2

1

희유가스 0.3 1

요오드 0.3 1

삼 수소 0.3 1

표 4.8.PWR사용후핵연료 기 방출분율 호흡분율

핵종 PWR(Ci)CANDU(Ci) 핵종 PWR(Ci)CANDU(Ci)

H-3 1.87E+00 7.55E-01 Pr-144m 4.47E-06 4.21E-06

Mn-54 1.03E-09 5.79E-10 Pm-147 3.84E-03 3.32E-03

Kr-85 9.54E+00 4.07E+00 Pm-148m 8.94E-22 3.77E-22

Sr-89 6.30E-17 1.10E-16 Sm-151 6.45E-05 1.95E-05

Sr-90 1.10E-02 4.38E-03 Eu-154 7.20E-04 1.01E-04

Y-90 1.10E-02 4.38E-03 Eu-155 1.79E-04 6.32E-05

Y-91 9.90E-15 1.69E-14 U-232 4.86E-09 3.71E-11

Zr-95 1.94E-13 3.16E-13 U-233 5.10E-12 2.53E-13

Nb-95 4.29E-13 6.97E-13 U-234 1.56E-07 5.16E-10

Ru-103 5.37E-21 8.42E-21 U-235 2.24E-09 1.43E-09

Rh-103m 5.37E-21 8.41E-21 U-236 4.53E-08 1.45E-08

Rh-106 7.32E-04 5.16E-04 U-238 3.99E-08 9.94E-08

Sn-123 9.09E-11 1.28E-10 Pu-238 6.21E-04 2.14E-05

Sb-125 2.18E-04 1.26E-04 Pu-239 4.83E-05 4.76E-05

Te-125m 5.34E-05 3.08E-05 Pu-240 7.80E-05 6.80E-05

Te-127 1.74E-10 2.43E-10 Pu-241 1.60E-02 7.41E-05

Te-129 6.54E-26 1.10E-25 Am-241 2.37E-04 7.41E-05

Te-129m 1.02E-25 1.72E-25 Am-242m 1.62E-06 9.50E-08

Ba-137m 1.50E-02 6.08E-03 Cm-242 1.51E-06 8.73E-08

Ce-141 4.35E-25 7.05E-25 Am-243 5.16E-06 1.61E-07

Ce-144 3.18E-04 3.01E-04 Cm-244 5.94E-04 3.43E-06

Pr-144 3.18E-04 3.01E-04

표 4.9.기 사용후핵연료의 지상시설에서의 사고 시 방사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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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선량 평가를 해 처분장 부지는 월성으로 가정하 다.평균 풍속은 월성 부

지의 일 년간 기상자료를 토 로 평가된 값으로 2.87m/sec이며 보수 인 결과를

얻기 해 방출은 지상 1m에서 방출된다고 가정하 다.강수에 의한 침 은 고려하

지 않았다. 한,보수 인 결과를 얻기 하여 기안정도는 립으로 가정하 으

며 륨 상승은 고려하지 않았다.혼합층 고도는 400m로 가정하 으며 공기 도

값으로는 1.099×103g/m3을 이용하 다.

지표면 침 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를 한 침 속도는 할로겐 원소의 경우에는

0.01m/sec,나머지 원소들은 0.001m/sec로 가정하 으며 희유가스는 침 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 다.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선량 평가를 한 호흡률은 3.34x10
-4
m
3
/sec로 가정하 으

며 선량인자 (Dose Coefficient)는 RSAC-5에서 기본값으로 이용하고 있는

ICRP-30[4-16]에 의한 값을 이용하 다.방사성 풀륨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평가는

무한 근사를 이용하 다.

RSAC코드에서는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은 23개의 신체 장기에 한 향

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한,내부 피폭선량 평가를 한 선량인자는 FGR(Federal

GuidanceReport)보고서 번호 11번[4-17]에 기술된 선량인자가 이용된다.외부 피

폭선량도 23개의 신체 장기에 한 향을 고려하여 평가된다.외부 피폭선량 평가

를 한 선량인자는 FGR(FederalGuidanceReport)보고서 번호 12번[4-18]에 기

술된 선량인자가 이용된다.

PWR CANDU의 기 사용후핵연료의 낙하사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를 한

RSAC-5코드의 입력자료는 표 4.10에 요약된 바와 같다.이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PWR CANDU의 기 사용후핵연료의 낙하사고 시 호흡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

별 피폭선량,지표면에 침 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피폭선량,방사

성 륨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외부 피폭선량은 각각 표 4.11∼4.13,4.14∼4.16

에 요약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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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R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평가 CANDU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평가

표 4.10.RSAC-5코드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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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3.05E-04 1.49E-04 6.10E-05 3.40E-05 1.84E-05 5.82E-06

SIWALL 4.26E-11 2.08E-11 8.52E-12 4.76E-12 2.57E-12 8.14E-13

ULIWALL 3.08E-08 1.50E-08 6.16E-09 3.44E-09 1.86E-09 5.88E-10

LLIWALL 7.39E-08 3.61E-08 1.48E-08 8.25E-09 4.45E-09 1.41E-09

GONADS 2.62E-05 1.28E-05 5.25E-06 2.93E-06 1.58E-06 5.01E-07

BREASTS 7.08E-11 3.45E-11 1.42E-11 7.90E-12 4.27E-12 1.35E-12

BONESUR 4.12E-04 2.01E-04 8.23E-05 4.60E-05 2.48E-05 7.86E-06

RMARROW 1.33E-04 6.51E-05 2.67E-05 1.49E-05 8.04E-06 2.55E-06

LIVER 1.75E-04 8.56E-05 3.51E-05 1.96E-05 1.06E-05 3.35E-06

STISSUE 4.26E-07 2.10E-07 8.80E-08 4.99E-08 2.75E-08 9.15E-09

OTHER 1.61E-08 7.87E-09 3.22E-09 1.80E-09 9.72E-10 3.08E-10

CEDE 1.04E-03 5.09E-04 2.09E-04 1.16E-04 6.29E-05 1.99E-05

표 4.11.PWR기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호흡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피폭선량

(Sv)

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5.28E-08 2.58E-08 1.06E-08 5.90E-09 3.18E-09 1.01E-09

STOMACH 2.44E-08 1.19E-08 4.87E-09 2.72E-09 1.47E-09 4.65E-10

SINT 2.23E-08 1.09E-08 4.46E-09 2.49E-09 1.34E-09 4.25E-10

ULINT 2.61E-08 1.27E-08 5.21E-09 2.91E-09 1.57E-09 4.98E-10

LLINT 2.40E-08 1.17E-08 4.80E-09 2.68E-09 1.45E-09 4.58E-10

TESTES 1.47E-07 7.19E-08 2.95E-08 1.65E-08 8.89E-09 2.82E-09

BREAST 8.30E-08 4.05E-08 1.66E-08 9.26E-09 5.00E-09 1.58E-09

SKELETON 1.51E-08 7.36E-09 3.02E-09 1.68E-09 9.09E-10 2.88E-10

REDMARR 5.25E-08 2.56E-08 1.05E-08 5.86E-09 3.17E-09 1.00E-09

THYROID 1.68E-08 8.18E-09 3.35E-09 1.87E-09 1.01E-09 3.20E-10

KIDNEYS 2.61E-08 1.28E-08 5.23E-09 2.92E-09 1.58E-09 4.99E-10

LIVER 2.48E-08 1.21E-08 4.96E-09 2.77E-09 1.49E-09 4.73E-10

SPLEEN 2.40E-08 1.17E-08 4.80E-09 2.68E-09 1.45E-09 4.58E-10

ADRENALS 2.54E-08 1.24E-08 5.08E-09 2.84E-09 1.53E-09 4.85E-10

PANCREAS 2.13E-08 1.04E-08 4.25E-09 2.37E-09 1.28E-09 4.06E-10

SKIN 6.41E-07 3.13E-07 1.28E-07 7.16E-08 3.86E-08 1.22E-08

BRAIN 2.78E-08 1.35E-08 5.55E-09 3.10E-09 1.67E-09 5.30E-10

THYMUS 2.79E-08 1.36E-08 5.58E-09 3.11E-09 1.68E-09 5.33E-10

BLADDER 2.49E-08 1.21E-08 4.98E-09 2.78E-09 1.50E-09 4.75E-10

MARROW 2.96E-08 1.45E-08 5.93E-09 3.31E-09 1.79E-09 5.66E-10

HEART 2.45E-08 1.19E-08 4.89E-09 2.73E-09 1.47E-09 4.67E-10

OVARIES 9.83E-08 4.80E-08 1.97E-08 1.10E-08 5.93E-09 1.88E-09

UTERUS 2.17E-08 1.06E-08 4.33E-09 2.42E-09 1.31E-09 4.14E-10

EXTEDE 5.02E-07 2.45E-07 1.00E-07 5.60E-08 3.02E-08 9.58E-09

표 4.12.PWR기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지표면에 침 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

요 신체 장기별 피폭선량(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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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3.75E-09 1.78E-09 7.04E-10 3.82E-10 2.01E-10 6.30E-11

STOMACH 1.73E-09 8.21E-10 3.24E-10 1.76E-10 9.25E-11 2.89E-11

SINT 1.55E-09 7.38E-10 2.91E-10 1.58E-10 8.30E-11 2.60E-11

ULINT 1.83E-09 8.70E-10 3.43E-10 1.86E-10 9.80E-11 3.06E-11

LLINT 1.69E-09 8.03E-10 3.16E-10 1.72E-10 9.04E-11 2.83E-11

TESTES 1.05E-08 4.99E-09 1.97E-09 1.07E-09 5.63E-10 1.76E-10

BREAST 5.79E-09 2.76E-09 1.09E-09 5.91E-10 3.12E-10 9.76E-11

SKELETON 1.09E-09 5.18E-10 2.04E-10 1.11E-10 5.86E-11 1.84E-11

REDMARR 3.83E-09 1.82E-09 7.19E-10 3.90E-10 2.06E-10 6.44E-11

THYROID 1.17E-09 5.56E-10 2.19E-10 1.19E-10 6.25E-11 1.96E-11

KIDNEYS 1.83E-09 8.69E-10 3.42E-10 1.86E-10 9.78E-11 3.06E-11

LIVER 1.75E-09 8.32E-10 3.28E-10 1.78E-10 9.37E-11 2.93E-11

SPLEEN 1.71E-09 8.12E-10 3.20E-10 1.74E-10 9.15E-11 2.87E-11

ADRENALS 1.85E-09 8.79E-10 3.47E-10 1.88E-10 9.92E-11 3.10E-11

PANCREAS 1.50E-09 7.16E-10 2.82E-10 1.53E-10 8.06E-11 2.52E-11

SKIN 3.78E-08 1.86E-08 7.79E-09 4.42E-09 2.43E-09 8.08E-10

BRAIN 1.97E-09 9.35E-10 3.69E-10 2.00E-10 1.05E-10 3.30E-11

THYMUS 1.92E-09 9.12E-10 3.59E-10 1.95E-10 1.03E-10 3.21E-11

BLADDER 1.76E-09 8.36E-10 3.30E-10 1.79E-10 9.43E-11 2.95E-11

MARROW 2.14E-09 1.02E-09 4.02E-10 2.18E-10 1.15E-10 3.61E-11

HEART 1.72E-09 8.19E-10 3.23E-10 1.75E-10 9.23E-11 2.89E-11

OVARIES 7.01E-09 3.34E-09 1.31E-09 7.14E-10 3.76E-10 1.18E-10

UTERUS 1.53E-09 7.26E-10 2.86E-10 1.55E-10 8.19E-11 2.56E-11

EXTEDE 3.58E-08 1.70E-08 6.72E-09 3.65E-09 1.92E-09 6.03E-10

표 4.13.PWR 기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방사성 륨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외부 피폭선량(Sv)

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4.67E-05 2.28E-05 9.35E-06 5.22E-06 2.82E-06 8.92E-07

SIWALL 2.46E-11 1.20E-11 4.93E-12 2.75E-12 1.48E-12 4.70E-13

ULIWALL 1.23E-08 5.99E-09 2.45E-09 1.37E-09 7.40E-10 2.34E-10

LLIWALL 2.95E-08 1.44E-08 5.89E-09 3.29E-09 1.78E-09 5.62E-10

GONADS 5.23E-06 2.55E-06 1.05E-06 5.84E-07 3.15E-07 9.99E-08

BREASTS 4.09E-11 2.00E-11 8.18E-12 4.56E-12 2.47E-12 7.81E-13

BONESUR 8.23E-05 4.02E-05 1.65E-05 9.19E-06 4.96E-06 1.57E-06

RMARROW 2.74E-05 1.34E-05 5.49E-06 3.06E-06 1.65E-06 5.24E-07

LIVER 3.55E-05 1.73E-05 7.10E-06 3.96E-06 2.14E-06 6.78E-07

STISSUE 1.72E-07 8.49E-08 3.55E-08 2.01E-08 1.11E-08 3.69E-09

OTHER 2.28E-09 1.11E-09 4.56E-10 2.54E-10 1.37E-10 4.35E-11

CEDE 1.98E-04 9.65E-05 3.95E-05 2.21E-05 1.19E-05 3.78E-06

표 4.14.CANDU기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호흡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피폭선량(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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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1.01E-084.93E-092.02E-091.13E-096.09E-101.93E-10

STOMACH 4.65E-092.27E-099.29E-105.19E-102.80E-108.87E-11

SINT 4.22E-092.06E-098.45E-104.71E-102.55E-108.06E-11

ULINT 4.96E-092.42E-099.91E-105.53E-102.99E-109.47E-11

LLINT 4.56E-092.22E-099.11E-105.09E-102.75E-108.70E-11

TESTES 2.85E-081.39E-085.69E-093.18E-091.72E-095.44E-10

BREAST 1.63E-087.95E-093.26E-091.82E-099.82E-103.11E-10

SKELETON 2.95E-091.44E-095.90E-103.29E-101.78E-105.63E-11

REDMARR 1.00E-084.88E-092.00E-091.12E-096.03E-101.91E-10

THYROID 3.22E-091.57E-096.44E-103.59E-101.94E-106.15E-11

KIDNEYS 4.99E-092.44E-099.99E-105.57E-103.01E-109.54E-11

LIVER 4.73E-092.31E-099.45E-105.27E-102.85E-109.02E-11

SPLEEN 4.58E-092.24E-099.16E-105.11E-102.76E-108.75E-11

ADRENALS 4.88E-092.38E-099.75E-105.44E-102.94E-109.31E-11

PANCREAS 4.04E-091.97E-098.07E-104.50E-102.43E-107.71E-11

SKIN 2.61E-071.27E-075.21E-082.91E-081.57E-084.98E-09

BRAIN 5.27E-092.57E-091.05E-095.88E-103.17E-101.01E-10

THYMUS 5.32E-092.59E-091.06E-095.94E-103.21E-101.02E-10

BLADDER 4.75E-092.32E-099.51E-105.31E-102.86E-109.08E-11

MARROW 5.80E-092.83E-091.16E-096.47E-103.50E-101.11E-10

HEART 4.65E-092.27E-099.29E-105.19E-102.80E-108.87E-11

OVARIES 1.87E-089.11E-093.74E-092.08E-091.13E-093.57E-10

UTERUS 4.12E-092.01E-098.24E-104.60E-102.48E-107.87E-11

EXTEDE 9.68E-084.73E-081.94E-081.08E-085.84E-091.85E-09

표 4.15.CANDU 기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지표면에 침 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별 피폭선량(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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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m)

신체 장기
200 300 500 700 1,000 2,000

LUNGS 1.55E-097.39E-102.92E-101.59E-108.37E-112.63E-11

STOMACH 7.14E-103.40E-101.34E-107.29E-113.85E-111.21E-11

SINT 6.41E-103.05E-101.20E-106.54E-113.45E-111.08E-11

ULINT 7.57E-103.60E-101.42E-107.72E-114.07E-111.28E-11

LLINT 6.98E-103.32E-101.31E-107.13E-113.76E-111.18E-11

TESTES 4.34E-092.07E-098.16E-104.44E-102.34E-107.35E-11

BREAST 2.40E-091.14E-094.51E-102.46E-101.30E-104.07E-11

SKELETON 4.50E-102.15E-108.49E-114.62E-112.44E-117.67E-12

REDMARR 1.59E-097.55E-102.98E-101.62E-108.55E-112.68E-11

THYROID 4.83E-102.30E-109.07E-114.93E-112.60E-118.15E-12

KIDNEYS 7.55E-103.60E-101.42E-107.71E-114.07E-111.28E-11

LIVER 7.23E-103.44E-101.36E-107.39E-113.90E-111.22E-11

SPLEEN 7.06E-103.36E-101.33E-107.21E-113.81E-111.19E-11

ADRENALS 7.65E-103.64E-101.44E-107.82E-114.12E-111.29E-11

PANCREAS 6.22E-102.96E-101.17E-106.36E-113.35E-111.05E-11

SKIN 1.61E-087.95E-093.32E-091.88E-091.04E-093.45E-10

BRAIN 8.13E-103.87E-101.53E-108.30E-114.38E-111.37E-11

THYMUS 7.92E-103.77E-101.49E-108.08E-114.26E-111.34E-11

BLADDER 7.27E-103.46E-101.37E-107.43E-113.92E-111.23E-11

MARROW 8.85E-104.22E-101.67E-109.08E-114.79E-111.51E-11

HEART 7.12E-103.39E-101.34E-107.27E-113.83E-111.20E-11

OVARIES 2.90E-091.38E-095.45E-102.96E-101.56E-104.90E-11

UTERUS 6.31E-103.01E-101.19E-106.45E-113.40E-111.07E-11

EXTEDE 1.48E-087.06E-092.79E-091.52E-098.00E-102.51E-10

표 4.16.CANDU 기 사용후핵연료 낙하사고 시 방사성 륨에 의한 주요 신체 장기

별 외부 피폭선량(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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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C-5코드를 이용하여 평가한 PWR CANDU의 기 사용후핵연료의 낙하

사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는 표 4.17에 요약된 바와 같다. 한,1,000m 이내

의 피폭선량 평가 결과는 각각 그림 4.24과 4.25에 도시한 바와 같다.내부피폭은

호흡에 의한 내부 피폭선량을 의미한다.외부피폭은 지표면 침 에 의한 외부 피폭

선량,방사성 륨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방사성 륨 감마선에 의한 외부 피폭

선량의 합이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낙하 사고로 인한 일반 에게 미치는 피폭선량은 부분 호

흡에 의한 내부피폭에 기인한다. 한,PWR CANDU기 사용후핵연료의 낙하

사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를 비교하면,PWR 기 사용후핵연료의 낙하 시

훨씬 많은 피폭선량을 야기한다.이는 PWR CANDU 기 사용후핵연료의 노심

재고량의 차이에 기인한다.따라서,PWR사용후핵연료의 취 시 많은 주의가 필

요하다.

보고서에서는 방법론 정립 운 안 성 평가체계 구축을 한 제 계산의 일

환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가장 보수 인 결과이다.향후 구체 인 평가를 해서는

정확인 자료의 입수 활용이 필요하다.

피폭선량

거리 (m)
내부피폭 (Sv) 외부피폭 (Sv) 합 (Sv)

PWR CANDU PWR CANDU PWR CANDU

200 1.04E-03 1.98E-04 5.40E-07 1.12E-07 1.04E-03 1.98E-04

300 5.09E-04 9.65E-05 2.64E-07 5.43E-08 5.09E-04 9.65E-05

500 2.09E-04 3.95E-05 1.08E-07 2.22E-08 2.09E-04 3.96E-05

700 1.16E-04 2.21E-05 6.04E-08 1.23E-08 1.17E-04 2.21E-05

1,000 6.29E-05 1.19E-05 3.27E-08 6.64E-09 6.29E-05 1.19E-05

2,000 1.99E-05 3.78E-06 1.04E-08 2.10E-09 1.99E-05 3.78E-06

표 4.17.RSAC-5를 이용한 피폭선량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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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PWR기 사용후핵연료 낙하 사고 시 거리별 피폭선량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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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CANDU기 사용후핵연료 낙하 사고시 거리별 피폭선량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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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하시설 표 사건에 한 안 성 평가

지하시설에 한 제 PSA 수행을 해 그림 4.26과 같은 일반 인 처분용기를

운송하고 장하는 운 과정을 분석하 다.폐기물 취 시설 지역은 지상 시설로

분류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지하시설로 분류하 다.

그림 4.26.일반 처분용기 운송과 장 운 과정.

로 분석된 사건은 폐기물 처분용기 이송 지역의 시설 내에서 운반 차량과 연

된 사고 경 로,사건수목은 그림 4.27과 같이 표 된다.

그림 4.27.운반차량과 연 된 사건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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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폐기물과 기사건 그룹에 한 사고 경 는 다음 7개로 설명된다.

-사고경 1:처분용기 격납과 차폐가 모두 건 한 상태를 유지 ("OK" 는

noradiationexposure)

-사고경 2:처분용기 격납은 손상되지 않았지만 차폐 변형으로 인해 직

인 노출(directexposure)유발

-사고경 3:처분용기 격납이 실패하고,캐니스터 격납은 건 하지만,운반차

량 차폐 변형으로 인해 직 인 노출 유발

-사고경 4:처분용기와 캐니스터 격납에 실패하고 HVAC격리가 유지되고,

moderator의 입(intrusion)방지하여 여과된 방사성핵종이 출됨

-사고경 5:처분용기와 캐니스터 격납에 실패하고 HVAC격리는 유지되지

만,감속재의 입(intrusion)방지에 실패하여 여과된 방사성핵종이 출되

고 핵임계에도 요함.

-사고경 6:처분용기e와 캐니스터 격납 HVAC격리 모두 실패하고 감

속재의 입(intrusion)은 방지되어 여과되지 않은 방사성핵종이 출

-사고경 7:처분용기와 캐니스터 격납 HVAC격리 모두 실패하고 감속

재의 입(intrusion)방지에도 실패하여 여과되지 않은 방사성핵종이 출되

고 핵임계에도 요함.

사고 시나리오가 같은 여러 개의 기사건이 하나의 기사건 그룹으로 분류되어

분석된다.그림 4.27의 사건수목으로 개되는 기사건은 아래와 같이 5개이다.

1)운반차량 에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처분용기에 향을 (1.95e-3/wp).

본 분석에서는 이 기사건에 의한 사고빈도를 평가한다.그러므로 기사건

빈도는 1.95e-3/wp*12,268wp/운 기간=23.9회/운 기간이 됨.

2)운반차량에 재를 하는 동안 처분용기를 떨어뜨림

3)운반차량이 시설 내의 구조물이나 장비와 충돌하여 처분용기에 향을 .

4)운반차량 차폐문이 갑자기 닫 서 처분용기에 향을 .

5)시설 차폐문의 닫힘 는 고장으로 인해 처분용기에 향을 .

와 같은 기사건 확률값은 고장수목 분석 는 경험 자료를 통하여 평가된다.

본 보고서의 제 분석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YuccaMountainPSA 분석에서 사용

한 데이터이다[4-4]YuccaMountain처분장의 경우 지하시설 운 12,068개의

처분용기가 운송되는데,보수 으로 12,268개 처분용기가 운송된다고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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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건 확률값은 처분용기당 값으로 평가되므로 각 처분장에 운송되는 처분용기

수를 곱해서 빈도를 평가한다.

사건수목의 표제로 나타난 사고 완화 계통( 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WP.이 사건은 기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방사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처분

용기의 성공 는 실패로 표 한다.이 사건의 실패는 처분용기의 격납 기능

상실을 의미한다.이 사건의 고장 확률은 기사건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며,

피동기기 고장 분석(PEFA;passiveequipmentfailureanalysis)에 의해 결정

된다.본 보고서에서는 운반차량에서의 처분용기 충돌에 따른 고장 확률값인

1.0e-8을 사용했다.

-CANISTER.이 사건은 기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처분용기에 충격이 가해진

후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캐니스터의 성공 는 실패로 표 된다.격

납기능의 실패는 캐니스터 격납 방벽에 틈이 생기면 출이 발생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간략한 근사에 따르면,처분용기의 손상 발생 하에 캐니스터 손

상의 조건부 확률은 1이 된다.

-SHIELDING.차폐 실패는 방사성 물질의 직 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

미한다.처분용기와 캐니스터의 덮개,운반차량의 차폐 구조물(차폐문 포함)

은 뚫리거나 어떤 충격 는 열 도 (thermalchallenges)에 의해 붕괴 가

능한 방사능 차폐를 제공한다.지하시설 분석에서 처분용기와 캐니스터는 보

수 으로 차폐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운반차량만이 방사능 차폐

를 제공한다.그러므로,이 완화 계통은 기사건에 의한 충격 후 운반차량

차폐 기능의 성공 는 실패로 표 된다.이 사례에서 차폐 실패는 충격으로

인한 운반차량 차폐 지능 하의 정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본 보고서에서

는 고장 확률값으로 1.0e-5을 사용하 다.

-CONFINEMENT.이 완화계통은 기사건 후 HEPA 여과 공 을 해 계속

인 HVAC시스템의 성공 는 실패로 표 된다.이 기능의 성공을 해서

는 구조물의 건 성 유지뿐만 아니라 HVAC시스템에 연 된 기기들의 기

능이 유지되어야 한다.기능 실패는 HEPA 여과계통에 의해 완화되지 않는

잠재 공 출을 야기한다;이 경우 출은 비여과 출로 간주된다.

HVAC 계통의 고장 확률은 FT 분석을 통해 평가된다.본 분석에서는

HVAC 계통의 보조계통인 기계통은 성공이라는 가정 하에 평가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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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값은 2.053e-2이다(HVAC의 missiontime:720시간, 기 트 인 B는

360시간으로 가정).

-MODERATOR.이 완화계통은 캐니스터에 틈이 생겼다는 조건 하에 액체 감

속재가 캐니스터의 갈라진 틈으로 삽입되는 조건부 확률로 표 된다.조건부

고장 확률은 모든 형태의 폐기물과 기사건에 한 동일하다.감속재 기능

의 실패는 헥임계 측면에서 민감한 사고 종결로 결정된다.감속재 사건의 확

률값은 캐니스터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본 분석에서는 캐니스터가 손상을

입는 사고 경 에서는 고장 확률을 1로 가정하 다.

사고경 분석 결과는 그림 4.28에 도시된 바와 같다.사고경 1은 처분용기

캐니스터의 건 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차폐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사성물질의

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나머지 사고경 는 처분용기나 캐니스터의 건 성

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차폐 이상이 발생하여 방사성 물질의 출이 발생하는 사고

경 이다.각 사고경 의 발생확률은 참고문헌의 자료를 활용하 으나 향후 신뢰도

자료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정확한 발생확률의 추정이 필요하다.외

국 처분시설의 안 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심지층 처분장의 사고로 인한 일반인의

방사선 피폭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지하시설의

사고로 인한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는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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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사고 경 분석 결과 (HeavyLoadDroponTEV).

3)운반 안 성 평가

운반 시나리오 구성을 해서 2가지 운반용기를 고려하 다. 즉 24개 사용후핵

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TN12-XLH와 12개의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한국

형 KN-12인데 이들의 주요 특징은 아래의 표 4.18에 요약된 바와 같다.본 연구에

서는 가상의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 치를 월성으로 가정하 으며 발

소에서 이 간 장시설까지의 운반 시 리스크를 평가하 다.따라서,운반 수단으

로는 선박을 이용하며 운반에 이용되는 주요 선박의 특징은 아래의 표 4.19에 요약

된 바와 같다.운반 시나리오는 운반용기 2종류와 운반용 선박 2종류인 INF2와

INF3를 고려하여 구성하 으며 매년 발 소의 사용후핵연료 472개를 운반하

는 것으로 가정하 다.이와 같은 가정에 의해 구성된 운반 시나리오는 표 4.20에

요약된 바와 같다.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건강 향 리스크 평가를 한 방사선원은

표 인 핵연료인 17×17Vantage5H 핵연료에 해 연소도 45GWD/MTU,냉각

기간 7년을 가정하여 ORIGEN-ARP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결과는 표 4.21에 요

약된 바와 같다.리스크 평가 시 고려한 운반 시 발생 가능한 사고로는 충돌,화재,

침수 침몰이며 각각의 사고 발생확률로는 충돌의 경우에는 6.22×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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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s/km,화재의 경우에는 6.59×10
-8
accidents/km,침수 침몰의 경우에는

4.78×10-7accidents/km이다[4-19,4-20,4-21].리스크 평가는 미국의 SNL에서 개

발한 RADTRAN을 이용하 으며 리스크 평가를 한 여러 가지 기본 자료들은

해 미국의 DOE에서 발행한 “DOE Handbook on Transportation Risk

Assessment”에서 인용하 다[22].

TNInt.CaskTN24-XLH KoreanCaskKN-12

Loadedweight(tons)

125.6(transport)

116.4(handling)

119(storage)

83

Dimensions(m) ⌀2.935×L7.013 ⌀1.942×L4.809

Capacity 24spentfuelassemblies 12spentfuelassemblies

Status
Licensedandoperated

(inFrance)-IAEA96

Licensedandoperated

(inKorea)

표 4.18.운반용기 주요 특징

선박 종류 기

INF1선박
Shipswhicharecertifiedtocarrymaterialswithanaggregate

radioactivitylessthan4.000TBq

INF2선박

Shipswhicharecertifiedtocarryirradiatednuclearfuelorhigh-level

radioactivewasteswithanaggregateradioactivitylessthan2×10
6
TBq

andshipswhicharecertifiedtocarryplutonium withanaggregate

radioactivitylessthan2×10
5
TBq

INF3선박

Shipswhicharecertifiedtocarryirradiatednuclearfuelorhigh-level

radioactivewastes,andshipswhicharecertifiedtocarryplutonium

withnorestrictionontheaggregateradioactivityofthematerials

표 4.19.INF선박의 주요 특징

시나리오 운반용기 운반용기 수 선박 연간 운반횟수

시나리오-1 TN24-XLH 5 INF2ship 4

시나리오-2 TN24-XLH 20 INF3ship 1

시나리오-3 KN-12 10 INF2ship 4

시나리오-4 KN-12 40 INF3ship 1

표 4.20.운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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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동 원소

제고량 (Ci/MTU) 방사성

동 원소

제고량 (Ci/MTU)

PWR CANDU PWR CANDU

H-3 6.22E+02 2.52E+02 Ba-137m 1.17E+05 2.03E+04

Mn-54 8.05E-03 1.93E-03 Ce-141 3.39E-18 2.35E-18

Fe-55 1.70E+00 1.58E+00 Ce-144 2.49E+03 1.00E+03

Co-58 4.23E-10 1.54E-10 Pr-144 2.49E+03 1.00E+03

Co-60 6.07E+01 3.09E+01 Pr-144m 3.49E+01 1.40E+01

Kr-85 7.45E+03 1.36E+03 Pm-147 3.00E+04 1.11E+04

Sr-89 4.92E-10 3.65E-10 Pm-148m 6.98E-15 1.26E-15

Sr-90 8.58E+04 1.46E+04 Sm-151 5.03E+02 6.50E+01

Y-90 8.58E+04 1.46E+04 Eu-154 5.62E+03 3.38E+02

Y-91 7.73E-08 5.62E-08 Eu-155 1.40E+03 2.11E+02

Zr-95 1.52E-06 1.05E-06 U-232 3.80E-02 1.24E-04

Nb-95 3.34E-06 2.32E-06 U-233 3.99E-05 8.44E-07

Ru-103 4.21E-14 2.81E-14 U-234 1.22E+00 1.72E-03

Rh-103m 4.20E-14 2.80E-14 U-235 1.75E-02 4.78E-03

Rh-106 5.72E+03 1.72E+03 U-236 3.53E-01 4.82E-02

Ru-106 5.72E+03 1.72E+03 U-238 3.12E-01 3.31E-01

Sn-123 7.10E-04 4.26E-04 Pu-238 4.85E+03 7.14E+01

Sb-125 1.71E+03 4.20E+02 Pu-239 3.78E+02 1.59E+02

Te-125m 4.17E+02 1.03E+02 Pu-240 6.10E+02 2.27E+02

Te-127 1.36E-03 8.10E-04 Pu-241 1.25E+05 1.80E+04

Te-129 5.12E-19 3.68E-19 Am-241 1.86E+03 2.47E+02

Te-129m 7.99E-19 5.74E-19 Am-242m 1.26E+01 3.17E-01

I-129 4.31E-02 7.76E-03 Cm-242 1.18E+01 2.91E-01

Cs-134 2.15E+04 1.21E+03 Am-243 4.04E+01 5.36E-01

Cs-137 1.24E+05 2.15E+04 Cm-244 4.64E+03 1.14E+01

표 4.21.사용후 핵연료 방사선원(Ci)

각각의 운반 시나리오에 해 사고별로 평가한 집단선량 리스크는 표 4.22에 요

약된 바와 같다.이 시나리오-4가 가장 높은 리스크 값을 보이는데 이는 운반용

기 용량이 으며 이로 인하여 운반횟수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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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나리오 충돌 화재 침몰 침수

1 3.29E-07 3.48E-08 2.53E-07

2 1.89E-07 2.00E-08 1.45E-07

3 5.39E-07 5.71E-08 4.14E-07

4 1.89E-07 2.00E-08 1.45E-07

표 4.22.선박 운송 시 사고로 인한 집단선량 리스크(Person-Sv)

도로 운반 시 사고로 인한 안 성 평가를 해 랑스의 원자력발 소와 재처리

시설간의 사용후핵연료 운반에 사용되는 동일한 트 일러가 운반에 이용된다고 가

정하 다.이 트 일러는 사용후핵연료 운반을 해 특수 설계된 트 일러로써 견

인차(tractor)와 8 는 9축 트 일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반 도 의 열 달을

해 방수포가 운반용기를 덮고 있다고 가정하 다.

운반 도 에 발생 가능한 사고로는 충돌과 화재를 선정하 다.이들 사고의 발생

확률은 2000년과 2005년 사이의 사고 발생건수와 운행 거리를 고려하여 평가하 으

며 결과는 충돌 화재 사고에 해 각각 9.52×10
-7
accidents/km와 5.70×10

-8

accidents/km이다.

이들 사고에 해 RADTRAN5.0을 이용하여 평가한 표 4.23에 요약된 바와 같다.

선박을 이용한 운반 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충돌에 비해 화재

의 경우가 낮은 집단 피폭선량 리스크 값을 보인다.이는 동일한 방출 분율을 이용

하 지만 충돌에 비해 화재의 발생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한,TN-24운반용기를

이용한 경우가 KN-12를 이용한 경우보다 낮은 집단 피폭선량 리스크 값을 보인다.

이는 TN-24운반용기를 이용한 경우의 연간 운반 횟수가 KN-12를 이용한 경우의

약 반 정도로 기 때문이다.따라서,선박을 이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간 운

반횟수가 운반 안 성 평가에 미치는 매우 요한 인자임을 알 수 있다.따라서,연

간 운반횟수가 가장 많은 CANDU 사용후핵연료를 AKDC-CANDU 운반용기를 이

용하여 운반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집단 피폭선량 리스크 값을 보인다.

사고 운반용기 충돌 화재

TN-24 9.77E-07 5.85E-08

KN-12 1.16E-06 6.93E-08

AKDC-CANDU 1.07E-04 6.41E-06

표 4.23.도로 운반 시 사고로 인한 집단선량 리스크(Person-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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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소에서 월성 인근에 치한다고 가정한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로의

선박운반에 한 운반용기 운반 선박을 고려한 4개의 시나리오에 해 사용후핵

연료의 운반 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평가하고 비교하 다. 한,트 일러를 이용

한 도로 운반 시 충돌 화재 사고에 하여 각각 다른 운반용기를 고려한 연간

운반 횟수를 고려하여 평가한 운반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평가결과에 의하면 운반횟수가 많고 운반용기가 을수록 리스크가 크게 나타나

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해 매우 낮은 리스크 값을 보여 다.이는 향후 운반비용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운반비용과 리스크를 고려한 운반 시나리오 최 화가 가능하

며 이를 한 기 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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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안)

지구 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따른 세계 인 에 지 문제의 유일한 안으

로서 원자력의 지속 이용이 많은 심의 상이 되고 있다. 마땅한 체 에 지

원이 없는 우리나라도 당분간 원자력에의 의존도를 차 늘리려고 하는 것이 정부

의 방책이다. 원자력의 지속 이용에 한 국민의 요구사항은 방사성폐기물의 안

한 리이며,이를 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경주에 건설 이다.

그러나 원자력 이용으로부터 발생된 방사능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사용후핵

연료에 한 정부의 정책은 여 히 불분명하다. 2016년을 후하여 각 원 부지

내의 사용후핵연료 임시 장이 포화가 상되어 간 장을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결정하겠다는 정도이다.즉,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최종 정책인 구처

분 일정 등의 장기 리 계획이 빠져있는 실정이다.

세계 으로 미국, 랑스,일본 등 원자력 이용이 활발한 선행국가들의 경우 수

십 년 에 자국의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을 설정하고 이를 실 하기 한 연구개

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1].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직 처

분을 한 연구가 1997년부터 수행되어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이 한국원자력연구원

에서 개발되어 제안되었으며[5-2],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력 에 지원

을 재활용하기 한 연구개발도 진행 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발생 황을 포함하여,고 폐기물 장기 리를

한 국가 리 원칙,고 폐기물 장기 리에 한 설문조사 결과,고 폐기물

로드맵, 구처분시 제안 등에 한 것을 요약하 다. 본 보고서의 목 은 향후

고 폐기물에 한 국가 리 로그램 작성에 필요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다.

1.고 폐기물과 사회 인식

가.사용후핵연료 발생량

국내에서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는 PWR 사용후핵연료,CANDU 사용후핵연료,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가 있다.

발생량 측면에서 PWR 사용후핵연료와 CANDU 사용후핵연료가 요하나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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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형태나 특성에 큰 차이가 있어 국가 리 로그램 작성에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CANDU 원자로에는 농축되지 않는 우라늄을 이용하고 있어,

CANDU 사용후핵연료에 남아 있는 핵분열성 원료물질이 PWR사용후핵연료에 비

해 은 것으로 단되어,이를 재활용하려는 노력은 크지 않다.

원자력의 확 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상되는 사용후핵연

료 발생량은 원자로 상 수명과 련된 시나리오에 따라 다양하게 측된다.

APR원자로의 수명을 60년,나머지 원자로의 수명을 40년으로 가정하 을 경우

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한 SFAPP 로그램을 이용하

여 측하 으며,그 결과를 표 5.1에 나타내었다.표 5.1에 나타난 바와 같이 APR

을 포함한 PWR형 사용후핵연료 상 발생량이 약 29,000tU,CANDU 사용후핵

연료가 약 16,000tU 정도로 추정된다. 한,CANDU 원자로의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상되는 CANDU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11,800tU으로 추정된다.

부지 노형 물량 (MTU)

고리

PWR 4,578

APR 6,438

합 11,016

PWR 4,943

울진

PWR 4,946

APR 6,438

합 11,384

월성

PWR 1,629

CANDU
15,732

11,808(30년 수명)

합 17,361

합계

PWR 16,096

APR 12,876

CANDU 15,732

총 합 44,704

표 5.1.32기 원자로로부터 상되는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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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회 인식 수용성 분석

원자력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리의 핵심은 험성 자체보다는 사

용후핵연료에 한 사회 인식 혹은 사회 수용성과 련된 것이다. 즉,사용후

핵연료를 처분하는 것이 과학 으로 험하지 않다는 것이 진실일지라도 이를 받아

들이는 사회가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면,별개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사회 인식 수용성을 조사하기 하여 우선 원자력과 사용후핵연

료에 한 이해가 있는 집단을 심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일반인을 상으

로 사회 인식에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해서는 문제의 복잡성 등 때문에 어

려움이 상되어 설문조사 상을 국한하 다.

고 폐기물 처분시 처분장 선정과정 등 련 정책 수립과 시나리오 수립

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여 문기 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2007년 11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참석자를 상으로 설문조사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식 조사)를 실시하여,257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하 다. 설문조사에 한 응답자 특성 분석 결과를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응답자 부분이 원자력계에 종사를 하고 있었으며,따라서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

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으로 단하 다.

그림 5.1.고 폐기물 리방안에 한 사회 수용성 조사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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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응답자를 상으로 고 폐기물 리 정책 수립 등과 련하여 9개의 문

항에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먼 ,①고 폐기물 처분정책 수립 시 가장

우선 인 문제에 한 응답 결과로는 ‘처분의 안정성’(63.8%)을 최우선으로 지 하

고 있으며,그 다음으로 ‘사회 수용성’(23.0%),‘재활용과 련된 국제 정치환

경’(7.8%)의 순으로 요하게 여기고 있었다(그림 5.2).3순 까지의 복수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처분안 성’,‘사회 수용성’,‘처분경제성’순으로 조사되었다.‘사회

수용성’의 경우 40 와 50 에서 요시 된 반면,‘처분경제성’은 30 에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5.2.고 폐기물 처분정책 수립 시 주요 고려요인에 한 설문조사 결과.

②고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에 해 응답자의 다수인

64.2%가 ‘원자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고 폐기물 처분에 한

책이 수립되어야 하며,해외에서도 장기간의 연구 사업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

려하여 시 히 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28.4%는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지만 서두르지 말고 장기 인 에서 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5.3). 원자력 련 산업계에서 시 히 책을 수립/시

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았으며,여자와 은 층일수록 장기 에서 근해

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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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고 폐기물 처분과 원자력 지속가능성의 련에 한 설문조사 결과.

③사용후핵연료 소외 간 장시설 건설을 가정할 경우, 간 장시설과 고

폐기물 처분장을 연계하는 것에 해 73.2%가 연계추진에 공감하고 있었다(그림

5.4). ‘실 으로 연계방안을 고려할 수 없다’는 의견은 20 에서 상 으로 높게

나왔으며,‘연계는 필요하나 동일부지에 건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은 50 에서 많

았다.

그림 5.4. 간 장시설과 고 폐기물 처분장의 연계에 한 설문조사 결과.

④고 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방법으로 가장 타당한 것에 해 53.3%가 ‘문

기 이 최 의 조건을 가진 후보지를 선정하고,해당 지자체 주민과 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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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최종 확정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으며,36.2%가 ‘문기 이 제시한 최소한의 부

지조건을 만족하는 지역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모집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선정하고,상세조사 후 최종 확정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그림 5.5). ‘지자

체/주민 의견 시 방식’은 원자력 련 지역 거주 혹은 연고자의 경우 높게 나타났으

며,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응답률을 보 다.원자력발 소 수명 종료 후 해당 부지

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 다.

그림 5.5.고 폐기물 처분부지 선정방법에 한 설문조사 결과.

⑤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시 결정시 고려 인자에 해 47.9%가 ‘사용

후핵연료 발생량‘을 가장 요한 인자로 지 하고 있으며,‘처분기술의 실증(시

)’(21.4%),‘발 소 수명(수명종료/해체시기)’(16.0%)등의 순서로 나타났다(그림

5.6).즉,처분장 필요성에 한 직 인자를 가장 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

었다.

그림 5.6.고 폐기물 처분장 건설시 결정시 요 고려 인자에

한 설문조사 결과.



- 509 -

⑥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시 의 경우 42.8%가 ‘부분의 가동 인 원

자력발 소의 수명기간이 종료되는 2040년경까지 비하고 간 장시설의 규모는

이에 따라 최소화하는 것’이 최 의 방안으로 인식하 다(그림 5.7). 34.6%는 ‘독립

인 간 장시설 없이 최 한 빨리 처분장을 건설하고,처분장 완공 시까지 발

소 내 용량을 확장하여 임시로 장하는 것’을 선호하 다. 20 의 경우 2040년경

까지를 선호하 으며,40,50 의 경우 최 한 빨리 건설하는 것을 상 으로 선호

하 다.

그림 5.7.고 폐기물 처분장 건설 시 에 한 설문조사 결과.

⑦고 폐기물 처분장 건설시 우려사항에 해 29.2%가 각각 ‘환경 괴 는 안

상의 우려’와 ‘단기 경제 손실보다 지역개발 제한으로 인한 장기 경제

손실’을 지 하 다(그림 5.8). 은 층의 경우 ‘환경 괴 는 안 상의 우려’에 높

게 응답하 으며,‘장기 경제 손실’에 해서는 40,50 가 높은 응답률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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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고 폐기물 처분정책에 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5.8.고 폐기물 처분장 건설시 우려사항에 한 설문조사 결과.

⑧고 폐기물 처분정책에 한 의견에 해 응답자의 다수인 75.5%가 ‘우리

나라도 지 고 폐기물 리정책을 수립하여 체계 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재

발 소의 안정 운 은 물론 건설에도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체계 인 고

폐기물 리정책 수립 사업추진이 시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그림 5.9).

‘상당기간 추이를 지켜본 후 정책/사업추진방향 결정‘은 학생/시민단체,원자력분야

종사 미경험자,20 에서 상 으로 높았다. 즉,원자력분야와 직 인 연 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시 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⑨고 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에 한 경제 지원방안에 해 33.1%가 정 지



- 511 -

원수 과 지원방법에 해 지 부터 연구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

며(그림 5.10),26.8%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정수 에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선정

방법과 상 지역의 윤곽이 드러난 후 결정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20.6%가 최소한 재 발 소를 운 하는 지역 는 처분장 수 의 경제

지원이 바람직하다.18.3%는 재 발 소를 운 하는 지역 는 처분장

수 보다 훨씬 더 큰 수 의 경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체 응답자의 59.9%는 즉각 결정보다는 최 의 지원방안 연구와 유치지

역 윤곽 결정 후 지원규모가 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하고 있는 반면,

38.9%는 재의 발 소 처분장 지원규모를 바탕으로 경제 지원규모

가 결정되는 것이 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5.10.고 폐기물 처분장 유치지역 지원방안에 한 설문조사 결과.

원자력분야 종사자 심의 응답자를 상으로 국내 고 폐기물 리 정책에

한 설문조사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폐기물 처분

정책은 ‘처분의 안 성’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폐기물 처분정책은 ‘장기

인 안목을 가지고 시 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폐기물 처분장은 ‘사용후핵

연료 발생량 장 황’을 고려하여 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간 장시설과 고

폐기물 처분장은 ‘동일부지 건설을 포함한 연계 추진’을 극 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문기 후보지 선정 후 지자체 의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하다.본격 인 연구를 통해 ‘정지원 수 과 지원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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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고 폐기물 장기 리 방안

가.기본원칙

고 폐기물 리 정책을 수립한 선행 국가들의 경우 련 법 등을 통해 자국의

고 폐기물 리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용후핵연료를 포함

한 고 폐기물 국가 리 원칙을 결정하여야 하나 아직 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

다. 부분의 국가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가 리 원칙은 IAEA에서 결정한 9가지

기본 원칙을 참고로 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고 폐기물 국가 리를 한 기본원칙으로서 다음의 3

가지를 제안하 다. 본 국가 리 기본원칙-① 재와 미래의 인간과 자연을 보호함

②고 폐기물 리비용은 원자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발생자가 부담함,③국내

발생 고 폐기물은 국내에서 리하며, 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한 연구를 수행함-은 본 과제의 의견이며,우리나라의 기본원칙은 좀

더 폭 넓은 공감 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리법 등을 통해 표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단된다.

나.고 폐기물 장기 리 방안 평가

원자력 발 을 이용하는 국가들의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은 직 처분과 습식

재처리를 이용한 재활용으로 구분되나,우라늄 자원의 고갈을 비하여 선진국을

심으로 다양한 재활용 기술의 개발 새로운 형태의 원자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 ,국내 환경 아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정하고 그들의 특성 비교자료를 검토하 다. 체 핵주기에 한

직 분석은 업무가 방 하여 최근 OECD/NEA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5-3]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NEA 보고서에서는 12가지 핵주기를 비교하 으나,본 연구에서

고려한 PWR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은 국내 환경에서 고려할만한 5가지이다.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재활용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이 어 직 처분만

을 고려하 다.

-사용후핵연료 간 장-직 처분 (S-1)

-사용후핵연료 간 장-습식재처리(PUREX)- 구처분 (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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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간 장-고온 건식처리-SFR- 구처분 (S-3)

-사용후핵연료 간 장- 장기 장(100년이내)- 구처분 (S-4)

-사용후핵연료 간 장-해외 탁재처리(습식)- 구처분 (S-5)

상기의 5가지 방안 , 장기 장의 경우 직 처분과 유사하며,해외 탁재처리

의 경우 습식재처리와 기술 특성이 유사하다.즉,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의 기술

특성은 3개 특성으로 축약될 수 있다.HLW 부피,우라늄 활용,폐쇄 후 방사선

량률 등은 습식재처리 혹은 고온 건식처리 후 두드러진 효과가 나타났으나 비용은

약간 더 추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을

선정하 다.표 5.2에 언 된 바와 같이 습식재처리의 경우 연구개발 측면뿐만 아니

라 사업 측면에서도 고려할 상이 아니었으며,해외 탁재처리의 경우도 연구

개발 측면에서 고려할 바가 되지 않았다.따라서 기술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외

환경을 고려할 경우,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으로서 직 처분(S-1)과 고온 건식처

리(S-3)를 선정하 다. 장기 장(S-4)의 경우 조건부 선정을 하여,이에 한 기

술 분석을 수행하 다.

PWR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을 그림 5.11과 같이 나타내었다. PWR 사용후핵

연료의 경우 재 개발 인 고온 건식처리(S-3)기술 개발의 추이를 고려하여,일

정 기간 동안 간 장을 수행하며,국가 정책에 따라 고온 건식처리로부터 발생하

는 고 폐기물의 구처분 혹은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S-1)을 수행한다고 간주

하 다. 본 연구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앙집 식 간 장,고온건식처리공정,

구처분 등이 동일 부지에서 수행할 경우 가장 효율 일 것으로 제안하 다.

구처분동굴의 일부를 사용후핵연료 간 장 시설의 일부로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

다.

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고온 건식처리 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아 직

처분(S-1)혹은 장기 장 후 처분(S-4)만이 고려 상이며,이에 한 장기 리

방안을 그림 5.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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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리방안 기술 특성 국내외 환경 고려여부

S-1 직 처분

•Fissilematerial재활용 어
려움

• 재 기술로 실 가능
•사용후핵연료 리비용 산
정의 기
•핵비확산성 등 보장

•미국,핀란드 사업화
단계

•부지확보와 안 성 실
증 어려움 상
•많은 국가들이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고려

고려

S-2습식재처리

• 랑스, 국 등에서 실용화
•HLW 열발생량 발생기
간 단축

•HLW 폐기물 부피 감소
•핵비확산성 보장 어려움

•일반 으로 직 처분
보다 고비용 상
•한반도비핵화 선언
•일본 로카쇼 재처리
공장 가동 비 완료

불가능

S-3
고온
건식처리

•국내에서 기술개발 단계
•미국에서 속핵연료 상
개발
•각국에서 2번째 방안으로
기술개발
•핵분열생성물 등 분리가 용
이하며,핵비확산성 유리
•SFR핵연료로 속우라늄
•HLW 부피의 획기 감소
가능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
상됨.독자개발에

한 정당성 확보 필요.
•개발 단계마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함
•기술실증이 향후 정책
결정에 필수

고려

S-4 장기 장

•비교 단순한 개념의 리
방안
•최종 처분 시 불필요한 투
자

•붕괴열 감소 효과 있음
• 반 기술 특성은 ‘직
처분’방안과 유사함

•발생자 부담 원칙 유
지가 어려움
• 리비용의 후손에
달 방안 필요

조건부
고려

S-5 탁재처리

•기술 특성은 ‘습식재처리’
방안과 동일함
•해외 수송에 따른 추가 비
용이 상됨.

•국제 신뢰가 우선되
어야 가능할 것으로
단

• 리비용은 증가할 것
으로 단
•HLW 구처분 문제
는 국내에 여 히 남
게 됨

실성이
떨어짐

표 5.2.국내 용 가능한 핵주기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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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PWR사용후핵연료 장기 리 방안.

그림 5.12.CANDU사용후핵연료 장기 리 방안.



- 516 -

3.정책 로드맵 구성

가.정책 로드맵 제안

사용후핵연료의 직 처분방식과 비교하여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을 고려하 을

경우 처분 에서 차이가 생기는 부분은 주로 공학 방벽이다.고 폐기물,처

분용기,완충재,뒷채움재 등으로 구성되는 공학 방벽과 련하여 가장 큰 차이

은 고 폐기물 자체와 처분용기이다. 새로운 물질로 구성되는 고 폐기물

특성에 맞추어 처분용기가 개발되어야 하고 기술 타당성을 실증하는 것이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 정책과 어울려 가장 요한 요소이다.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처분

에서 이에 하여 을 맞추어 로드맵을 작성하 다.

∙처분시설 상용화를 해서는 처분부지 확보가 가장 큰 제 조건이 될 수 있으

며,본 로드맵 작성에는 처분부지가 기에 확보된다는 가정아래 작성하 다.

따라서 처분시설 상용화 과정은 처분부지 확보 이 과 이후로 구분하 다. 처

분부지 확보 이 은 재활용 정책에 맞추어 필요한 요소기술 개발을 으로 작

성하 으며,처분부지 확보 이후에는 처분시설 건설 운 에 을 두어 작

성하 다.

∙요소기술 개발은 2020년까지 시스템의 개념설계 성능평가,실증 규모 시스템

제작,KURT를 이용한 방벽의 성능 실증으로 구분하 다.시스템 개념설계

성능평가는 재 진행 인 원자력 장기연구개발을 통해 5년에 걸쳐 수행하며,

막 한 비용이 상되는 실증 규모 시스템 제작 KURT를 이용한 방벽의 성

능 실증은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을 가정하 다.실증 규모 시스템 제작에

는 5년,KURT를 이용한 방벽의 성능 실증은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

로 간주하 다.

∙고 폐기물 처분시설 부지는 2020년 확보되어 부지특성조사가 시작될 경우,

부지암반특성 조사시설 건설 시운 을 포함한 기간은 20년을 고려하 다.

특히 부지특성조사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며,이에 한 요소기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CANDU 사용후핵연료와 PWR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한국

원자력연구원에서 제안한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설계에 이용하 던 냉각기간과

처분율을 고려하여 운 기간을 결정하 다.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운 은 2041년부터 25년 동안,PWR사용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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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의 직 처분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완료된 시 (2066년)부터 52

년 동안 2117년(PWR사용후핵연료 최종 발생연도 2077년 가정)까지 수행하고,

폐쇄 기간은 10년을 고려하 다.PWR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에 따른 고 폐

기물 처분도 동일한 기간을 가정하 다.이와 같은 가정 하에 고 폐기물 처

분사업을 수행하기 한 기술개발 처분시설 건설,운 ,폐쇄를 고려한 개략

인 일정을 제시하 다. 원 해체에 따른 고 폐기물 처분은 2051년부터

2090년까지 40년간 수행하는 것으로 고려하 다.

∙처분장 운 에 필요한 인력은 직 처분과 재활용 시나리오 두 경우 모두 동일

하다고 가정하 다. 연 인원은 한국형처분시스템 개념설계[5-2]에서 고려한

364명을 반 하 으며,건설기간(20년)동안에는 운 기간에 필요한 인력의

70%를,폐쇄기간(10년)동안에는 운 기간에 필요한 인력의 30%를 가정하 다.

처분시설 건설,운 ,폐쇄에 소요되는 산은 본 로드맵에서는 제시하지 않았

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설계,성능평가,안 성평가,성능 실

증을 2020년까지 완료하기 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그림 5.13에 별도로 나타내

었다.

○ 핵심 요소기술 개발:부지확보 이 까지

구분 2007-2009 2010-2012 2013-2015 2016-2018 2019-2020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및 

성능평가

·공학 방벽 설계

지하처분시설 설계

실증규모 

시스템 제작

처분용기/완충재 제작

취 시스템
처분시스템 제작

KURT를 활용한 

성능 실증

실증용 터 굴착

공학 방벽 성능 실증

취 시스템,운 시스템 등 종합
성능 실증

년도별 

인력정원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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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시설 운 :부지확보에서 폐쇄까지

구분 2020-2039 2040-2059 2060-2079 2080-2119 2120-2139

처분부지특성 

조사

·부지
확보

부지
특성
조사

처분시설 건설

진입
터

URL
처분터

단계별 처분터

처분시설 운영 

CANDUSpentFuel처분

PWRSpentFuel처분 (S-1)

이로공정 고 폐기물 처분
(S-3)

원 해체폐기물/장반감기 고 폐기물 처분

처분시설 폐쇄 폐쇄

년도별 

인력정원

(단위:명)

250명

(70%)
364명 364명 364명 110명

그림 5.13.고 폐기물 처분기술 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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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최 처분시 제안

사용후핵연료 리 정책은 핵연료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으나,

CANDU 사용후핵연료는 핵분열성 핵종의 농도가 비교 낮아 리 방법으로서 재

활용보다는 직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 단지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을 한 부

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이를 간 장하기 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의 간 장 기간 설정이 기술 측면에서 합리 인

가를 검토하 다.

사용후핵연료 리 정책과 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가장 심이 되는 요소는 안

성,경제성,이해당사자들의 수용성이다. 특히 정한 처분시 의 결정에 있어

사용후핵연료 고유의 안 성과 사용후핵연료 리 비용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과는

달리 사용후핵연료에는 반감기가 매우 긴 방사성 핵종들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사용후핵연료 리 문제는 세 이해당사자들의 세 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으

며,세 간 수용성 문제도 고려하여야 한다.특히 사용후핵연료 리 부담을 후세

에 부과하지 않는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폐기물 리 기본원칙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도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책임은 발생시킨 세 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5-4].최근 OECD/NEA에서는 고 폐기물 처분 일정을 결정하지 못한 회원국을

지원하기 한 로그램으로서 고 폐기물 처분 착수 시 을 결정하는 인자들을

분석하고 이에 한 연구결과를 발표하 다[5-5]. 이 연구에서는 처분시 결정에

향을 수 있는 인자를 도출하고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하고,각 인자들의 요도

를 분석하 다. 한 요한 연구결과의 하나로서 각국의 고 폐기물 처분 시

결정에 향을 주는 인자는 처분 련 기술, 한 처분 부지의 존재,장기 안 성

평가의 결과와 같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정치 수용성이 주요 인자임을

지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에서 국내에서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착수

시 3가지를 제안하고,각 방안에 따른 장단 을 검토하고,기술 측면에서 바람

직한 안을 선정하 다. 재 상황에서 고려하기 힘든 국제 공동 처분장 건설 등의

시나리오는 반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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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Type
Capacity

(MWe)

Construction
startedon

Operation
startedon

Operation

endsin

Wolsong-1 CANDU 679 '78.2 '83.4 2012

Wolsong-2 CANDU 700 '92.8 '97.7 2026

Wolsong-3 CANDU 700 '94.2 '98.7 2027

Wolsong-4 CANDU 700 '94.2 '99.10 2029

표 5.3.StatusoftheNuclearPowerPlantsattheWolsongsite

1)월성 부지 사용후핵연료 리 황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원자로의 수명과 직 비례 계가 성립된다. 1983년 월

성 1호기가 가동된 이래 월성 부지에는 재 4기의 CANDU원자로가 가동 이며,

략 연간 380tU의 비교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된다. 사용후핵연료 간

장 처분 착수 시 을 분석하기 하여 월성 부지에서 가동 인 4기 원자로의

황을 표 5.3에 나타내었다. 재 계획에 의하면 CANDU 원자로는 2030년경이면

운 이 모두 종료될 것으로 상된다. 한 월성 부지에는 사용후핵연료 임시 장

을 하여 콘크리트 사일로와 장 효율을 향상시킨 MACSTOR-400이 운 이

다. 이들 장시설과 가동 인 원자로의 수명을 40년으로 연장하 을 경우 월성

부지의 체 시설의 운 일정 등을 그림 5.14에 나타내었다. 1991년부터 운 되고

있는 월성 부지의 콘크리트 사일로의 수명도 2040년경이면 종료될 것으로 상된

다. 한 표 5.3에 주어진 바와 같이 원자로가 운 될 경우 상되는 CANDU 사

용후핵연료 발생량을 측한 결과(표 5.2참조:원 수명 30과 40년 경우에 해)

를 그림 5.15에 나타내었다. 그림 5.15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6년을 후로 재

의 월성부지 임시 장 용량을 과할 것으로 측되며,CANDU 사용후핵연료 총

발생량은 략 12,000tU정도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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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Theexpectedoperationperiodofthenuclearfacilitiesatthe

Wolsong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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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ThearisingsofCANDUspent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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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분시 결정 요인 분석

처분시 은 미래의 어느 때이건 계없이 결정될 수 있으나 기술 측면에서는

다음 3가지 방안이 유력하다. 즉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부지가 수월하게 확

보된다면 시 부터 비하여 기에 처분을 착수하는 안(제1안),월성 부지의 사

용후핵연료 건식 장 시설 수명이 완료되는 시 에 처분을 착수하는 안(제2안),건

식 장 수명 연장이 이루어져 2100년 이후로 처분시 이 미루어지는 안(제3안)을

비교하 다. 각 안을 비교하기 하여 기술 측면에서 사용후핵연료 특성을 분석

하 다.

방사성폐기물로서 사용후핵연료의 가장 요한 특성의 하나는 붕괴열이다. 붕괴

열은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들의 자연 붕괴 시 방출되는 방사

선에 의한 것으로,고 폐기물 처분시설 설계와 련하여 가장 요한 인자이다.

즉 처분시설 내에 효과 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해서는 붕괴열이 을수

록 바람직하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 에서 처분시 의

향을 분석하 다.그림 5.20은 ORIGEN-ARP 로그램을 이용하여 연소도 8,100

MWD/MtU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계산한 붕괴열을 나타낸 것이다



- 523 -

[5-6]. 그림 5.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은 원자

로로부터 방출된 기 10년 간 값이 크다. 즉,CANDU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간

장을 10년 이상 길게 하여도 처분 에서 붕괴열에 의한 이득이 거의 없음을 시

사하고 있다. 표 5.3에 의하면 CANDU 사용후핵연료 최종 발생연도는 2029년으로

단되며,이들 사용후핵연료조차 2040년 이후에는 붕괴열 감소량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리에 있어 요한 인자의 하나는 핵분열성 물질(주로 루토늄

동 원소)들의 핵비확산성이다. 비록 CANDU 사용후핵연료 의 핵분열성 물질의

농도는 매우 낮으나 안 하게 리해야 할 주요 물질이다. 핵비확산성 측면에서

처분시 을 분석하기 하여 루토늄 동 원소들의 농도 변화를 ORIGEN-ARP

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그림 5.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액티나이드 핵종

들인 루토늄 동 원소들의 반감기는 상 으로 길어 원자로에서 방출된 후 100

년이 지나도 붕괴열과는 달리 방사능이 크게 지 않고 있다. 이것은 사용후핵연

료의 간 장이 구처분보다 불리한 을 고려하면,가능한 빨리 처분하는 것이

핵확산 방지 측면에서 유리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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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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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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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Decayheatfrom CANDUspentfu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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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ChangeofradioactivityofPlutonium isotopes.

처분시 결정에 있어 실 으로 고려되어야 할 인자는 사용후핵연료 리비용

이다. 사용후핵연료 리비용은 간 장-운반- 구처분을 한 비용으로 구성되

고 있다. 리비용에 해 물가와 할인율이 동등하여 무시된다면 사용후핵연료 운

반비용과 구처분 비용은 처분 착수 시 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단지

간 장 비용의 경우 투자비와 운 비 모두 처분시 에 따라 크게 변할 것으로

상된다. 한수원의 계획에 의하면,2016년까지 월성 부지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임시 장 용량을 약 9,000톤 정도로 확장할 정이다[5-7,5-8]. CANDU 원자로

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경우 상되는 총 CANDU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약

12,000톤 정도이다.따라서 처분시설이 기에 건설된다면,CANDU사용후핵연료

만 간 장 용량은 임시 장 용량을 과한 3,000톤이다. 그러나 처분이 기에

이루어지지 않고,CANDU 원자로를 포함한 체 시설을 해체하게 되어 월성 부지

내의 CANDU사용후핵연료를 간 장 시설로 옮겨야 한다면,월성 부지에 임시

장 되어 있는 9,00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한 간 장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간 장 용량 9,000톤에 해당하는 투자비 증 가 상된다. 한 처분 시

이 연기됨에 따라 증가하는 기간만큼 간 장시설 운 기간이 증가하며,이에



- 525 -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운 비는 운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한다.즉,처분시 이 연

기되어 간 장이 장기화될수록 간 장 시설 투자비와 운 비의 증가가 상된

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방사성폐기물 리에 한 기본원칙에 의하면 사용후핵연료

리가 ‘후손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리비용은 2

년 단 로 재산정되며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비례한 부담 형태로 립되고 있

다. 표 5.3에 주어진 원 운 기간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듯이 CANDU사용후핵

연료 발생은 2000년부터 2030년 사이에 부분 발생하며, 부분의 부담 이 립

된다. 재 립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리 부담 은 2040년 경 CANDU사용후

핵연료의 처분시설이 운 될 것을 가정한 시나리오에 맞추어 리 비용을 추정하

고,부담 을 립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CANDU 원자로는 해체되고 처분 착

수 시 이 100년 정도 연기될 경우,추가되는 부담 을 후손에게 미루게 되어,사용

후핵연료 장기 장은 세 간 마찰 혹은 세 간 윤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최종 해법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연기될

경우 상되는 정치 ,사회 변동에 의한 립된 부담 을 유지하는 어려움도

상되고 있다. 특히 2100년 이후 처분시 이 연기될 경우에는 처분비용의 측에

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며,세 간 갈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처분시 이 연기될 경우 정 으로 고려되는 인자는 처분과 련된 새로운 기술

의 개발이다. 원자력계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장반감기 핵종들의 방사

능 문제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 하여 가속기나 고속로를 이용한 핵변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미래에 성공할 경우 사용후핵연료 의 장반감

기 방사능을 상당히 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 특성의 하나는 처분된 폐기물의 회수가능성(retrievability)을 도입하는 것이다.

폐기물을 처분 후 100년 정도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이런 경우 간

장이나 처분 모두 새로운 리 기술 개발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한다. 즉,

재 처분시스템 개념에서 회수성은 처분시설에 간 장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

이다.

앞 에 이미 언 된 바와 같이 고 폐기물 처분시 에 한 원자력계 종사자

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처분시 결정시 요 고려인자로서는 응답자의 47.9%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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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요한 인자로 지 하 으며,21.4%가 ‘처분기술의 실증’,16.0%가 ‘발 소 수

명’을 요 인자로 지 하 다. 한 고 폐기물 처분시 에 한 의견으로는

42.8%가 2040년경까지 비하기를,34.6%는 최 한 빨리 처분장을 건설하기를 원하

고 있었다. 환경 친화성 측면에서도 간 장의 경우 시설이 지표면에 노출되며,

규모의 면 을 차지하나, 구 처분시설의 경우 처분시설 운 이 끝나면 폐쇄하

여 원래 자연 상태를 복원하는 개념이다. 한 유럽공동체(EC,European

Community)국가들의 방사성폐기물 리 정책 비교에 한 연구결과[5-9]에 의하

면 핀란드,스웨덴,독일,스 스,네델란드,스페인 등 국가에서는 세 간 평등 원

칙 측면과 지속성 측면에서 고 폐기물의 구처분을 간 장보다 선호하고 있

다.

3)처분시 안 분석

처분시 안 분석을 하여 재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안 3가지를 검토

하 다. 일반 으로 처분부지가 확보된 후 심지층 처분시설의 건설에는 20여년의

기간이 필요한 장기 로젝트이다. 즉 2020년경까지 처분부지가 확보될 경우에도

2040년이 되어야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을 고려하

여 제1안으로 2040년 처분이 착수하는 안을 도출하 다. 제2안은 사회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간 장 착수시 이 2016년이며, 간 장 시설 상

수명이 50년임을 고려하여 2066년 처분시 을 제2안으로서 도출하 다. 제3안은

제2안을 통해 비된 간 장의 수명이 연장되어 처분시 이 2100년 이후로 미루

어지는 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처분시 결정 요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안에 한 검토를 하고 국내 실정에 바람직한 최 방안을 제안하 다.표 5.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기술 측면과 안 성 측면에서는 처분 시 이 빠를수록 좋았다.

간 장이 원 해체 후에도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세 간 마찰이 상되어,윤리

측면에서 우려되었다. 사용후핵연료를 리하기 한 기 의 리 측면에서는

기 의 립 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3가지 방안이 동일한 반

면, 간 장 기간에 비례하여 간 장 시설 건설비 운 비의 증가와 정치

안 성 등의 이유로 인한 기 의 유지가 우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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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안-2041년 제2안-2066년 제3안-2100년 이후

특징
• 2020년 처분부지 확보.

2041년 처분시설 운

• 2016년부터 50년간

간 장

• 2016년부터 50년간

간 장 후 35년간 간

장 연장

기술

측면

•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측면:3안 동일

• 핵비확산성 측면:가장

유리

• 새로운 기술의 개발:

회수성 도입으로 간

장과 동등.3안 동일

•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측면:3안 동일

• 핵비확산성 측면:약간

불리

• 새로운 기술의 개발:3

안 동일

•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측면:3안 동일

• 핵비확산성 측면:2안

보다 불리

• 새로운 기술의 개발:3

안 동일

안 성

측면

• 처분안 성:3안 동일

• 간 장 안 성: 리

기간 사용후핵연료

건 성 유지

• 처분안 성:3안 동일

• 간 장 안 성:사용

후핵연료 건 성 유지

에 의문. 간 장 자체

안 성 유지에 불리

• 처분안 성:3안 동일

• 간 장 안 성:장기

장 사용후핵연료

건정성 입증 필요. 간

장 자체 안 성 유지

에 매우 불리

경제

측면

• 간 장 용량 3,000톤

필요

• 간 장 용량 12,000톤

필요

• 간 장 용량 12,000

톤 추가에 운 기간 50

년 추가 상.가장 불

리

기

리

측면

• 기 립:3안 동일

(2030년 경 종료)

• 기 유지:가장 유리

• 기 립:3안 동일

(2030년 경 종료)

• 기 유지: 리기간

연장으로 약간 불리

• 기 립:3안 동일

(2030년 경 종료)

• 기 유지:매우 불리

윤리

측면

• 국제원자력기구 기본

원칙 충족

• 세 간 마찰 약간 우

려
• 국제원자력기구 기본

원칙에 어 남. 세

간 심각한 마찰 상

환경

친화성

• 처분시설 폐쇄 후,매

우 우수함

• 규모 시설의 지상 건

설로 불리

• 규모 시설이 장기간

지상 운 에 따라 환경

친화성 매우 불리함

원자력

지속성

• 원자로 해체, 간 장

시설 수명 등 상.가

장 유리.

• 신규 원 부지 확보가

어려운 을 고려하면,

신속한 원 해체가 요

구됨.불리.

•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불신 증 상.

매우 불리

처분부지

확보

• 윤리 측면 등으로

과의 화 착수 필요.

다른 안에 비해 비교

수월할 것으로 상

• 정치 측면에서 처분

부지 확보시 이 연기된

것일 뿐 근본 문제는

동일함.원 혜택이

단될 경우 부지 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상

• 처분부지 확보를 포함

한 처분사업 착수에

한 정당성 확보가 어려

움.매우 어려울 것으로

상됨.

종합 의견

•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정책 결단 필요.  한
사 방 원칙에도 합당
함

• 처분사업만 착수가 지연
됨으로써 간 장 물량
이 증하고, 리비용이
증가함.

• 2안과 동일하며,상황

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방안으로 세 간 갈등

이 더욱 심각할 것임.

표 5.4.ComparisonofthreechoicesfortheCANDUspentfueldisposalti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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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국내 사용후핵연료 재고량이 10,000톤을 넘어섰으나 아직 사용후핵연료 리를

한 국가 정책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사용후핵

연료 리 방안이 제안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바람직한

리 방안에 한 국가 리 로드맵을 비하 다.

제4차 력수 기본계획에 따른 32기 원자로 가동을 기 으로 사용후핵연료 발생

량을 측한 결과 PWR사용후핵연료 29,000톤,CANDU 사용후핵연료 16,000톤

으로 총 45,000MtU의 사용후핵연료가 상되었다.2007년 추계 한국방사성폐기물

학회 참여자를 주 상으로 수행된 사용후핵연료 리와 련된 9가지 항목에 한

설문조사 결과 고 폐기물 리 정책 수립 시 가장 우선 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처분의 안 성’이 그 다음으로 ‘사회 수용성’을 지 하 다. 한 고 폐기물

처분장이 필요한 시 으로는 가동 인 원자력발 소의 수명이 종료되는 2040년경

을 선호하 다.

국내 고 폐기물 장기 리 방안 비를 하여 먼 고 폐기물 기본 원칙을

3가지 제안하 다. 다양한 핵주기 국내에서 수행 가능한 5가지 핵주기에 한

장단 분석을 해외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 다. 장단 비교 결과를 통해 3가지

핵주기-사용후핵연료 직 처분,고온건식처리공정,장기 장 후 직 처분-를 선정하

고,이를 상으로 한 3가지 시나리오에 해 각각의 로드맵을 작성하 다.

한,고 폐기물 처분사업을 진행하기 한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제안

하 다. 원자력 발 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리 정책 결정에 큰 향을

미치고 있는 처분 착수 시 에 한 기술 검토를 통해 정 시 을 제안하 다.

PWR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재활용에 한 연구가

진행 이나,CANDU사용후핵연료의 경우에는 직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로 단

되어 이에 한 처분시 을 제안하 다.처분시 의 결정은 정치 ,사회 인자의

향이 클 것으로 상되나,본 논문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주로 기술 ,경

제 에서 분석하 다.붕괴열,핵비확산성, 간 장 비용,새로운 처분기술의

개발,원자력계 종사자들에 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주요 인자로 고려하여 분석하

다.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상되는 3가지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 (2041년,

2066년,2100년 이후)을 도출하 다.3가지 처분시 에 하여 선정된 주요 인자별



- 529 -

로 정량 혹은 정성 비교를 통하여 국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CANDU 사용후핵

연료 처분시 으로서 2041년을 제안하 다. 2066년과 2100년 이후 안은 모두 간

장 물량을 증 시킴으로써 리 비용을 증가시키며,후손에 부담을 뿐 별다른

장 을 찾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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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선진핵연료주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기술

1.개 요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항은 본보고서 63쪽의 식 (1.4)를 해석함으로써 원하는 시

에서의 값을 얻을 수 있다.그런데,식 (1.4)를 보면, 부분이 고유 물리상수이나,

성자속(Φ) 단일그룹 핵반응단면 (σ)은 핵연료가 연소되는 원자로 타입,집합

체 설계안(assemblydesign)에 따라 다르며,특히 성자속의 값은 핵연료 내에서

축방향 반경방향 치별로 다른 값을 나타낸다.그림 6.1은 울진 3호기 5주기에

서 7주기까지 연소한 U3HA03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 특성을 나타낸다.

이 사용후핵연료는 5주기 인 2003년 3월 1일에 그림 6.1의 (a) (b)에서 보듯이,

노심 외곽 쪽에 최 장 되어 463일 동안 연소하면서 19,604MWd/tU 만큼의 에

지를 방출하 으며,이때 비출력 값은 신핵연료이므로 핵분열성 물질이 많아 노

심평균 비출력(Watts/gU)값의 1.2배로 비교 고출력으로 연소하 다.약 한달의

방정비 기간 동안 자연붕괴 후,2004년 4월 5일에 시작된 6주기에는 노심 앙 쪽

에 장 되었으며,5주기에서 어느정도 연소가 진행되었으므로 노심 앙에 치하

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비출력 정도로 475일 동안 18,978MWd/tU 만큼 에 지를

방출하 다.마지막 주기인 7주기에서는 노심 외곽에 장 되면서 평균 비출력의 약

87% 출력으로 468일 동안 연소하면서 약 14,600MWd/tU의 에 지를 방출하고,최

종 으로 53,214MWd/tU의 방출연소도에 도달하면서 원자로에서 방출되었다.이와

같이 동일한 사용후핵연료라 할지라도 각 주기마다 연소되는 출력이 다르고 이는

곧 조사(irradiation)되는 성자속의 세기가 다름을 의미하므로 보다 정확한 사용후

핵연료의 방사선원항을 도출하기 해서는 해석시 용하는 연소이력 값을 최 한

실제 연소이력에 가까운 값을 용해야 한다.

각 주기마다 성자속이 다른 특성도 있지만 동일한 사용후핵연료 내에서도 축방향

반경방향 성자속이 치마다 다르다.그림 6.2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일반

인 축방향 연소 모형이다.연소가 진행됨에 따라 축방향 연소도 분포도 달라짐을

볼 수 있으며,한 다발의 사용후핵연료에 해 보다 정확한 방사선원항을 도출하기

해서는 출방향 출력분포 한 실제에 가깝게 용해야 한다.즉,하나의 사용후핵

연료라 할지라도 정확한 방사선원항을 도출하기 해서는 각 주기별, 치별로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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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 성자속 값을 정확히 반 하여야 하며,이는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Cycle Period
EFPD
(days)

Burnup
(MWd/tU)

Rel. Specific 
Power

5
‘03. 01 -
‘04. 04

463 19,604 1.210

6
’04. 05 -
‘05. 09

475 18,978 1.033

7
‘05.10 -
‘07. 02

468 14,632 0.868

Total 1,406 53,214

(a)fuelshuffling (b)irradiationhistory

그림 6.1.U3HA03연소이력.

그림 6.2.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축방향 연소이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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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용후핵연료에 해서 방사선원항을 정확히 구해내는 것도 어렵지만,각

사용후핵연료마다 연소특성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 하나의 어려운 문제 을 만들

어 낸다.그림 6.3은 2006년 12월말 기 으로 작성된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에

한 기농축도,방출연소도,발생물량과의 계를 나타낸다.그림 6.3의 (a)는

기농축도와 방출연소도의 계를 나타내는데, 기농축도가 높을수록 방출연소도가

높으며 이는 그림에서 선으로 표시된 것과 같은 상 계를 갖는다. 부분의 물량

들은 선을 심으로 분포하며,그림 6.3의 (b)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발생 물량 분포

를 갖고 있다.즉,2010년 12월 말 기 으로 12,514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발

생하 는데,동일한 방사선원항을 갖는 사용후핵연료는 하나도 없다.

그림 6.3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기농축도,방출연소도,발생물량 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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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농축도와 방출연소도와의 계 (b) 기농축도,방출연소도,물량 분포

이처럼 하나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방사선원항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도 어려운 일

이지만, 체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방사선원항을 도출하기에도 많은 한계를 갖

고 있다.따라서 기존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하는 시스템을 설계할 시 기 사용

후핵연료를 선정하고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이 값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설계를 수

행하 다[6-1].이는 매우 보수 인 결과를 래한다는 문제 을 갖고 있으며,지

은 컴퓨터 계산 능력도 속히 발 하 으므로 각 사용후핵연료의 연소특성을 고려

하여 방사선원항을 도출한다 해도 계산의 부담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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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제1단계 방사선원항 평가 기술 개발 연구에서

는 A-SOURCE라는 선진핵주기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을 개발하 으며,

제1단계에서는 이로-SFR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방사선원항 도출을 해 최소한

의 기능을 수행해 내는 로그램 개발에 을 맞추었다면 제2단계 연구에서는 개

발된 로그램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연구에 주력하 다.

2.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기능 개선

제1단계에서 개발된 A-SOURCE 로그램에 해 제2단계에서 개선된 사용자 편의

환경 기능 측면을 언 하면 다음과 같다.

가.단 기능 모듈 개선

1)Screening

이 모듈은 사용자가 평가 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해

내고,추출된 사용후핵연료에 해 연소 냉각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한다.이때,추출되는 것은 핵연료 설계 특성과 련한 인자로서 핵연료집합체

설계안,집합체 배열,
235
U 기농축도, 기 우라늄 장 량 등이다.연소특성과

련한 인자로는 핵연료 장 일,방출연소도,방출일,노심내 핵연료 연소기간 등이며,

냉각 특성 련인자로 냉각기간이다.어떤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사용할 것인

가에 한 지시자(indicator)를 제공하는 것도 이 모듈의 기능 의 하나이다.

추출에 필요한 검색조건으로는 기농축도,방출연소도,냉각기간에 한 상·하 경

계 값을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어떤 호기에서 발생한 사용후핵

연료를 상으로 할 것인지에 한 것도 정의할 수 있다.

기존에 개발된 모듈에서는 사용자가 정의한 조건에 따라 추출된 사용후핵연료를 각

각 체크하여 계산하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량 계

산이 필요해짐에 따라 검색된 사용후핵연료를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와

집합체 개수를 계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 다. 한 국내 핵연료 설계안별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제2단계에서 모두 생성하여 각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마다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암시하는 지시자를 추가한 것이 주된 수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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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eplDec

기존에 만들어진 DepDec모듈과 OriRun모듈을 통합하여 DeplDec기능모듈을 생

성하 으며,이 모듈은 계산 상 사용후핵연료에 하여 Screening에서 제공되는

인자를 이용하여 연소 냉각계산을 수행한다.이미 언 한 바와 같이,연소 냉

각계산은 ORIGEN-S[6-2]를 이용하여 수행한다.따라서 이 모듈의 주요 기능은

ORIGEN-S코드가 식 (1.4)를 해석하는데 필요한 비출력(specificpower), 출력유

효연소일(effectivefullpowerday),노심내 거주 주기 수(numberofcycles), 기

우라늄 장 량,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제공하여 입력문을 작성하고,

ORIGEN-S를 실행시켜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항을 구해내는 것이다.

조사된 핵연료 구조재의 성자속을 얻어내는 방법은 제1단계에서 용한 것과

동일하며,이미 각 핵연료집합체 설계안에 한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가 만들어

져 있으므로 ORIGEN-S계산 시 각 사용후핵연료의 연소계산에 합한 핵반응단

면 이 사용되게 된다.

3)DecRes

이 모듈은 기존에 FDecay가 수행했던 역할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으며,인식의

편의를 해 모듈명을 변경하 다.사용자가 방사선원항을 추출하고자 하는 시 을

임의로 정의할 수 있도록 사용자편의환경을 보완하 으며,이를 반 할 수 있도록

DecRes기능모듈을 수정한 것이 특징이다.

4)ReproRun

기존에 개발한 Pyro모듈과 RproDecay모듈을 통합한 기능모듈이다.DecRes기능

모듈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방사선원항을 추출하고자 하는 시 을 임의로 정의할

수 있도록 사용자편의환경을 보완하 으며,이를 반 할 수 있도록 ReproRun기능

모듈을 수정하 다.



- 535 -

나.핵연료 방사선원항 평가를 한 사용자 편의환경 개선

A-SOURCE코드에서 조사된 핵연료의 방사선원항 정량화는 ‘FuelWaste'제어모

듈에서 이루어지며,제2단계에서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은 1)사용자가 임의로 가상

사용후핵연료를 설정하고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기능 2)축방향/반경방향 연소도 분

포를 고려한 방사선원항 평가 기능 3)출력값에 한 임의 지정 기능 등이다.

1)사용자 문제 정의 환경 보완

제1단계에서 개발된 A-SOURCE 로그램에서는 계산하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데이터베이스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그러나 실제 연구단계에서

는 임의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연소 이력 특성을 설정하고 이를 상호 섞어가면

서 혼합된 조성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 지에 한 민감도 분석도 필요하다.이와 같

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해 사용자 편의환경을 추가하 으며,이는 그

림 6.4와 같다.

그림 6.4에서 첫 번째 행에 기술된 정보를 해석하면 ‘기농축도 4.0wt.%,우라늄

장 량 440kg인 17×17Westinghouse타입 PROB01핵연료가 37.5W/gU의 비출

력으로 1,300일 동안 노심에서 연소한 후 45,000MWd/tU의 방출연소도에 도달하여

1983년 4월 21일에 방출하 다’이다.두 번째 행에 기술된 정보를 해석하면 ‘기

농축도 4.5wt.%,우라늄 장 량 428kg인 17×17Westinghouse타입 PROB02핵

연료가 40W/gU의 비출력으로 1,375일 동안 노심에서 연소한 후,55,000MWd/tU

의 방출연소도에 도달하여 1983년 4월 21일에 방출하 다’이다.두 개의 핵연료 모

두 노심에서 3주기 동안 연소되었으며,재장 기간은 50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두 사용후핵연료 모두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한 것이며,여기서 정의된 가상 사용후

핵연료를 바탕으로 연소 냉각계산을 수행한 후 혼합조성을 도출하고,냉각기간

에 따른 조성변화,즉 방사선원항의 향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 6.4에서 보여주는 숫자는 모두 변경이 가능하며,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의

미하는 XSlib칼럼에 정의된 지시자가 집합체 설계안을 의미하는 것이며,따라서

이를 변경함으로써 집합체 설계안도 새로이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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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가상 핵연료에 한 사용자 정의 화면.

2)축방향/반경방향 출력분포 용 환경 보완

그림 6.4를 보면,BurnupProfile칼럼을 볼 수 있으며,이에 한 값으로 Node=5가

정의되어 있다.이는 연소계산을 수행할 때 축방향 연소도 분포를 몇 개의 역으

로 분할하여 계산할 것인지를 정의해 다.

Node=5는 축방향 출력분포를 5개의 역으로 정의하여 문제를 해석함을 의미하며,

이를 정의해주는 사용자 편의환경은 그림 6.5에서 보는 바와 같다.그림 6.5은 사용

자가 실제로 축방향 연소도 분포를 정의해주는 환경이며,이는 Node=5를 클릭함으

로써 활성화시키고,활성화된 창(window)에 텍스트를 직 입력함으로써 정보를 주

게 된다.처음에는 이를 사용자 편의환경(graphicuserinterface)을 통해 모든 정보

를 입력토록 하 으나, 량의 값을 입력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단 이

있어 텍스트로 입력하는 형식으로 환하 다.

축방향 출력분포 입력 변수인 "node=5"에서 변수는 숫자 5이다.따라서 축방향으로

18개의 역으로 정의하여 방사선원항을 정의하고 싶으면 Node=18을 정의하면 된

다."axial_power=11111end"는 축방향 출력분포 값의 비를 정의하는 역으

로 정의되는 값의 개수는 "node=n"에서 정의해 값과 일치하여야 한다.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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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de=18을 정의하면 18개의 값이 정의되어야 한다.이 값이 갖는 의미는 핵연료 평

균 비출력(단 :Watts/gU)에 한 해당 역의 비출력 값의 비로 정의된다.따라

서 1을 과하는 값이 기술되면 평균 비출력에 비해 비출력 값이 높은 역이다.

해당하는 값이 모두 기술된 후에는 입력의 종료를 알리기 해 반드시 end가 정의

되어야 한다.마지막으로 ‘mass=11111end'는 해당 역에 한 기 우라늄

장 량 비율을 정의한다.신핵연료에는 축방향으로 일정하게 우라늄이 장 되어 있

는 경우도 있지만 축방향으로 일정하지 않게 우라늄이 장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이다.따라서 체 길이에 해 평균된 기 우라늄 장 량 (gU/cm)에 한 해당

역 평균 길이당 기 우라늄 장 량(gU/cm)의 비를 기술해 주면 된다.이를 이용하

여 최종 으로 해당 역의 비출력 값을 구하게 되고,이 값은 결국 해당 역의 연

소 계산에 필요한 성자속을 구하는데 사용되게 된다.

여기서는 축방향 연소도 분포를 고려하는 것을 로 설명을 하 으나,반경방향 연

소도분포 값도 고려할 수 있다.그림 6.6은 2호기에 장 된 17×17 Vantage

5H 핵연료 집합체의 임의 시 에서의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나타낸다.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출력이 낮은 곳은 핵연료집합체 평균 출력의 27% 만을 내며,출력이

높은 곳은 186% 까지 출력을 낸다.이는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고려하지 않고 집합

체 평균 값을 용하여 방사선원항을 평가하면 실제 값에서 상당히 벗어난 값이 도

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물론 제시된 는 매우 극단 인 경우로서 실제 이 핵연

료는 노심 최외곽에 장 된 경우이다.따라서 27% 출력을 내는 핵연료 의 외곽에

는 반사체인 물과 압력용기 구조물이 배치되어 있다.노심 최외곽에 배치되는 핵연

료집합체를 제외하고는 부분 평탄한 반경방향 출력분포를 보이므로 일반 으로

반경방향 출력분포에 의한 방사선원항의 변화는 축방향 출력분포에서 기인하는

향보다 작다고 알려져 있다. 요한 것은 노심 최외곽에 장 되는 핵연료도 상당한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이며,따라서 이에 한 분석 필요성도 여 히 존재한다.이러

한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향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개선된 A-SOURCE를 이용

하여 쉽게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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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축방향 출력분포에 한 사용자 정의 화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1.86 1.84 1.82 1.80 1.78 1.74 1.69 1.64 1.60 1.54 1.48 1.42 1.34 1.27 1.19 1.12 1.05

2 1.80 1.75 1.75 1.73 1.71 1.71 1.62 1.56 1.56 1.46 1.40 1.37 1.27 1.19 1.11 1.03 0.98

3 1.74 1.70 1.70 1.73 1.70 1.59 1.53 1.42 1.37 1.24 1.17 1.06 0.97 0.91

4 1.67 1.65 1.68 1.63 1.58 1.49 1.43 1.42 1.32 1.27 1.24 1.18 1.02 0.91 0.84

5 1.61 1.58 1.62 1.59 1.52 1.49 1.41 1.36 1.34 1.25 1.19 1.16 1.08 1.04 0.96 0.86 0.79

6 1.53 1.54 1.50 1.46 1.36 1.31 1.20 1.14 1.02 0.96 0.81 0.73

7 1.46 1.43 1.45 1.38 1.34 1.32 1.25 1.20 1.19 1.10 1.04 1.01 0.93 0.87 0.82 0.73 0.67

8 1.38 1.35 1.36 1.30 1.26 1.25 1.17 1.12 1.11 1.02 0.98 0.94 0.86 0.80 0.76 0.67 0.61

9 1.33 1.31 1.25 1.22 1.13 1.08 0.99 0.94 0.83 0.77 0.64 0.57

10 1.25 1.21 1.21 1.14 1.11 1.09 1.02 0.98 0.96 0.89 0.85 0.82 0.75 0.69 0.65 0.57 0.52

11 1.17 1.13 1.13 1.07 1.03 1.01 0.95 0.91 0.90 0.83 0.78 0.76 0.69 0.64 0.60 0.53 0.47

12 1.09 1.08 1.02 0.98 0.90 0.86 0.78 0.74 0.65 0.60 0.49 0.43

13 1.01 0.98 0.98 0.95 0.89 0.86 0.81 0.77 0.76 0.70 0.66 0.64 0.58 0.55 0.50 0.44 0.39

14 0.92 0.88 0.89 0.83 0.79 0.73 0.70 0.68 0.63 0.60 0.58 0.54 0.45 0.39 0.35

15 0.83 0.79 0.77 0.77 0.75 0.68 0.64 0.58 0.55 0.48 0.44 0.39 0.35 0.32

16 0.74 0.70 0.68 0.66 0.64 0.62 0.58 0.55 0.54 0.49 0.46 0.45 0.40 0.37 0.34 0.31 0.29

17 0.65 0.62 0.59 0.57 0.55 0.52 0.50 0.48 0.45 0.42 0.40 0.37 0.35 0.32 0.30 0.28 0.27

그림 6.6 2호기에 장 된 Vantage5H핵연료 반경방향 출력분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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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출력값 정의 환경 보완

출력 값을 정의하는 화면 한 그림 6.7과 같이 보완되었으며,그림 6.7을 보면

‘Pyroprocessingdate’라는 날짜가 정의되어 있는데,이는 실제 이로 건식처리가

수행되는 날짜를 의미한다.이 날짜를 기 으로 이로 건식처리 각 사용후핵연

료의 냉각기간이 정해지게 된다.즉 두 개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가 Reactor텝에

서 정의되고,Batch텝에서 1:1의 비율로 혼합됨이 가정되면,A-SOURCE는 사용후

핵연료 데이터베이스에 근하여 연소계산에 필요한 로물리 변수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추출해고,냉각기간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최종 방출일부터

Pyroprocessingdate에 기술된 날짜까지를 계산하여 냉각시간을 정의하게 된다.

그림 6.7에서 ‘OutputCutoff’에 정의되는 숫자는 A-SOURCE출력 문에 린트 되

는 값의 하한 값을 의미한다.ORIGEN-S에서 고려하는 핵종은 약 2,200개 정도가

된다.이를 모든 계산마다 출력하게 되면 출력문이 매우 방 하게 되며,따라서 일

정부분 이하의 값은 출력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기본값으로 0.001이 기술되어 있으

며,이는 총 값의 0.001이하는 출력문에 린트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다.만일

사용자가 계산을 수행하 는데 값이 작아 출력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값을 여서

정의한 후 다시 실행하면 원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다.

그림 6.7의 하단을 보면 DecayHistoryUnit에 한 콤보 박스가 존재하는데,이는

출력 시 에 한 시간 단 를 의미한다.시간 단 는 (second),분(minute),시간

(hour),일(day),년(year)이 존재하며,사용자는 원하는 단 를 선택하면 된다.

‘DecayHistoryInterval’은 Batch모듈을 이용한 혼합조성 계산이 이루어진 후

이로 건식처리 후에 출력 값을 몇 개의 시간 간격으로 린트 할 것인지를 정의한

다.콤보 박스를 클릭하면 시간 간격 수(numberoftimesteps)를 선택할 수 있으

며,최 18개를 정의할 수 있다.이때,5개를 선택하면 ‘DecayHistory’ 역에는 5

개의 입력칸이 활성화되며,18개를 선택하면 18개의 입력칸이 활성화 된다.활성화

된 DecayHistory입력칸에는 사용자가 출력하고 싶은 시 을 입력하게 되며,이

때의 시간 시 은 이로 건식처리 후 경과된 시간을 의미한다.즉,Step1에서

0.03은 이로 건식처리 후 0.03년( 제 화면에서 시간 단 가 년으로 정의되어 있

으므로)이 지난 시 을 의미하며,Step10은 이로 건식처리 후 100년이 지난 시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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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출력값에 한 사용자 정의 화면.

4)보완된 FuelWaste제어모듈의 실행화면

그림 6.8는 앞서 그림 6.4,6.5, 6.7에서 정의한 문제를 실행하 을 경우,실행 과

정을 보여주는 도스창이다.

그림에서 보듯이,DeplDecFortran기능 모듈이 활성화되면서 첫 번째로 PROB01

사용후핵연료에 해 5 역의 축방향 연소이력을 용하여 각 역별로 연소계산만

을 수행한 후,반복계산이 모두 끝나게 되면 집합체 체에 한 혼합조성을 구하

게 되며,이 혼합조성을 이용하여 PyroprocessingDate인 2011년 12월 24일까지 냉

각계산을 수행하게 된다.이 모든 계산은 DeplDec모듈에 의해 이루어지며,이 기

능 모듈은 그림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필요시마다 ORIGEN-S코드를 실행시킨

다.PROB01사용후핵연료에 한 계산이 종료되면,DeplDecFortran기능모듈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PROB02사용후핵연료에 해 5 역의 축방향 연소이력을 용

하여 각 역별로 연소계산만을 수행한 후,앞서 언 한 차에 따라 집합체 체

에 한 혼합조성을 구하고,PyroprocessingDate까지 냉각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두 개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연소 냉각계산이 종료되면 그림에서 보듯이,

BatchFortran기능 모듈이 활성화되어 사용자가 정의한 혼합비(mixingratio)를

용하여 혼합조성을 도출하게 된다.혼합조성이 도출되면,ReproRunFortran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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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이 활성화되어,사용자가 정의한 물질흐름을 고려하여 각 공정별 폐기물을 정

량화하게 된다.앞의 제에서 건식처리는 없는 것으로 설명하 으므로 여기서는

혼합핵연료에 해 그림 6.8에서 기술한 출력 정보를 바탕으로 2011년 12월 24일

이후 냉각시간에 따른 혼합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항이 도출되게 된다.

그림 6.8 제 문제에 한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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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생산 데이터베이스 개선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개선하 다.그림 6.9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17가지

국내 핵연료집합체 설계안에 해 물리 제원 로물리 변수를 데이터베이스화하

고 이를 기 자료로 활용하여 A-SOURCE에 문제없이 용될 수 있도록

TRITION[6-3]코드를 이용하여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생산하고 이의 합성

을 검증하 다.

고려된 17개는 4종류의 14×14웨스 하우스형 설계안,3종류의 16×16OPR-1000설

계안,4종류의 16×16웨스 하우스형 설계안,6종류의 17×17웨스 하우스형 설계

안이며,각 설계안에 해 5가지의 농축도,즉,1.5,2.0,3.0,4.0,5.0wt%에 해 핵

반응단면을 생산하 다.SCALE6버 을 이용하 으며,TRITION 모듈의 기능모

듈인 NEWT[6-4]격자계산 시는 ENDF-V 44그룹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사

용하 으며,72,000MWD/tU의 연소도까지 25개의 연소시 을 사용하 다.16×16

17×17핵연료 설계안에 해서는 1/4모델을 사용하 으며,14×14핵연료 설계

안에 해서는 1/2모델을 사용하 다.경계조건으로는 반사체 경계조건을 사용하

다.표 6.1에는 14×14핵연료 설계안에 한 입력문이 기재되어 있다.

그림 6.9각 핵연료집합체 설계안별 노물리데이터 확보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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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epl parm=(2region, addnux=3)
PWR 14x14KOFA, 1/4 assembly model
44groupndf5
' ----------------------------------------------------------------
' template to generate libraries for ORIGEN-S
' parameters are: 1.50 - wt% U-235
' 0.01335 - wt% U-234
' 0.00690 - wt% U-236
' 98.4798 - wt% U-238
' 14kofa_e15.lib - name of ORIGEN library created
' ----------------------------------------------------------------
' Mixture data
' ----------------------------------------------------------------
read comp
' fuel
uo2 1 den=9.945 1 993.6 92234 0.01335
92235 1.50
92236 0.00690
92238 98.4798 end
' important nuclides from Table 1 of ORNL/TM-12294/V1
'
' clad
zirc4 2 1 644 end
' water moderator with 1169 ppm B
h2o 3 den=0.781 1 574.6 end
arbmb 0.781 1 1 0 0 5000 100 3 1169e-06 574.6 end
' gap
n 4 den=0.00125 1 644 end
' guide tube
zirc4 5 1 574.6 end
'
end comp
 
' ----------------------------------------------------------------
' Cell data
' ----------------------------------------------------------------
read celldata
latticecell squarepitch pitch=1.232 3 fueld=0.9110 1 gapd=0.9300 4 cladd=1.0750 2 
end
end celldata
 
' ----------------------------------------------------------------
' Depletion data
' ----------------------------------------------------------------
read depletion
1
end depletion
' ----------------------------------------------------------------
' Burn data
' ----------------------------------------------------------------
read burndata
power=40.0 burn=1e-1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표 6.114x14KOFA핵연료 설계안에 한 SCALE6입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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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power=40.0 burn=75 down=0 end
end burndata
' ----------------------------------------------------------------
' NEWT model data
' ----------------------------------------------------------------
read model
14x14KOFA
read parm
cmfd=yes xycmfd=4
run=yes echo=yes drawit=no
end parm
read materials
1 1 ! fuel ! end
2 1 ! clad ! end
3 2 ! water ! end
4 0 ! gap ! end
5 1 ! guide tube ! end
end materials
read geom
unit 1
com='regular fuel rod'
cylinder 10 .4555
cylinder 20 .465
cylinder 30 .5375
cuboid 40 4p0.616
media 1 1 10
media 4 1 20 -10
media 2 1 30 -20
media 3 1 40 -30
boundary 40 4 4
unit 5
com='guide tube'
cylinder 10 .54907
cylinder 20 .616
cuboid 40 4p0.616
media 3 1 10
media 5 1 20 -10
media 3 1 40 -20
boundary 40 4 4
unit 11
com='right half of fuel rod'
cylinder 10 .4555 chord +x=0
cylinder 20 .465 chord +x=0
cylinder 30 .5375 chord +x=0
cuboid 40 0.616 0.0 2p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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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 1 1 10
media 4 1 20 -10
media 2 1 30 -20
media 3 1 40 -30
boundary 40 2 4
unit 12
com='top half of fuel rod'
cylinder 10 .4555 chord +y=0
cylinder 20 .465 chord +y=0
cylinder 30 .5375 chord +y=0
cuboid 40 2p0.616 0.616 0.0
media 1 1 10
media 4 1 20 -10
media 2 1 30 -20
media 3 1 40 -30
boundary 40 4 2
unit 13
com='1/4 fuel rod'
cylinder 10 .4555 chord +x=0 chord +y=0
cylinder 20 .465 chord +x=0 chord +y=0
cylinder 30 .5375 chord +x=0 chord +y=0
cuboid 40 0.616 0.0 0.616 0.0
media 1 1 10
media 4 1 20 -10
media 2 1 30 -20
media 3 1 40 -30
boundary 40 2 2
unit 53
com='1/4 instrument tube'
cylinder 10 .54907  chord +x=0 chord +y=0
cylinder 20 .616 chord +x=0 chord +y=0
cuboid 40 0.616 0.0 0.616 0.0
media 3 1 10
media 5 1 20 -10
media 3 1 40 -20
boundary 40 2 2
global unit 10
cuboid 10 9.91 0.0 9.91 0.0
array 1 10 place 1 1 0 0
media 3 1 10
boundary 10 28 28
end geom
read array
ara=1 nux=8 nuy=8 typ=cuboidal
fill
53 12 12 12 12 12 12 13
11 1 1 1 1 5 1 11
11 1 1 5 1 1 1 11
11 1 1 1 1 1 1 11 
11 1 5 1 1 5 1 11 
11 1 1 1 1 1 1 11 
11 1 1 1 1 1 1 11
13 12 12 12 12 12 12 13 
end fill
end array
read bounds
all=refl
end bounds
end model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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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은 본 연구에서 직 생산한 PLUS7핵반응단면 라이 러리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서 생산한 CE16×16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각각 계산

한 방사능 세기 값의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이 두 설계안의 집합체 제원

로물리 변수는 성자 스펙트럼 측면에서 거의 동일하므로 핵반응단면 생산 차

에 문제가 없다면 상호 값은 일치하여야 한다.그림에서 보듯이, 부분 핵종의 경

우 3% 이내에서 상호간에 일치하고 있어 핵반응단면 이 하게 생산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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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PLUS7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검증 결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데이터베이스에 해서도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으며,2008년 말

기 으로 발생한 11,219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각각에 해 핵연료타입,

집합체 배열, 기농축도,방출연소도,핵연료장 일,핵연료방출일,피복재 등의 각

데이터가 맞게 수록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교정작업을 완료하 다.보완 작업에는

(주)한국수력원자력,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한국원자력연료에서 각각 보유 인 자

료가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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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구조재 방사선원항 평가를 한 사용자 편의환경 개선

직 처분을 가정한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 그 자체가 방사선원항의 99% 이상을 차

지하므로 핵연료집합체를 구성하는 속폐기물로부터의 방사선원항은 기여도가 크

지 않아 요도가 낮다.그러나 앞서도 언 하 듯이,사용후핵연료를 이로 건식

처리하면 사용후핵연료 자체 내에 존재하는 우라늄 계열은 고속로에서 재연소되

고,많은 열량을 차지하는 세슘 스트론튬 등이 간 장 되어 구처분 방사선

원항에서 제외되므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구성하는 구조재,즉 속폐기물의 방

사선원항이 상 으로 요해지게 된다.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구조재를 수용하기

한 처분시스템을 신뢰성 높게 설계하기 해서는 각 구조재 역별로 성자스펙

트럼을 타당하게 반 하여 방사선원항을 도출하여야 한다.

처분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요한 인자는 방사능 세기,붕괴열 등이다.방사능 세기

는 처분용기 설계시 방사선차폐 계산의 입력자료로 활용되며,붕괴열은 처분용기를

포함한 공학 방벽의 온도,처분공의 간격 평가를 한 열 해석시 입력자료로 활용

된다.즉,방사능 세기와 붕괴열은 처분시스템 설계시 방사선차폐해석,열 해석,구

조해석 등의 요한 기 자료가 된다[6-5].따라서 제2단계 연구에서는 속폐기물

의 방사선원항을 자동으로 평가 할 수 있는 ‘MetalWaste'제어모듈을 상당부분 개

선하 다.

1)핵연료 집합체의 구조재 특성

처분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사용후핵연료 구조물의 방사선원항을 도출하기 해서는

우선 각 구성부품별로 질량 부피를 정확히 산정하여야 한다.그런데,사용후핵연

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품의 기하학 형태는 매우 복잡하며,따라서 각 구

성부품별 질량 부피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내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료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웨스 하우스형 원 인 고리

3,4호기, 1,2호기,울진 1,2호기의 핵연료로 사용된 바 있는 그림 6.11의

17×17KOFA　핵연료집합체를 상으로 실제 제원을 근거로 구성부품별 질량

부피 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최종 으로 도출된 각 구성부품별 재질 질량은

표 6.2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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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내관

2) 상단고정체

1) 판 스프링

4) 2개의 인코넬
    지지격자

6) 하단고정체

5) 6개의 지르칼로이
    지지격자

그림 6.1117×17KOFA핵연료집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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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질량
(g)

부피
(cm3)

우라늄, 우라늄,핵분열생성물에 의한 오염가능 폐기물

핵연료

구성부품

피복 지르칼로이-4 108,240 16,493

넘스 링
스테인 스 스틸

302
2,376 301

소 계 110,616 16,794

우라늄, 우라늄,핵분열생성물에 오염되지 않는 폐기물

집합체

구성부품

지지격자
안내

지르칼로이-4 16,055 2,492

지지격자 인코넬 718 1,353 165

안내 고정체
스테인 스 스틸

302
725 92

하단고정체
스테인 스 스틸

321
5,483 694

상단고정체

스테인 스 스틸
321

6,349 804

인코넬 718 1,501 183

소 계 31,466 4,430

총 계 142,082 21,224

표 6.2.17×17KOFA핵연료집합체의 물리 제원

그림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집합체를 구성하는 핵연료 은 8개의 지지격자로 인

해 묶여 있으며,이 에서 상단 하단에 치한 지지격자는 인코넬 718재질로

구성되어 있다.나머지 6개는 지르칼로이-4재질로 구성되어 있다.지지격자에 의해

고정된 핵연료 묶음은 안내 고정체를 통해 상단고정체 하단고정체와 연결되

며,하단고정체는 스테인 스 스틸 321,상단고정체는 스테인 스 스틸 321 인코

넬 718재질로 구성되어 있다.핵연료를 감 (confinement)하고 있는 피복 은 지르

칼로이-4로 구성되어 있으며,핵연료 소결체를 지지하는 넘 스 링은 스테인

스 스틸 302재질로 구성되어 있다.각 재질별 물질조성비는 표 6.3에 기재되어 있

다.스테인 스 스틸 321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조성은 국내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ORIGEN2.1[6-6]코드에서 제공하는 값을 발췌하 으며,스테인 스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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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조성은 참고문헌 6-7에서 발췌하 다.

스테인 스 스틸

302

스테인 스 스틸

321
인코넬 718 지르칼로이-4

원소 무게분율
(wt.%)

원소 무게분율
(wt.%)

원소 무게분율
(wt.%)

원소 무게분율
(wt.%)

C

N

Si

P

S

Cr

Mn

Fe

Co

Ni

0.150

0.130

0.999

0.045

0.030

17.977

1.997

69.684

0.080

8.909

Fe

Cr

Ni

C

Si

Mn

P

S

Ti

67.095

18.000

10.000

0.080

0.750

2.000

0.045

0.030

2.000

C

N

Al

Si

S

Ti

Cr

Mn

Fe

Co

Ni

Cu

Nb

Mo

0.040

0.130

0.599

0.200

0.007

0.799

18.975

0.200

17.977

0.469

51.962

0.100

5.546

2.996

H

C

N

O

Al

S

Ti

V

Cr

Mn

Fe

Co

Ni

Cu

Zr

Cd

Sn

Hf

W

0.001

0.012

0.008

0.095

0.002

0.003

0.002

0.002

0.125

0.002

0.225

0.001

0.002

0.002

97.907

0.000

1.600

0.008

0.002

표 6.3.각 구성부품 원소별 핵종 조성비율

집합체 한 다발 당 구조물의 질량은 142kg정도이며,이 핵연료 구성부품이

111kg정도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사용후핵연료 이로 건식처리 시,일단 집

합체 구성부품부터 해체한 후 각 핵연료 을 해체함을 가정하면,핵연료 구성부

품만을 우라늄, 우라늄 핵분열생성물에 오염 가능한 폐기물로 가정할 수 있다.

2)구조재 방사선원항 계산 제어모듈 개선

앞서 언 한 것처럼 구조재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기 해서는 각 부품별로 식 (1.4)

를 용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해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은 각 구조재

역별 핵종 조성, 성자속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이다.

성자 방사화 계산에 필요한 성자속은 제1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핵연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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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산에서 얻어지는 성자속에 가 치를 곱하여 얻는다.따라서 일차 으로는 핵

연료에 한 연소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이는 앞서 핵연료의 방사화 계산에서 언

한 방법과 동일하다.단지,핵연료 계산이 이루어질 때,핵연료 역에 존재하는

피복재,그리드 , 단 마개 등은 구조재의 방사화 계산이 함께 이루어진다.즉 불

순물 조성으로 입력하여 'activationproduct'그룹에서 값을 얻어낸다.

핵연료 외곽에 존재하는 구조물의 방사선원항은 핵연료 역의 방사화 계산이 종

료된 후에 구할 수 있으며,이를 해서는 각 구조물의 조성 성자속 가 치를

입력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환경이 있어야 한다.

그림 6.12은 각 구조물에 한 기조성 정의화면을 나타낸다.여기에서 핵연료 구

조재 핵연료 외곽 구조재의 조성을 정의할 수 있다.핵종조성은 텍스트 일을

업로드함으로써 정의할 수 있으며,그림 6.13는 핵연료 외곽 구조물에 한 핵종조

성을 업로드한 결과화면이다.

그림 6.12구조물 역별 기조성 정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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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구조재 조성 업로드 후 화면.

구조재의 핵종조성이 업로드 되면,그림 6.14와 같이 핵연료 계산을 통해 얻어진

성자속이 Batch텝에 활성화되며,여기에 FluxWeightingFactor를 기술함으로써

실제 식 (1.4)에 용되는 성자속을 정의하게 된다.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는 그

림 6.14에 기술된 구조재 이름을 지시자(indicator)로 인식하여 업로드하게 된다.그

외 OutputControl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각 역별로 방사선원항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Batch텝에 해당 역 1개만을 기

술하면 되며,모든 구조물이 혼합된 경우에 한 방사선원항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BatchTab에 모든 역을 정의하고 혼합비(mixingratio)를 기술하면 된다.

재까지는 한 다발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방사선원항을 평가할 수 있는 상태이

며,제어모듈을 보완하면 여러 다발에 한 구조물이 혼합된 경우에도 방사선원항

을 산출할 수 있다.



- 553 -

그림 6.14구조재 역별 가 치 혼합비율 정의 화면.

라.집단 방사선원항 정량화를 한 사용자 편의환경 개선

이로 건식처리와 연계한 고속로의 기능 하나는 우라늄(TRU)을 연소시키는

것이다.이 우라늄은 고속로의 연료이기도 하지만,없애버려야 할 장반감기 방사

성핵종이다.도입되어야 할 고속로의 개수를 산출하기 해서는 우라늄에 한

국내 재고량( 는 그 외 방사선원항)의 산출이 필요하며,충분한 반응도,안 여유

도 확보를 해서는 우라늄 내 핵종조성비 한 필요하다.

핵종 조성 비율 우라늄의 재고량을 산출하기 해서는 각 사용후핵연료의 연

소 냉각 이력을 상세히 고려하여 각 계산이 수행되어야 한다.이를 해 Grand

SourceTerms제어모듈을 개선하 으며 이에 해 언 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제어모듈은 사용자가 정의한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의 그룹의 집단

방사선원항을 평가할 수 있다.이 제어모듈은 Screening,DeplDec,Batch

DecRes기능 모듈을 사용하며,평가하는 순서는 그림 6.15에 기술한 바와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Screening기능 모듈이 활성화되어 t0에서 t1사이에 방출된 사

용후핵연료를 상으로,사용자가 정의한
235
U 기농축도 방출연소도 검색조건

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추출해 낸다.그림 6.15에는 추출된 사용후핵연료가 그

룹 1로 정의되어 있다.다음으로 추출된 사용후핵연료에 해 DeplDec기능모듈에

의해 t1년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소 냉각 계산이 수행된다.각각의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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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 계산이 완료되면,Batch기능모듈이 활성화되어 그룹 1의 사용후핵연료 각각

에 해 기 우라늄 장 량,혼합비율 t1시 에서의 핵종 조성을 고려하여 최

종 으로 혼합물에 한 조성이 생성된다.생성된 혼합조성은 그림 6.15에 mixture

1으로 기재되어 있다.마지막으로 이 mixture1은 DecRes기능모듈에 의해 t2년도

의 12월 31일까지 냉각계산이 수행된다.

두 번째 스텝에서는 Screening기능모듈이 활성화되어 t1에서 t2사이에 방출된 사용

후핵연료를 상으로,사용자가 정의한 235U 기농축도 방출연소도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추출해 낸다.그림 6.15에 추출된 사용후핵연료는 그룹 2

로 정의되어 있다.다음으로 추출된 사용후핵연료는 DeplDec기능모듈에 의해 t2년

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소 냉각 계산이 수행된다.각각의 연소 냉각 계산

이 완료되면,Batch기능 모듈이 활성화되어 그룹 2의 사용후핵연료 각각에 해

기 우라늄 장 량,혼합비율 t1시 에서의 핵종 조성과,mixture1의 핵종조성

을 고려하여 최종 으로 혼합물에 한 조성이 생성된다.이 혼합물의 조성은 그림

6.15에 mixture2로 기재되어 있다.마지막으로 이 mixture2는 DecRes기능 모듈

에 의해 t3년도의 12월 31일까지 냉각계산이 수행된다.

이와 같은 차를 반복함으로써 t1∼ tn년도 사이의 집단 방사선원항이 각 연도별

로 도출되게 된다.만일 국가 계획을 반 하여 미래에 발생할 사용후핵연료를 데이

터베이스에 입력한 후 이를 시뮬 이션하게 되면 미래 시간에 따른 방사선원항도

도출할 수 있다.

ORIGEN-S입력문 작성에 필요한 비출력 값,연소기간 냉각기간은 앞서 설명한

방법에 의해 구하며,국내 사용후핵연료에 한 핵반응단면 라이 리가 이미 내장

되어 있으므로 각 사용후핵연료에 상응하는 핵반응단면 이 연소계산에 이용되게

된다.

그림 6.16은 235U 기농축도,방출연소도,냉각기간에 한 상․하한 값을 정의하는

환경이며,그림에서 보듯이,이 검색범 는 각 원자로 호기 부지별로 정의할 수

있으며,모든 호기를 선택하면 검색조건에 해당하는 국내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각 연도별 방사선원항을 도출할 수 있다.만일 모든 호기를 선택하고,농축

도,방출연소도,냉각기간에 한 상·하한 값을 정의하지 않으면 국내 모든 사용후

핵연료를 상으로 집단 방사선원항 값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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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집단 방사선원항 평가 체계도.

 

그림 6.16 기농축도,방출연소도 냉각기간에 한 검색조건 입력 환경.



- 556 -

3.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검증 계산

가.핵연료 건식처리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모듈 검증

1)기존 해석 코드와의 비교

ORIGEN-S코드는 단일 핵연료집합체( 는 단일 역)에 한 방사선원항을 도출하

기 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앞서의 식 (1.4)를 해석하기 한 입력 값의 용이 상

당히 자유로운 반면,A-SOURCE코드는 여러 개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평균 방

사선원항을 추가로 도출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므로 연소 냉각계산 모듈로

ORIGEN-S코드를 사용할지라도 식 (1.4)를 해석하기 한 입력조건을 상세히 고

려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즉,식 (1.4)에서 시간 t=t1에서의 핵종조성 벡터를 얻어내기 해서는 시간 t=t0에서

의 핵종조성, 성자속,핵반응단면 을 사용하는데,이때 성자속은 시간간격 t0∼

t1(△t)내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해석한다.따라서 좀 더 정확

한 값을 얻어내기 해서는 작은 시간간격(△t)을 용하여 문제를 해석해야 한다.

ORIGEN-S 코드는 이의 용에 있어 자유도에 문제가 없도록 개발되었으나,

A-SOURCE는 용량 계산시 해석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시간간격(△t)의 크기의

용에 있어 자유도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동일한 시간 t에서 여러 개의 사용후핵연료 조성이 도출되었을 경우,이를 혼합하기

해 Batch기능 모듈이 활성화 되었을 경우,i핵종의 혼합조성을 도출하기 한

로직 메모리의 주소가 잘못 지정되었을 경우, 기치 않은 결과 값이 도출될 수

있다.A-SOURCE의 계산 결과 값이 정확히 계산되었다 할지라도 최종 결과 값을

잘못 추출해 오면 마찬가지로 기치 않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한,앞서 제1

에서는 A-SOURCE가 구동되기 한 로직 련 방법론이 기술되었는데,이들

이 하게 로그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치 않은 결과 값이 도출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특징에 의해 A-SOURCE의 값은 ORIGEN-S코드의 결과 값과 다를

수 있으므로 ORIGEN-S결과 값을 기 값으로 하여 A-SOURCE계산결과 값의

차이를 정량화하고 이 과정을 통해 A-SOURCE의 성을 검토하 다.

비교계산 문제는 표 6.4에 정리되어 있다.Case1은 기농축도 4.5wt%,방출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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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5 GWD/tU의 연소이력을 갖는 17×17 웨스 하우스형 사용후핵연료를

ORIGEN-S코드에 내장되어 있는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이용하여 각각의 코

드로 방사선원항을 계산하고 냉각기간 10년 시 에서의 결과 값을 비교하는 문제이

다.이 문제에서는 재장 재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Case2는 Case1과 동일

한 문제이나,PLUS7사용후핵연료로서 새로이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생성하여

각각의 코드에 용하고,결과 값을 비교하는 문제이다.새로운 핵반응단면 을

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문제이다.Case3은 Case1과 동일하나,재장

이 추가로 고려되어,재장 기간을 히 고려하여 여러 주기에 한 시뮬 이

션을 타당하게 수행해 내는 지를 검토하는 문제이다.Case4는 Case2와 동일한 문

제이나,재장 이로 건식처리가 고려된 문제이다.이 문제를 해석함으로써

이로 건식처리 공정이 히 묘사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Case6은 두 개의 사

용후핵연료가 혼합되는 문제로서 기농축도 4.0wt.%,우라늄 장 량 440kg,방

출연소도 45 GWD/tU인 17×17 웨스 하우스형 사용후핵연료와 기농축도

4.5wt%,우라늄 장 량 420kg,방출연소도 55GWD/tU인 16×16PLUS7사용후핵

연료가 이로 건식처리 되어,냉각기간 10년 시 에서의 방사선원항을 구하는 문

제이다.이 문제를 해석하면 혼합모듈인 Batch기능 모듈이 히 동작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모든 문제에 해 이로 처리시 물질흐름은 가상으로 선정하 으

며,Sr,Tc,Cs,U,Pu,Am이 각각 0.70,0.80,0.95,1.00,0.99,0.85분율로 폐기물

에 남아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비교계산 문제는 경희 학교 JAEA(JapanAtomicEnergyAgency)와 공동으로

해석하여 비교하 다.그런데 JAEA의 결과는 유사한 값을 얻었지만,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보다 기술력이 떨어져 우리의 조언을 통해 결과 값이 도출되었으므로 본

보고서에는 이를 기술하지 않기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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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
Area Conditions

1
Single

Assembly
Problem

-17×17Westinghousbuilt-inXSlibrary

-Enrichmentof4.5wt.%,Dischargebrunupof55GWD/tU

-Nooverhaul,Noreprocessing

-SourceTermsat10years

2 "

-16×16PLUS7newlygeneratedXSlibrary

-Enrichmentof4.5wt.%,Dischargebrunupof55GWD/tU

-Nooverhaul,Noreprocessing

-SourceTermsat10years

3 "

-17×17Westinghousebuilt-inXSlibrary

-Enrichmentof4.5wt.%,Dischargebrunupof55GWD/tU

-3cycleoperationwith50-dayoverhaul,Noreprocessing

-SourceTermsat10years

4 "

-16×16PLUS7newlygeneratedXSlibrary

-Enrichmentof4.5wt.%,Dischargebrunupof55GWD/tU

-3cycleoperationwith50-dayoverhaul

-Reprocessingat10yearsafterdischargewithMaterialFlow

-SourceTermsat10years

5 "

-17×17Westinghousebuilt-inXSlibrary

-Enrichmentof4.5wt.%,Dischargebrunupof55GWD/tU

-3cycleoperationwith50-dayoverhaul

-Reprocessingat10yearsafterdischargewithMaterialFlow

-SourceTermsat10years

6

Batch

Processing

Problem

-AppropriateXSlibrary

-Twospentfuelassemblieswith differentassemblydesign and
irradiationhistory

-3cycleoperationwith50-dayoverhaul

-ReprocessingwithMaterialFlow

-SourceTermsat10years

표 6.4A-SORUCE ORIGEN-S비교 계산 문제

그림 6.17 6.18은 주요 핵종에 한 핵종조성 붕괴열 값의 비교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결과 값은 A-SOURCE 결과를 ORIGEN-S 결과로 나 값

(A-SOURCE/ORIGENS)으로 표기하 으며,그림에서 Case#_KAERI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에서 시뮬 이션을 수행한 결과이며,Case#_KHU는 경희 학교에서 비교계

산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림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고려된 모든 핵종에 해 상호간의 차이가 5% 이내

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여 A-SOURCE코드의 로직 로그래 이 타당함을 확인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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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주요핵종에 한 핵종조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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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주요핵종에 한 붕괴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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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

다음으로 외국에서 수행한 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A-SOURCE코드를 추가 으로 검증하 다.

비교계산에 사용된 문제는 일본 미국에서 연소계산 코드의 검증을 해 조사

(irradiation)된 사용후핵연료를 채취하여 화학 분석한 결과로서 단 조사 핵연료당

핵종조성 질량이 결과 값으로 존재한다.

표 6.5에는 화학분석 결과에 한 각 원자로이름,원자로타입,집합체 배열,핵연료

형태,농축도,연소도 등이 기술되어 있다.표에서 보듯이,PWR BWR원자로에

사용된 사용후핵연료의 농축도 분포는 2.5∼4.11 wt%,방출연소도는 18∼47

GWd/tU으로 비교 다양하게 고려되었으며,집합체 배열도 4가지가 고려되었다.

원자로 국가
원자로

타입

집합체

배열

연료

형태

농축도

(wt%)

연소도

(GWd/tU)
시편명

Cooper USA BWR 8×8 UO2 2.50 25.34 USACZ205PWR

Calvert
Cliffs
No.1

USA PWR 14×14 UO2 2.72

18.68 USACC1PWR-4

26.62 USACC1PWR-5

33.17 USACC1PWR-6

H.B.
Robinson
Unit2

USA PWR 15×15 UO2 2.55
16.02 USAHB2PWR-1

28.47 USAHB2PWR-3

Takaham
a-3

Japan PWR 17×17 UO2 4.11

30.73 JPNNT3PWR-12

47.03 JPNNT3PWR-14

40.79 JPNNT3PWR-16

표 6.5사용후핵연료 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 계산 문제

앞서의 각 문제는 ReactorName,ReactorType,ActiveHeight[mm],Assembly

Name,Assembly Location,FuelRod Position,Sampling Position of Fuel

Rod[mm], Initial Enrichment[wt%], Irradiation History(day) and Cooling

Time[year],Laboratory,Burnup[GWd/MTU],PIEData[kg/MTUinitial]등에 한

정보가 각각 존재하며,그림 6.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편 조사 치 채취 정보

가 정확히 존재하므로 검증계산에 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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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시편조사 치 b)시편 샘 링 치

그림 6.19.표 6.4와 련한 시료의 채취 치 정보의 .

최종 으로 비교분석된 결과는 그림 6.20 6.21에 표기되어 있다.채취된 시편의

조사이력 냉각이력은 A-SOURCE의 입력 값으로 그 로 용되었다.상호간의

차이는 화학분석 결과와 화학분석 결과 값에 한 A-SOURCE 계산 값의 비율

(A-SOURCE/ChermicalAssay)로 표기하 다.그림 6.21의 붕괴열 검증문제는 1개

만이 존재하여 이 결과만을 상호 비교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상호 계산 값은 10% 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여,

A-SOURCE코드가 하게 개발되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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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주요핵종에 한 핵종조성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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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냉각시간에 한 붕괴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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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구조재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모듈 검증

개발된 구조재 폐기물의 방사선원항 평가모듈을 검증하기 하여 A-SOURCE코드

를 이용하여 17×17KOFA 사용후핵연료와 PLUS7사용후핵연료에 해 구성부품

별로 방사선원항을 산출하 다.

1)기존 해석 코드와의 비교

17×17KOFA 사용후핵연료 구조재에 해 ORIGEN-S코드를 이용하여 각 부품별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고,이를 A-SOURCE로 계산한 값과 비교하 다.집합체를 구

성하는 부품은 이미 제 6 ,2의 다 항목에서 설명하 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상호 비교를 해 우선 각 구성부품별로 식 (1.4)의 해석에 필요한 핵반응단면 을

생산하 다.노심 내에 치한 구성부품은 웨스 하우스형 설계안의 성자스펙트

럼이 가 된 핵반응단면라이 러리를 그 로 사용하 고,상부 하부에 치한

구조물은 그림 6.22의 a) b)와 같이 질량 부피가 보 되도록 균질화하여 모델

링한 후,SCALE코드시스템의 t-sequence인 KENO-VI[6-8]/NEWT 모델을 이용

하여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를 각각 생산하여 이를 ORIGEN-S A-SOURCE

코드의 핵반응단면 라이 러리로 용하 다.

각 구성부품별 성자속은 3차원 KENO-VI해석을 통해 구하 으며,ORIGEN-S

계산 시는 이 성자속을 직 입력문에 용하 으며,A-SOURCE계산 시는 각

부품별 성자속을 노심 역 성자속으로 나 값을 각 부품별 가 치(ω)로 입력

하여 방사화 계산이 수행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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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cm (Active Fuel): 

2.3 cm (rod cap): 
3.3 cm (water g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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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cm (water reflector) 

182.9 cm (Active Fuel): 

2.3 cm (rod cap): 
3.3 cm (water gap)

4.0 cm (angle)
1.13 cm (flow plate)

52.1 cm (water reflector) 

a)상단고정체 형상 모델 b)하단고정체 형상 모델

그림 6.22.핵반응단면 생산을 한 KENO-VI모델.

ORIGEN-S로 도출된 구성부품별 비방사능은 붕괴열 특성은 그림 6.23 6.24

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이 자료를 이용하여 A-SOURCE계산결과와 비교한 결

과 상호간에 2% 이내에서 일치하여 로직 로그래 이 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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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각 구성부품별 붕괴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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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각 구성부품별 방사능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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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학분석 결과와의 비교

실측치와의 비교를 해 채택된 16×16PLUS7U3HA03사용후핵연료로서 이 핵연

료 집합체는 2003년 1월 2일에 장 되어 노심 내에서 3주기 동안 연소하고 2007년

2월 6일에 방출되었다.방출연소도는 약 53,200MWd/tU을 갖으며,Zirlo피복 을

사용하고 있다.이 핵연료에 한 상세 제원은 표 6.6 그림 6.25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다.

표 6.6U3HA03핵연료집합체 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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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U3HA03핵연료 연소이력 정보.

6)

이 사용후핵핵연료 집합체에서 구조재 시편을 채취하 으며,채취한 구조재는 핵연

료 을 지지하고 있는 그리드 이다.그리드 의 치는 그림 6.2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으며,이 에서 10번 Zirlo그리드 을 채취하 으며,이를 한국원자력연구

원 조사후 시험시설에서 그림 시료로 제작하 다.

그림 6.27은 10번 Zirlo지지격자에 한 시편 채취 형상을 나타내며,그림 6.28

는 시편 채취후의 화학분석 직 의 시료의 모습을 나타낸다.시편은 그림 6.27에서

보는 바와 같이,각 면에서 4개씩 그림 6.28의 a)와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조사

후시험시설에서 채취하 다.

6)본 정보는 PIEF가 NDR(DIT/ORCS계산자료)을 참조하여 산정한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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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U3HA03핵연료집합체 내 그리드 치 정보.

그림 6.2710번 그리드 의 시료 채취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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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공 지지격자 시편 b)가공된 최종 시료

그림 6.28각 구성부품별 방사능 특성.

각 치에 한 연소조건을 A-SOURCE의 입력 값으로 용하여 련핵종에 한

핵종재고량을 산출하기 해서는 우선 시표 채취 치에 한 정보 이 치에서

의 성자속 정보가 필요하다.

표 6.7에는 각 그리드 지지격자의 핵연료 집합체 내 치를 나타내고 있다.이

치정보는 핵연료 끝단인 EndCap을 0(zero)으로 설정하고 산출한 값이며,이

치에 한 성자속을 산출하 다.

성자속은 치별 비열출력 값을 이용하여 산출하 으며,비 열출력 값은 기존에

수행된 노심계산 값을 이용하 다.우선 표 6.8에서 보는 바와 같이,5주기에서 7주

기까지 각 주기별로 주기 ,주기 간,주기말에 한 집합체 출력분포를 구한 후,

이를 다시 각 주기별로 평균하여 주기별 평균 비열출력 값을 구하 으며,이 값을

A-SOURCE입력문에 용하 다.

표 6.8은 노심 계산으로부터 얻은 각 주기별,축방향 핵연료 치에 따른 출력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그림 6.19은 각 주기에 한 주기 ,주기 간,주기말에서의 집합

체 축방향 출력분포를 나타낸다.그림 6.19에서 핵연료가 연소함에 따라 출력분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따라서,정확한 방사선원항을 정량화하기

해서는 이러한 변수를 어떤 상수 값으로 취하여 쓸 것인가에 한 문가의 명한

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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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late

ID

Heightfrom

bottom of

rod

(mm)

Heightfrom

bottom of

pellet

(mm)

Ratiofrom

bottom of

pellet

Heightfrom

bottom of

pellet

(cm)

Inconel-718 #11 4042.4 4023.1 1.056 402.31

Zirlo #10 3643.1 3623.8 0.951 362.38

Zirlo #9 3243.8 3224.5 0.846 322.45

Zirlo #8 2844.5 2825.2 0.742 282.52

Zirlo #7 2445.2 2425.9 0.637 242.59

Zirlo #6 2045.6 2026.3 0.532 202.63

Zirlo #5 1646.6 1627.3 0.427 162.73

Zirlo #4 1247.3 1228 0.322 122.8

Zirlo #3 848 828.7 0.218 82.87

Zirlo #2 448.7 429.4 0.113 42.94

Inconel-718 #1 104.6 85.3 0.022 8.53

　Endcap 　 0 -19.3 　 -1.93

표 6.7U3HA03핵연료집합체 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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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3C5 >>

Beginning of Cycle Middle of Cycle End of Cycle

REF BU= 150 MWd/tU REF BU= 8000 MWd/tU REF BU= 17109 MWd/tU

REF TIME= 97.4 Hours 4.0583 days REF TIME= 5195.1 Hours 216.4625 days REF TIME= 11110.3 Hours 462.9292 days

Average  Specific Power = 36.9579 W/gU Average Specific Power = 36.9579 W/gU Average Specific Power = 36.95814 W/gU

ROW HEIGHT POWER
Spec.Power

(W/gU)
ROW HEIGHT  POWER

Spec.Power

(W/gU)
ROW HEIGHT  POWER

Spec.Power

(W/gU)

24 378.87 0.538 19.89 24 378.87 0.585 21.62 24 378.87 0.718 26.54 

23 369.76 0.69 25.50 23 369.76 0.736 27.20 23 369.76 0.886 32.74 

22 360.18 0.82 30.31 22 360.18 0.876 32.38 22 360.18 1.067 39.43 

21 350.11 0.932 34.45 21 350.11 0.983 36.33 21 350.11 1.176 43.46 

20 335.02 1.05 38.81 20 335.02 1.081 39.95 20 335.02 1.245 46.01 

19 315.85 1.144 42.28 19 315.85 1.147 42.39 19 315.85 1.263 46.68 

18 297.63 1.2 44.35 18 297.63 1.179 43.57 18 297.63 1.254 46.35 

17 278.46 1.239 45.79 17 278.46 1.199 44.31 17 278.46 1.243 45.94 

16 258.33 1.267 46.83 16 258.33 1.215 44.90 16 258.33 1.236 45.68 

15 239.16 1.283 47.42 15 239.16 1.227 45.35 15 239.16 1.234 45.61 

14 220.95 1.288 47.61 14 220.95 1.235 45.64 14 220.95 1.234 45.61 

13 201.78 1.282 47.38 13 201.78 1.24 45.83 13 201.78 1.233 45.57 

12 181.65 1.264 46.72 12 181.65 1.237 45.72 12 181.65 1.221 45.13 

11 162.48 1.244 45.98 11 162.48 1.24 45.83 11 162.48 1.224 45.24 

10 144.26 1.224 45.24 10 144.26 1.247 46.09 10 144.26 1.234 45.61 

9 125.09 1.199 44.32 9 125.09 1.255 46.38 9 125.09 1.249 46.16 

8 104.96 1.165 43.06 8 104.96 1.262 46.64 8 104.96 1.272 47.01 

7 85.79 1.123 41.51 7 85.79 1.262 46.64 7 85.79 1.301 48.08 

6 67.58 1.069 39.51 6 67.58 1.249 46.16 6 67.58 1.331 49.19 

5 48.41 0.981 36.26 5 48.41 1.197 44.24 5 48.41 1.342 49.60 

4 33.31 0.874 32.30 4 33.31 1.102 40.73 4 33.31 1.297 47.93 

3 23.25 0.77 28.46 3 23.25 0.988 36.51 3 23.25 1.195 44.16 

2 13.66 0.645 23.84 2 13.66 0.831 30.71 2 13.66 0.996 36.81 

1 4.55 0.468 17.30 1 4.55 0.615 22.73 1 4.55 0.755 27.90 

Polynomial  Fit of Polynomial Fit of Polynomial Fit of

Specific Power for 362.38cm = 29.31 W/gU Specific Power for 362.38cm = 31.2 W/gU Specific Power for 362.38cm = 37.78 W/gU

표 6.8U3HA03핵연료 축방향출력분포(5주기)

AverageSpecificPowerforCycle5=32.763W/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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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U3HA03핵연료 축방향출력분포(6주기)

<<< U3C6 >>

Beginning of Cycle Middle of Cycle End of Cycle

REF BU = 50 MWd/tU REF BU = 9000 MWd/tU REF BU = 17525 MWd/tU

REF TIME= 32.5 Hours 1.354167 days REF TIME= 5852.8 Hours 243.8667 days REF TIME= 11396.7 Hours 474.8625 days

Average  Specific Power = 36.92308 W/gU Average Specific Power = 36.90541 W/gU Average Specific Power = 36.90542 W/gU

ROW HEIGHT  POWER
Spec.Power

(W/gU)
ROW HEIGHT  POWER

Spec.Power

(W/gU)
ROW HEIGHT  POWER

Spec.Power

(W/gU)

24 378.87 0.67 24.74 24 378.87 0.651 24.03 24 378.87 0.739 27.27 

23 369.76 0.822 30.35 23 369.76 0.785 28.97 23 369.76 0.873 32.22 

22 360.18 0.993 36.66 22 360.18 0.942 34.76 22 360.18 1.034 38.16 

21 350.11 1.109 40.95 21 350.11 1.034 38.16 21 350.11 1.105 40.78 

20 335.02 1.215 44.86 20 335.02 1.108 40.89 20 335.02 1.138 42.00 

19 315.85 1.29 47.63 19 315.85 1.154 42.59 19 315.85 1.134 41.85 

18 297.63 1.329 49.07 18 297.63 1.175 43.36 18 297.63 1.117 41.22 

17 278.46 1.353 49.96 17 278.46 1.188 43.84 17 278.46 1.103 40.71 

16 258.33 1.366 50.44 16 258.33 1.198 44.21 16 258.33 1.094 40.37 

15 239.16 1.369 50.55 15 239.16 1.205 44.47 15 239.16 1.09 40.23 

14 220.95 1.361 50.25 14 220.95 1.209 44.62 14 220.95 1.088 40.15 

13 201.78 1.342 49.55 13 201.78 1.209 44.62 13 201.78 1.085 40.04 

12 181.65 1.296 47.85 12 181.65 1.184 43.70 12 181.65 1.059 39.08 

11 162.48 1.264 46.67 11 162.48 1.183 43.66 11 162.48 1.059 39.08 

10 144.26 1.235 45.60 10 144.26 1.185 43.73 10 144.26 1.065 39.30 

9 125.09 1.201 44.34 9 125.09 1.189 43.88 9 125.09 1.076 39.71 

8 104.96 1.162 42.90 8 104.96 1.191 43.95 8 104.96 1.093 40.34 

7 85.79 1.118 41.28 7 85.79 1.19 43.92 7 85.79 1.117 41.22 

6 67.58 1.069 39.47 6 67.58 1.18 43.55 6 67.58 1.145 42.26 

5 48.41 0.998 36.85 5 48.41 1.145 42.26 5 48.41 1.166 43.03 

4 33.31 0.911 33.64 4 33.31 1.079 39.82 4 33.31 1.151 42.48 

3 23.25 0.817 30.17 3 23.25 0.989 36.50 3 23.25 1.09 40.23 

2 13.66 0.673 24.85 2 13.66 0.825 30.45 2 13.66 0.924 34.10 

1 4.55 0.512 18.90 1 4.55 0.642 23.69 1 4.55 0.741 27.35 

Polynomial  Fit of Polynomial Fit of Polynomial Fit of

Specific Power for 362.38cm =  35.09 W/gU Specific Power for 362.38cm = 33.28 W/gU Specific Power for 362.38cm =  36.6 W/gU

Average SpecificPowerforCycle6=34.990W/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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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U3HA03핵연료 축방향출력분포(7주기)

<<< U3C7 >>

REF BU= 50 MWd/tU REF BU= 9000 MWd/tU REF BU= 17274 MWd/tU

REF TIME= 32.5 Hours 1.354167 days REF TIME= 5850.2 Hours 243.7583 days REF TIME= 11228.5 Hours 467.8542 days

Average  Specific Power = 36.92308 W/gU Average Specific Power = 36.92181 W/gU Average Specific Power = 36.92176 W/gU 

ROW HEIGHT  POWER
Spec.Power

(W/gU)
ROW HEIGHT  POWER

Spec.Power

(W/gU)
ROW HEIGHT  POWER

Spec.Power

(W/gU)

24 378.87 0.559 20.64 24 378.87 0.557 20.57 24 378.87 0.656 24.22 

23 369.76 0.664 24.52 23 369.76 0.654 24.15 23 369.76 0.759 28.02 

22 360.18 0.787 29.06 22 360.18 0.771 28.47 22 360.18 0.893 32.97 

21 350.11 0.855 31.57 21 350.11 0.834 30.79 21 350.11 0.948 35.00 

20 335.02 0.914 33.75 20 335.02 0.884 32.64 20 335.02 0.97 35.81 

19 315.85 0.961 35.48 19 315.85 0.916 33.82 19 315.85 0.964 35.59 

18 297.63 0.987 36.44 18 297.63 0.931 34.37 18 297.63 0.948 35.00 

17 278.46 1.006 37.14 17 278.46 0.941 34.74 17 278.46 0.934 34.48 

16 258.33 1.017 37.55 16 258.33 0.949 35.04 16 258.33 0.924 34.12 

15 239.16 1.021 37.70 15 239.16 0.955 35.26 15 239.16 0.919 33.93 

14 220.95 1.018 37.59 14 220.95 0.96 35.44 14 220.95 0.916 33.82 

13 201.77 1.008 37.22 13 201.78 0.961 35.48 13 201.78 0.914 33.75 

12 181.65 0.966 35.67 12 181.65 0.937 34.60 12 181.65 0.885 32.68 

11 162.48 0.947 34.97 11 162.48 0.937 34.60 11 162.48 0.886 32.71 

10 144.26 0.928 34.26 10 144.26 0.939 34.67 10 144.26 0.889 32.82 

9 125.09 0.906 33.45 9 125.09 0.942 34.78 9 125.09 0.898 33.16 

8 104.96 0.878 32.42 8 104.96 0.943 34.82 8 104.96 0.911 33.64 

7 85.79 0.848 31.31 7 85.79 0.941 34.74 7 85.79 0.929 34.30 

6 67.58 0.814 30.06 6 67.58 0.933 34.45 6 67.58 0.952 35.15 

5 48.41 0.767 28.32 5 48.41 0.908 33.53 5 48.41 0.971 35.85 

4 33.31 0.715 26.40 4 33.31 0.863 31.86 4 33.31 0.962 35.52 

3 23.25 0.66 24.37 3 23.25 0.801 29.57 3 23.25 0.918 33.89 

2 13.66 0.554 20.46 2 13.66 0.677 25.00 2 13.66 0.779 28.76 

1 4.55 0.443 16.36 1 4.55 0.55 20.31 1 4.55 0.646 23.85 

Polynomial  Fit of Polynomial Fit of Polynomial Fit of

Specific Power for 362.38cm = 27.9 W/gU Specific Power for 362.38cm = 27.35 W/gU Specific Power for 362.38cm = 31.94 W/gU

AverageSpecificPowerforCycle7=29.063W/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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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연소에 따른 U3HA03핵연료 축방향 출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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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URCE와 그리드 측정결과를 비교한 결과를 언 하면 다음과 같다.해석시

Zirlo의 기조성은 두 문헌에서 발췌하 다.우선 주 핵종의 조성은 ZirloASTM

STP1245에서 제시하는 값을 용하 으며,불순물에 한 조성은 Zr원료 ASTM

B349에서 제시하는 불순물 조성 값을 사용하 다.참고를 해 ORIGEN-S로도 계

산을 수행하 다.

ORIGEN-S A-SOURCE해석시 두 코드 모두 PLUS7핵반응단면 라이 러리

를 용하 다.ORIGEN-S해석시 비출력 값은 각 주기별로 앞서 표 6.8에서 제시

한 주기 평균 비출력 값을 용하 다.그리고 출력 연소일(EFPD) 재장 기

간은 실제 값을 용하 다.A-SOURCE계산 시 비출력 값은 체주기 평균값을

용하 으며,총 연소일은 정확히 반 하 으나 재장 기간은 50을 용하 다.

A-SOURCE버 에서는 각 주기별로 비출력,연소일,재장 일을 정확히 용가

능하나,DB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재는 평균값을 용하고 있다.A-SOURCE의

특징은 ORIGEN-S에 비해 MacroCalculation을 수행한다는 것과 량계산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화학분석은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제작한 시료를 각 그리드 마다 16개를 분석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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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한국원자력연구원 화학분석부에서 불순물 제거후 희석하여 감마선을 측정하

다.

표 6.9에는 화학분석 결과가 기재되어 있으며,표 6.10에는 ORIGEN-S

A-SOURCE에 의해 계산된 결과 값 실험치 와의 차이가 기술되어 있다.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경우는 잘 일치함을 볼 수 있으나,그 외 핵종의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볼 수 있다.이는 해석 시 용된 기조성이 실제 시료내의

기조성과 달랐기 때문이다. 를 들어,Zirlo내 Co의 기 불순물 함량은 약 2

ppm 정도이다.만일 조사된 시편 내에 4ppm 는 1ppm의 Co불순물이 존재하

다면 비교 값은 로그램의 정확성에 상 없이 2배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는 Sn의 성자 방사화에 의해 생성되며,이의 Zirlo내 기 함량은

약 1%로 1,000ppm 정도이다.따라서 Sb-125의 경우에는 기조성의 오차에 의해

유발되는 값의 오차는 Co에 비해 다.따라서 시 에서는
의 결과를 인용

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 경우 약 2% 이내에서 실험치와 일치하므로 Metal

Waste제어모듈에 도입된 핵반응단면 ,로직 로그래 은 히 구 되었다

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시료명
비방사능 (Bq/g)

핵종 측정값 ±2σ

Avg.

Co-60 1.273E+06 2.350E+05

Nb-94 1.195E+06 4.818E+04

Mn-54 2.052E+05 1.316E+04

Sb-125 4.155E+07 1.727E+06

표 6.9U3HA03핵연료 그리드 #10의 비방사능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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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　

ORIGEN-S A-SOURCE

방사능 (Bq/g)
Ratio

(Cal./Mea.)
방사능 (Bq/g)

Ratio

(Cal./Mea.)

Co-60 6.191E+07 48.622 6.224E+07 48.880

Nb-94 8.848E+05 0.741 8.865E+05 0.742

Mn-54 1.941E+05 0.946 2.021E+05 0.985

Sb-125 4.189E+07 1.008 4.232E+07 1.018

표 6.10U3HA03그리드 #10의 비방사능 해석결과 차이

4.선진핵주기 R&D분야에의 용 유용성 검토

미래원자력시스템 개발 분야와 련된 사례를 해석함으로써 A-SOURCE의 유용성

을 검토하 다. 용한 분야는 SFR- 이로 연계주기를 염두에 둔 TRU 장반감

기 핵종 재고량 평가,수송․ 장․처분을 염두에 둔 집단 방사선원항 평가,안 조

치 분야 핵물질 계량을 고려한 상세 방사선원항 평가 등이다.

가. 이로 건식처리 공정설계 처분시스템 해석 분야

이로 건식처리 폐기물의 정량화 문제를 로 하여 기존 방사선원항 평가 체계에

비해 A-SOURCE의 기능이 얼마나 우수한 지를 살펴보았다.

제기한 문제는 기  농축도,우라늄 장 량,방출연소도,조사기간,냉각기간

이 서로 다른 네 다발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동시에 이로 건식처리 되어 혼합

되고, 이로 공정을 따라 이동하면서 각 공정마다 방사성폐기물을 야기시키는 문

제이다.

네 다발의 사용후핵연료에 한 특징은 표 6.11에 기재되어 있으며,표 6.12에는 각

공정별에 한 핵종별 제거율이 기재되어 있다. 한 그림 6.30에는 A-SOURCE로

계산한 가상의 이로 공정 #2에서 방출된 방사성폐기물 내 핵분열생성물의 방사능

에 한 그래 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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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y

ID

Enrichment

(wt.%)

Urainum

Loading

(kg)

Discharge

Burnup

(MWd/MTU)

Irradiation

Period

(days)

Discharge

Date

KK1E36 3.40 409 30,201 1,198 1988.11.15

KK2S35 3.80 413 37,613 1,206 2003.10.20

KK3F11 3.20 425 41,182 1,091 1991.12.15

KK4H42 3.44 441 34,371 1,288 1994.12.08

표 6.11각 핵연료에 한 제원,조사특성 냉각특성

Element Process#1 Process#2 Process#3

Sr

Cs

U

Np

Pu

Am

0.900

0.900

0.002

0.002

0.002

0.002

0.090

0.090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3

0.003

0.003

0.003

표 6.12각 공정별에 한 핵종별 분리율

그림 6.30물질흐름 입력 환경 계산결과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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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ORIGEN-ARP
a

ASOURCE
b Ratio

(b/a)

Numberofinput 4(st)ⅹ 3(ws)ⅹ 4(ass)=48 1 1/48

Computingtime
(second)

4.85sec/caseⅹ 48 case
=232.8sec

16.43sec 0.071

Dataprocessingtime
foraveraging
calculation

~10min/outputⅹ
60sec/minⅹ48=28,800sec

<0.1sec 3.5E-6

Dataprocessingerror Possiblebyuser notpossible N/A

표 6.13 이로 건식처리 문제의 계산 효율성 비교

의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A-SOURCE의 효율성이 표 6.13에 요약되어 있다.

사용자가 얻고자 하는 해석결과는 네 개의 방사선원항(st),즉,핵종농도,방사능,붕

괴열, 해도만으로 설정하 으며, 이로 건식공정에서는 네 개의 경수로 사용후핵

연료(ass)가 동시에 처리되어 세 종류의 방사성 폐기물(ws)이 발생함을 가정하 다.

재 리 사용되는 방사선원항 코드가 ORIGEN-S코드이므로 이 코드로 계산한

경우와 A-SOURCE로 계산한 경우를 상호 비교하 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ORIGEN-S 코드는 48개의 입력문을 작성해야 하나,

A-SOURCE코드는 사용자가 원하는 출력 값 각 공정별 물질흐름을 자동으로

반 하여 코드가 자체 으로 입력문을 생성하므로 1개의 입력문으로 앞서 언 한

모든 결과를 계산하고 출력할 수 있다.

컴퓨터 계산 시간은 두 개의 각 로그램에서 제시하는 계산시간을 바탕으로 비교

하 다.그리고 A-SOURCE에서는 최종 결과물 정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정이

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핵종 조성을 혼합하는데 필요한 계산시간은

0.1 이하로 기술하 다.ORIGEN-S코드를 이용하여 앞서 문제에 한 방사선원

항을 산출하기 해서는 각 핵연료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핵종조성은 사용

자가 수작업으로 수행해야 한다.따라서 기존의 코드를 이용하여 여러 다발이 동시

에 재처리되는 시뮬 이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실수 가능성이 존재

하는데,A-SOURCE에서는 이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큰 장 이다.

st:sourceterms,ws:wastes,ass: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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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분/ 장/수송 시스템 설계 분야

A-SOURCE가 개발되기 에는 사용후핵연료 장시스템 처분시스템을 설계할

경우, 상이 되는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고려하여 방사선원항을 평가하는 것이 불

가능하 다. 상이 되는 사용후핵연료를 분석하여 이를 표할 수 있는 기 사용

후핵연료를 선정하고 모든 사용후핵연료가 이 사용후 핵연료라는 가정 하에 설계를

수행하 다.따라서 선정된 기 사용후핵연료는 보수 일 수밖에 없었으며 실상,

어느 정도 보수 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표 인 경우가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인 KRS(KoreanReferencedisposalSystem)

설계이다.KRS는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수용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이며,

이때 선정된 기 사용후핵연료는 17×17웨스 하우스형 핵연료로서 기 농축도

4.0wt.%,방출연소도 45,000MWd/tU,냉각기간 40년이다.이 기 핵연료는 2005년

말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분석하여 결정하 으며,향후 발생되는 고연소도 핵

연료를 수용하는 처분시스템 설계시는 새로이 기 핵연료를 선정키로 하고 설계를

수행하 다.따라서 고리 4호기 발생 모든 사용후핵연료에 해 A-SOURCE로 붕

괴열 계산을 수행하고 KRS기 사용후핵연료에서의 붕괴열을 상호 비교하는 것은

기존 방식이 얼마나 보수 인지와 A-SOURCE의 유용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잣 가

된다.

표 6.14에는 KRS기 사용후핵연료와 2006년 말 기 고리 4호기 발생 사용후핵

연료에 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A-SOURCE에서 제공

하는 사용후핵연료 다발 수는 946다발이며, 기 농축도는 1.6∼ 4.5wt.%,방출연

소도는 12,000∼ 54,000MWd/tU의 분포를 갖는다.기 사용후핵연료의 냉각기간

이 40년이므로 2006년 말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40년이 되는 2047년 시 에서의

붕괴열을 기존의 기 사용후핵연료 40년 시 에서의 붕괴열 결과와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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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SreferenceFuel

-17ⅹ17 Westinghousefueldesign

-
235
Uenrichment:4.0wt.%

-Uloading:440kg

-Specificpower:40W/gU

-EffectiveFullPowerDay:1,375days

-Dischargeburnup:45,000MWd/tU

-Coolingtime:40years

-Representativeforconventionalburnupspentfuel

SpentFuelsinKoriUnit4

-17ⅹ17 Westinghousefueldesign

-235Uenrichmentdistribution:1.6∼ 4.5wt.%

-Uloading:440kg

-Numberofpentfuelsconsidered:946assemblies

-Specificpower:historicalvalue

-EffectiveFullPowerDay:historicalValue

-Dischargeburnup:12,000∼ 54,000MWd/tU

-Loadingperiodfordepletion:1987∼ 2003

-Agingdistribution:1987∼ 2008

-Referenceyear:2007+40:2047years

-Conventionalburnupfuel

표 6.14KRS기 사용후핵연료 2006년 말 기 고리 4호기 발생 사용후핵연료

그림 6.31는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연소 냉각이력을 반 하여 A-SOURCE로 계

산한 붕괴열과 기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을 비교한 그래 이다.그림에서 선은

ORIGEN-S로 이용하여 계산한 기 사용핵연료에 한 붕괴열이며,실선은

A-SOURCE로 각각의 사용후핵연료를 고려하여 계산한 톤당 붕괴열이다.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기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이 1.5배 높게 선정되었음을 볼 수 있

으며,따라서 A-SOURCE코드를 이용하면 이러한 보수성을 낮출 수 있다.이는 원

자력 시스템 자체의 경쟁률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붕괴열을 로 비교하 지만 방사능 해도를 비교한다 해도 같은 결

과를 래할 것으로 단되며, 장·수송시스템의 설계 시에도 A-SOURCE를 활용

한다면,설계의 보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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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실제 사용후핵연료와 기 사용후핵연료 붕괴열 비교.

다.주요핵종 재고량 평가 분야

선진 핵연료주기란 가압경수로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일정기간 냉각한 후 건

식공정처리하여 우라늄(transuranics,TRU)은 회수하여 고속로의 핵연료로 만들

어 재사용(recycling)하고,핵분열생성물 에서 반감기가 길어 처분 측면에서 요

한 요오드(I) 테크네튬(Tc)는 따로 분리하여 고속로 내에서 소멸시키고,핵연료

피복재 등의 속과 기타 핵분열생성물만을 따로 분리하여 심지층에 처분하는 개념

을 갖는 핵연료 주기를 말한다.

따라서 우라늄을 소멸시킬 고속로를 반응도 안 변수 확보 측면에서 신뢰도

높게 설계하기 해서는 발생하는 우라늄의 양 조성 벡터,장반감기 핵분열

생성물의 양 등을 정확히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증명하기 하여 고리 4호기에서 2006년 말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를 상으로 과거 연도별 향후 이 핵종들의 질량이 어떻게 개(evolution)해 나

갈 것인지를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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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표 6.15는 A-SOURCE에 의해 계산된 연도별 TRU 장반감기 핵분

열생성물 생성량을 나타낸다.고리 4호기에서 사용후핵연료가 1987∼2006년까지 발

생하 으므로 이 기간에는 핵종량이 지속 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으며,그 이후에

는 자연붕괴 특성에 따라
은 의 붕괴에 의해 생성량이 지속 으로 증가

하지만,그 이외 핵종은 반감기가 길어 양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

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2007년말 기 으로
,,,의 양은 각각 2.33톤,

0.87톤,0.45톤,0.25톤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2007년말 기 TRU의 양은 4.48톤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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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A-SOURCE에 의한 연도별 TRU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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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grams

　 년도

핵종
1987 1990 1994 1999 2003 2007 2010 2015 2022 2037 2067 2100

U235 2.42E+05 7.41E+05 1.54E+06 2.37E+06 3.13E+06 3.67E+06 3.67E+06 3.67E+06 3.67E+06 3.67E+06 3.67E+06 3.68E+06

U236 7.30E+04 3.38E+05 7.04E+05 1.13E+06 1.55E+06 1.87E+06 1.87E+06 1.87E+06 1.87E+06 1.87E+06 1.87E+06 1.87E+06

U238 3.52E+07 1.01E+08 1.83E+08 2.63E+08 3.35E+08 3.86E+08 3.86E+08 3.86E+08 3.86E+08 3.86E+08 3.86E+08 3.86E+08

Np237 6.58E+03 3.68E+04 7.68E+04 1.26E+05 1.75E+05 2.14E+05 2.15E+05 2.18E+05 2.22E+05 2.34E+05 2.62E+05 2.93E+05

Pu238 1.67E+03 1.29E+04 2.64E+04 4.48E+04 6.33E+04 7.79E+04 7.61E+04 7.32E+04 6.93E+04 6.15E+04 4.86E+04 3.75E+04

Pu239 1.59E+05 5.33E+05 1.02E+06 1.52E+06 1.99E+06 2.33E+06 2.33E+06 2.33E+06 2.33E+06 2.33E+06 2.33E+06 2.32E+06

Pu240 5.59E+04 2.03E+05 3.83E+05 5.71E+05 7.44E+05 8.72E+05 8.73E+05 8.75E+05 8.77E+05 8.79E+05 8.79E+05 8.77E+05

Pu241 3.16E+04 1.25E+05 2.24E+05 3.29E+05 4.13E+05 4.51E+05 3.90E+05 3.07E+05 2.19E+05 1.06E+05 2.49E+04 5.05E+03

Pu242 1.00E+04 5.27E+04 1.02E+05 1.58E+05 2.12E+05 2.54E+05 2.54E+05 2.54E+05 2.54E+05 2.54E+05 2.54E+05 2.54E+05

Am241 1.81E+03 1.67E+04 5.39E+04 1.00E+05 1.58E+05 2.26E+05 2.86E+05 3.67E+05 4.50E+05 5.50E+05 6.03E+05 5.91E+05

Am243 1.53E+03 1.12E+04 2.22E+04 3.56E+04 4.92E+04 6.02E+04 6.02E+04 6.02E+04 6.02E+04 6.01E+04 5.99E+04 5.97E+04

TRU 2.68E+05 9.91E+05 1.91E+06 2.89E+06 3.80E+06 4.48E+06 4.48E+06 4.48E+06 4.48E+06 4.47E+06 4.46E+06 4.44E+06

Sr 1.68E+04 7.53E+04 1.49E+05 2.31E+05 3.08E+05 3.61E+05 3.46E+05 3.24E+05 2.98E+05 2.54E+05 2.03E+05 1.77E+05

Tc 1.65E+04 7.28E+04 1.45E+05 2.27E+05 3.05E+05 3.64E+05 3.64E+05 3.64E+05 3.64E+05 3.64E+05 3.64E+05 3.64E+05

I 4.20E+03 1.89E+04 3.72E+04 5.79E+04 7.77E+04 9.27E+04 9.27E+04 9.27E+04 9.27E+04 9.27E+04 9.27E+04 9.27E+04

Cs 5.47E+04 2.48E+05 4.85E+05 7.57E+05 1.01E+06 1.19E+06 1.15E+06 1.10E+06 1.04E+06 9.43E+05 8.25E+05 7.62E+05

표 6.15고리 4호기 사용후핵연료의 연도별 핵종량 평가 결과(1987년부터 210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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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URCE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ORIGEN-S코드를 이용하여 고리 4호기에서

2006년 말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주요핵종에 한 핵종 생성량을

측하 다.ORIGEN-S코드는 각 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ORIGEN-S코드를 이용하여 방사선원항을 평가하려면 표성 사용후핵연료를 선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따라서 2007년 말까지 고리 4호기에서 발

생한 사용후핵연료 936다발이 모두 기 사용후핵연료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TRU 등 주요 핵종에 한 재고량을 평가하 다.참고로 이미 선정된 기 사용후

핵연료는 기농축도 4.5wt.%,방출연소도 55,000GWD/tU이다.그림에서 2007년

이 에 값을 평가할 없는 이유는 ORIGEN-S에서 2007년에 기 사용후핵연료와

동일한 936다발이 동시에 배출되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A-SOURCE의 의미를 부여하기 해 상호 계산 값의 차이를 그림 6.33에 나타내었

다.그림에서 보듯이,Cs,Sr,I,Tc의 경우에는 상호간에 약 1.5∼1.7배의 차이를 보

으며,Pu의 경우에는 1.1∼1.7배정도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하 다.
은 

의 붕괴에 의해 생성되므로 상호 계산방식에 따라 격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

와 같은 차이는 결국 TRU의 핵종조성비(isotopiccompositionvector)의 차이를 의

미한다.고속로 설계시 TRU 핵종조성비는 충분한 반응도를 확보하는데 매우 요

하며,특히 TRU내 Am의 조성비율은 고속로 제어 측면에서 안 성에 향을 주는

인자이므로 이의 정확한 조성비 평가가 요하다.

물론 기 사용후핵연료를 기 농축도 방출연소도에 따라 여러 등 으로 분류

하여 선정하고 이를 가 하여 값을 구하면 좀더 A-SOURCE에 근 한 값을 얻을

수 있다. 한 DANESS코드와 같은 핵주기 분석코드를 사용하면 A-SOURCE에

근 한 값을 얻을 수 있다.그러나 이는 좀 더 A-SOURCE에 근 한,즉,좀 더 실

제 값에 근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시 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

는 A-SOURCE와 같은 값을 얻어낼 수는 없다.따라서 개발된 A-SOURCE코드는

향후 SFR- 이로 연계주기에서 요구하는 주요핵종의 핵종량 핵종비율 산출시에

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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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ORIGEN-ARP에 의한 연도별 TRU 장반감기 핵분열생성물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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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4A-SOURCE와 기존 해석 방식의 핵종생성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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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안 조치 분야

이로-SFR연계주기가 실화되기 한 필수조건은 이로 건식처리시 핵물질을

정확히 계량해 내는 것이다.그런데,앞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는 축방

향 는 반경방향으로 연소하는 특성이 다르고, 원자로마다 연소특성이 달라,이

를 정확히 반 하여 방사선원항을 추정해 내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개선된 A-SOURCE의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 해 축방향으로 연소이력

을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해 사용후핵연료내 우라늄 Pu동

원소의 생성량 차이를 비교하 다.계산에는 세 가지의 문제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문제를 해석하 다.Case1의 가상 사용후핵연료는 기 우라늄 장 량 428kg,다

발평균 비열출력 40W/gU,유효연소일 1,375일,방출연소도 55,000MWd/tU,냉각

기간 10년인 핵연료이다.Case2의 가상 사용후핵연료는 기 우라늄 장 량 440

kg,다발평균 비열출력 40W/gU,유효연소일 1,125일,방출연소도 45,000MWd/tU,

냉각기간 10년인 사용후핵연료이다.Case3의 가상 사용후핵연료는 기 우라늄 장

량 428kg,다발평균 비열출력 40W/gU,유효연소일 875일,방출연소도 35,000

MWd/tU,냉각기간 10년인 핵연료이다.이때,Case1 3은 PLUS7핵반응단면

라이 러리,Case2는 SCALE6버젼의 ORIGEN-S에 내장되어 있는 14×14핵반응

단면 라이 러리를 사용하 다.축방향 연소도분포는 Case1 3에는 U3HA03

이 갖고 있는 연소도 분포를 사용하 으며,Case2는 임의의 연소도 분포를 가정하

여 사용하 다.축방향 연포소 분포로 용된 값은 표 6.1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

다.

세 가지 경우에 해 두 가지의 계산을 수행하여 결과 값을 비교하 다.

Homogeneous모델은 A-SOURCE가 없던 경우 기존에 주로 수행한 방법인 축방향

으로 연소도 분포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경우이며,heterogeneous모델은 축방향 연

소도 분포를 표 6.15에서 제시한 값을 각각의 역에 용하고 이에 한 핵종 생

성량을 평가한 경우이다.

그림 6.35은 각 경우에 한 상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보는 바와 같이


의 경우 11%까지도 핵종 생성량이 다름을 확인하 으며,실제 U3HA03연소도 분

포 일을 용한 경우에도 약 6%까지 핵물질 양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의 경우에도 유사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로 공정처리를 해서는 안 조치(safeguard)측면에서 U Pu의 정확한 계

량이 필수 이다.이는 해석을 통한 측,실시간 계량,사후 계량등을 포함한다.본



- 587 -

연구에서 계산한 것처럼 기존방식의 계산은 부정확한 값을 측 값으로 제시하므로

본 로그램을 용할 경우 보다 실 인 값을 얻어낼 수 있다.따라서

A-SOURCE의 기능은 안 조치 분야의 핵물질 계량에도 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a)Case1-HeM (b)Case2-HeM (c)Case3-HeM

Region

 #

Relative

Power

24 0.600 

23 0.739 

22 0.891 

21 0.983 

20 1.055 

19 1.098 

18 1.115 

17 1.125 

16 1.132 

15 1.136 

14 1.137 

13 1.133 

12 1.107 

11 1.099 

10 1.095 

9 1.091 

8 1.087 

7 1.081 

6 1.071 

5 1.040 

4 0.980 

3 0.896 

2 0.743 

1 0.566 

Region

#

Relative

Power

1 0.4

2 0.6

3 0.8

4 1

5 1.2

6 1.3

7 1.4

8 1.4

9 1.3

10 1.2

11 1.1

12 1

13 0.7

14 0.6

Region

 #

Relative

Power

24 0.600 

23 0.739 

22 0.891 

21 0.983 

20 1.055 

19 1.098 

18 1.115 

17 1.125 

16 1.132 

15 1.136 

14 1.137 

13 1.133 

12 1.107 

11 1.099 

10 1.095 

9 1.091 

8 1.087 

7 1.081 

6 1.071 

5 1.040 

4 0.980 

3 0.896 

2 0.743 

1 0.566 

표 6.16각 경우에 한 연소도 분포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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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5축방향 연소도 분포를 고려 여부에 따른 핵종 생성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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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처분시스템 핵 성능 평가

가. 속폐기물

1) 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

속폐기물은 원통형의 압축물로 제조된 후에 장용기 7개씩 장되고 다시

MWDP라 불리는 처분용기에 9개의 장용기가 장되며,이러한 Canister는 처분

터 내에 3단으로 재된다.

2) 속폐기물 블럭

속폐기물은 이로공정 기에 주로 발생된다.핵연료 을 단(chopping)한 후,

Decladding/voloxidation을 통해 분말화된 산화물 핵연료는 Reduction공정으로 달

되며,기화성 핵종은 Off-gas공정으로 가게 된다.이 때 잔류하는 나머지 탈피복

(Hull)이 속폐기물의 부분을 차지한다.한편 속 탈피복 에는 미량이지만,다

양한 종류의 핵종들이 표면에 묻어 있게 되므로,일단 용융염을 이용하여 세척하여,

표면 오염도를 인 후에 속폐기물로 장된다.우라늄을 회수하기 한 정련공정

에서 용융염에 녹지 않는 불순물 (주로 NobleMetal)이 발생되며,폐기 불순물(An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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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dge)은 Hull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용융염 세척을 거친 후에 속폐기물에 포함된

다.

나. 속폐기물 방사선원

속폐기물 체 물량의 76%를 차지하는 오염폐기물인 지르칼로이 피복

넘스 링은 원자로 방출시 에서는 속폐기물 총 방사능의 84% 정도를 차지하지만,

다량의 단반감기 핵종을 함유하는 특성으로 인해 냉각시간 10 년 시 에서는

2.51×10
14
Bq로 체 방사능의 29% 정도를 차지하 다.오염폐기물의 특성으로 매우

요한 알 방사능의 농도는 냉각기간 10년 시 에서 4.84×10
11
Bq이었다.

속폐기물 에서 비오염 폐기물의 10년에서 총 방사능은 3.79×1014Bq이며,이 에

서 상하단에서 핵연료 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코넬 718그리드 의 질량은 체

의 1% 정도로 매우 지만,10년에서는 체 방사능의 25% 이상을,75년에서는 약

55% 이상을 차지하므로 방사선차폐 에서 매우 요하 다.스테인 스 스틸 302

넘 스 링의 경우,10년에서는 약 14% 정도를 차지하다가 50년 시 에서는 약

17% 정도를 차지한다.이는 인코넬 718그리드 만을 따로 분리하여 리하면 방사

능의 세기를 25～55% 정도 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체 으로 원자로 방출 후 10년에서의 구조재의 방사능은 원자로 방출시 에 비해

0.6% 정도로 방사능이 격히 감소한 상태이며,약 50년 이후부터의 방사능 감소는

서서히 진행됨을 볼 수 있다.10년에서 속폐기물의 총 방사능은 약 1.32×1015Bq로

나타났다.

다. 속폐기물 선량평가

1)모델링

이로공정에서 발생한 속폐기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되는 1개의 폐기물 용

기에 7개가 재된다.콘크리트로 제작되는 MDP처분용기 내에는 총 9개의 폐기물

용기가 동일한 간격으로 장되며,이에 한 모델링을 그림 6.3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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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6. 속폐기물의 블록(왼쪽)과 폐기물용기 내의 7개 블록 재 모습(오른쪽).

2) 속폐기물 처분용기 표면 선량평가

처분용기는 폐기물용기의 상․하부에는 15㎝ 철근콘크리트를,측면에는 10㎝ 두께

의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방사선을 차폐하게 된다.1개의 처분용기(MDP)에 한

선량평가 결과를 표 6.17에 나타내었다.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상부 1.30E+01 3.04E-6 1.30E+01

측면 2.20E+01 4.41E-6 2.20E+01

하부 1.62E+01 4.34E-6 1.62E+01

표 6.17.처분용기(MDP)방사선량 평가 결과 (단 :rem/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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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세라믹폐기물 처분시스템

1)세라믹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

이로 공정 폐기물 에서 세라믹폐기물(CeramicwasteII)은 블럭 형태의 고화체

로 제작되며,1개의 폐기물용기에 2개의 고화체가 담기게 된다.이러한 폐기물용기

는 다시 처분용기에 담기게 되고,최종 으로는 처분공에 정치하게 된다.

2)세라믹폐기물 블럭

세라믹 폐기물의 크기는 직경 26cm,높이 25cm이다.고화체 블럭의 도는 3,571

kg/㎥이며,10MtHM 사용후핵연료에 하여 약 12개의 블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마.세라믹폐기물 방사선원

사용후핵연료 10MtHM 기 으로 핵종의 총량은 약 117.82kg이지만,실제 산화물

형태로 채집되는 양은 137.26kg이다.이들 공용융염 의 핵종은 고화체(Monazite

Ceramic)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이때 들어가는 세라믹 결합제의 양은 산화물의 4배

정도인 549.04kg이다.따라서 고화체의 총량은 686.3kg이며,이 폐기물의 도는

3,571kg/㎥,부피는 0.1922㎥이다.

바.세라믹폐기물 선량평가

1)모델링

세라믹 폐기물은 원통 형태로 제작되고,2개의 블락이 1개의 세라믹 폐기물용기(캔)

에 장입된다.폐기물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304L이며,상부 두께는 5㎜,하부는

5㎜,측면은 3.4㎜이다. 세라믹폐기물 장용기에는 2개의 세라믹폐기물 블럭을

장하도록 하 다.고화체가 용기 체 부피의 87.2%의 부피를 차지하도록 용기의

외경은 26.7cm,높이는 60.8cm이다.폐기물용기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304L이며,

상부 두께는 5㎜,하부는 5㎜,측면은 3.4㎜이다.

세라믹폐기물 처분용기의 기본 인 개념은 폐기물 용기 7개를 2단으로 재하도록

하여 처분용기 1개당 14개의 폐기물용기를 수용하는 것이다.처분용기의 내측에는

방사선 열 차폐 목 의 주철이 놓이게 되며,상부 18㎝,하부 18㎝,측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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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께를 갖는다.처분용기의 외측에는 처분환경에서의 부식방지 목 의 구리코

이 입 지게 되며 상부 3㎝,하부 3㎝,측면 1㎝ 두께를 갖는다.

2)세라믹폐기물 처분용기 표면 선량평가

세라믹 폐기물용기(캔)은 7개를 2단으로 쌓는 형태로 정렬시켰다. 총 14개의 폐기

물용기(캔)을 처분용기(캐니스터)에 다시 장입하 다.처분용기의 내측에는 방사선

열 차폐 목 의 주철이 놓이게 되며,상부 18㎝,하부 18㎝,측면 9.5㎝의 두

께를 갖는다. 처분용기의 외측에는 구리코 이 입 지게 되며 상부 3㎝,하부 3

㎝,측면 1㎝ 두께를 갖는다.

1개의 폐기물용기(94.8 kg:2개의 폐기물 블럭)에 해당되는 자 생성율은

× (photons/sec)이므로 14개의 폐기물용기가 장입되는 1개의 처분용기의

자 생성율은 총 × (photons/sec)이며, 성자 생성율은 ×

(neutrons/sec)이다.MCNP를 이용하여 1개의 처분용기에 한 유효선량을 표 6.18

와 같이 구하 다.이 때 tally 역은 용기의 측면,상부,하부에 하여 수행하

으며,각각의 거리는 10㎝로 설정하 다.

MCNPX를 사용하여 최종 으로 구할 수 있는 값은 방사선원의 Flux(선속)이므로,

이를 선량으로 환산하기 한 환산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자 성자의 선량

환산인자는 ICRP-74를 사용하 다.방사성물질의 운반에 한 규정과 사용후핵연

료 운반용기에 용된 기 에 의하면 표면에서의 선량이 각 방향에 하여 2m㏜

/hr(=0.2rem/hr)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처분용기에 한 선량평가 결과,상부와 하부의 선량은 표면선량 기 2m㏜

/hr(=0.2rem/hr)를 넘지 않는 반면에 측면값은 기 을 상회하 다.이는 처분용기

의 내부 구성물질인 주철의 두께가 상․하부는 18cm로 부분의 선량을 차폐하는

반면,측면에서는 9.5cm 정도로 거의 반 두께에 해당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

다. 따라서 처분용기 상․하부와 같이 낮은 선량을 측면에서도 유지하기 해서는

측면의 주철 두께를 더욱 두껍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용기의 구조해석

처분공간의 효율성 등의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만큼 이 부분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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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치 감마선량 성자 선량 합계 단

폐기물용기

상부 2.4049E+01 5.9679E-06 2.4049E+01

rem/hr측면 5.4509E+01 1.4535E-05 5.4509E+01

하부 4.3233E+01 1.1276E-05 4.3233E+01

처분용기

상부 8.7206E-03 4.1045E-06 8.7247E-03

rem/hr측면 8.5268E-01 1.6102E-05 8.5269E-01

하부 1.2643E-02 6.1649E-06 1.2649E-02

완충재 측면 1.15E-02 6.17E-09 1.15E-02 Gy/hr

표 6.18.세라믹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선량평가 결과

3)세라믹폐기물 처분시스템 공학 방벽 흡수선량

단일 처분공에는 세라믹 처분용기 2개가 수직으로 재되게 되는데 이때 처분용기

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해서 용기 주변의 벤토나이트 완충재가 받는 흡수선량

을 계산하 다.처분용기 표면에서 완충재의 흡수선량률이 1Gy/hr를 과하면 방

사분해가 일어나 산화물을 만들고,이 산화물은 처분용기를 부식시키게 되므로

부분의 사용후핵연료 고 처분을 고려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이 선량을 넘지 않

도록 제한하고 있다.따라서 보수 인 계산을 해서 처분공 내의 가장 안쪽의 벤

토나이트 1㎝ 층에 한 흡수선량을 구하여 설계기 인 1Gy/hr값 과여부를 비

교하고자 하 다.이 경우에는 앞서 처분용기의 상․하부의 방사선량이 매우 작은

계로,가장 보수 인 측면방향에서의 선량만을 고려하 다.측면에서의 완충재 흡

수선량률은 감마선에 해서는 1.15× Gy/hr, 성자에 해서는 6.17×

Gy/hr으로 계산되었으며,총 흡수선량은 1.15× Gy/hr값으로 계산되었다.이 계

산결과는 완충재의 최내각 1㎝ 두께 층에 흡수되는 방사선량이 의 제한치보다

훨씬 작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 세라믹 고화체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최종 구성

요소인 완충재가 방사선에 해서 안 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완충재와 용기 표면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에 지하수가 가득 차 있을 때,심지층 지

하수에 한 흡수선량을 평가하여 표 6.19에 나타내었다. 처분공 내에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발열에 의해 처분용기 표면온도가 최 90℃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이때



- 594 -

에는 수증기 형태의 분 기가 형성될 것으로 상된다.90℃ 수증기 분 기의 도

는 3.81E-4g/cc,핵종은 H:8.4%,N:18.3%,O:73.3%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한

흡수선량을 평가하여 표 6.19에 나타내었다. 모든 MCNPX결과는 3% 이내의 상

오차를 보 으며,세 가지 경우 모두 서두에 언 한 1Gy/hr의 기 을 훨씬

도는 결과를 나타내었다.수증기의 경우 지하수에 비해서 질소가 존재하 지만,

체 인 흡수선량 계산에는 큰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벤토나이트

의 흡수선량이 높은 것은 물에 비해 상 으로 선량을 흡수할 수 있는 기타 핵종

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상 물질
흡수선량

(Gy/hr)

상 비율

(%)

벤토나이트 1.1476E-02 100.00

지하수 4.3102E-03 37.56

90℃ 수증기 4.3274E-03 37.71

표 6.19. 상 물질별 흡수선량 비교

사.선량평가 계산 검증

본 연구에서는 MicroShield를 사용하여 MCNPX 계산 결과를 검증하 다.서로

다른 로그램의 비교평가를 하여 동일한 조건을 맞추었다.

-MicroShield의 선원항 부분 균질화

-각 차폐층에 한 재질특성분포 반

-방사선 에 지 그룹수 조 (18그룹)

-선량단 통일 (MeV/㎠/sec)

MCNPX 계산의 상 오차는 3%이내의 값을 나타내었으며,표 6.20에 비교결과를

나타내었다.Case①은 MicroShield의 결과를,Case②는 MicroShield조건으로 맞

춘 MCNPX 결과를,Case③은 원본 계산조건을 그 로 용한 경우를 나타낸다.

표 6.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se②의 경우가 조 더 높게 나타났으며,이는 선원

항 균질화 과정에서 기인한 차이와 MicroShield는 선량을 특정 포인트에서 나타내

는 반면,MCNPX 계산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해 같은 거리에 있는 얇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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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형 tallyvolume을 사용하 기에 발생한 차이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Case③의

경우에는 ORIGEN-ARP5.0에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Gamma-44GroupEnergy에서

0.01MeV이하 역의 자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자선량에 차이가 있

으며,그 차이로 말미암아 최종 선량평가의 값은 Case①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

다.

Case
①

MicroShield

②

MCNPX

③

MCNPX

Energy

Group

18Group

(0∼11MeV)

18Group

(0∼11MeV)

44Group

(0.01∼20MeV)

PhotonIntensity

(photons/sec)
2.833E+14 2.833E+14 2.114E+14

Tally

(MeV/㎠/sec)
7.772E+05 9.210E+05 8.15E+05

표 6.20.선량계산 결과 비교

6.결과 요약

선진핵주기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기 하여

A-SOURCE를 개발하 으며,해석결과 실측치와의 비교를 통해 개발된 로그

램을 검증하 다.임의의 검증문제에 해 A-SOURCE ORIGEN-S로 각각 해석

하고 비교한 결과,주요핵종에 한 조성차가 5% 정도로 나타남을 확인하 다.실

측치와의 비교는 핵연료 역에 해서는 ORNL에 보유한 조사된 핵연료 조성과

비교하 으며,구조재 역에 해서는 KAERI자체 으로 생산한 조사된 구조재

내의 핵종량을 이용하여 비교하 다.A-SOURCE 해석값과 실측치의 비교결과

10% 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 으며,따라서 A-SOURCE에 도입된 핵반응단면

,로직 로그래 은 하다고 단된다.

향후 상업화를 해서는 본 연구에서 고려된 문제 이외에 좀 더 범 한 역의

문제를 해석함으로써 개발된 로그램의 안정성(stability) 일 성(consistency)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이용자 확 를 통해 부차 으로 발생하는 오류를 개선하고

추가 인 기능을 확보하여 용분야를 넓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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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개발

1. 기술개발

가. 기술 개요

처분용기의 외부 구리용기는 내부 주철용기로 제작된다.그 지만 구리마개와 코

된 구리몸체는 완벽하게 이 되어야 한다.통상 으로 속의 은 열에 의

한 용 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처분용기의 은 기본 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된다.

-고품질이 가능할 것

-내부 고 폐기물에 향이 없을 것

-높은 효율을 가질 것

-자동화에 의한 원격 공정이 가능할 것

나.용 기술

1) 자빔 용

진공상태에서 자빔을 충돌시켜 발생된 열로 용 하는 방식이다.국부 으로 열

을 집 시키기 용이하고 용 속도도 빠르다.진공에서 녹이는 방식이므로 불순물이

침입될 가능성도 다. 열이 필요치 않으므로 용 두께가 깊어도 고품질로 빠르

게 처리할 수 있다. 자빔 용 의 주의 은 내부 고 폐기물이 향받지 않도록

자빔이 내부로 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만약 용 에 내부 고 폐기

물이 손상된다면 어떻게 처할 것인가가 아직 결론이 나있지 않다.

재 자빔 용 은 일본의 처분용기의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고려되고 있다

[7-1].일본의 처분용기는 탄소강으로서,용 두께는 약 190mm정도로 매우 두텁

다.이 정도 두께가 되면 탄소강은 온에서의 균열방지를 해 열이 필요할 뿐

아니라 용 후에는 용 부의 품질 보강을 해 후열처리까지 해야 한다.결론 으

로 자빔 용 을 이용한 구리용기의 용 은 코 층이 열을 받아 물리 손상이

우려될 수 있으며,내부 방사성폐기물에 열 향을 수 있다는 단 이 있었다.

2)TIG,MIG용

TIG,MIG용 과 같은 다층 용 법은 여러단계의 용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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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내부로 열이 침입되는 단 이 있다.그 지만 이 방법은 지 까지 원자력과

련된 시스템에 많이 용되어 상업 인 자동화가 잘 갖춰진 공정이기도 하다.

Hot-wireTIG와 같은 방법을 용한다면 자빔 용 과 결합하여 좁은 홈의 용

에 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하지만 이방법도 내부 방사성폐기물에 열 향을

수 있다는 단 이 있었다.

3)마찰교반용

마찰교반용 은 내마모성의 단단한 속침과 속과의 강한 마찰에 의해 생긴 마

찰열로 부 를 녹여서 용 하는 방식이다.이 방법은 마찰부만 순간 으로 녹

여서 합하기 때문에 내부로의 열 달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마찰

교반용 용 기기는 원추형 탐침과 원통형 탐침 (shoulder)로 구성된다. 재 이 방

법은 스웨덴의 SKB에서 50mm의 두터운 구리용기를 용 하는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7-2].이방법은 강한 마찰과 물리 힘이 속에 해 지기 때문에 취성이 강

한 온분사코 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그리고 마찰에 의한 열이 내

부 고 폐기물에는 향을 주지 않겠지만,코 구리층에 향을 미치는 것을 피

할 수 없다.

4) 온분사코

이 방법은 재 KAERI의 구리용기를 제작하는데 사용된 방법이다[7-3].구리용기

와 마개부분을 동일한 방법으로 분사코 으로 처리하면,실제 용 부를 녹이지 않

고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코 부를 형성할 수 있다.하지만,이 방법은 아직 구체

으로 시험이 이루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실험 으로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

다. 온분사코 기술

온분사코 을 이용한 기술의 실 가능성을 살펴보기 하여 소형의 내부

용기와 구리마개를 이용한 시험을 실시하 다.

1) 온분사 기술을 이용한 1/20크기 용기 제작

처분용기 크기의 1/20규모로 구상흑연주철(CastnodularIronGCD400-15)로 된

내부 용기를 제작하고,용기의 상하면에 6.5mm 두께의 나사 마개를 결합하여

단시험용 내부용기를 제작하 다(그림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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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온분사코 용 1/20크기의 단시험용 내부 주철용기와 구리마개.

그림 7.2.처분용기 1/20크기의 온분사코 과정;(a) 온분사코 모습,(b) 합

부 코 모습,(c) 합부 코 삭한 내부 모습,(e)표면 가공된 완제품.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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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된 내부용기 측면을 5mm 두께로 온분사코 (창성구리분말 사용)하여 완

된 1/20크기의 온분사코 용기를 성공 으로 제작하 다(그림 7.2). 기

마개 합부에 한 두터운 코 처리와 코 부의 표면 삭을 통해 합부의 코

상태를 검한 결과,내부 균열이 없음을 확인하 다.

2) 온분사코 합부의 헬륨 설율 측정

온분사코 된 부 의 상태를 살펴보기 하여,헬륨 설시험을 실시하

다.헬륨 설을 측정하기 한 목 으로 두 가지 종류의 용기를 제작하 다(그림

7.3).A형(높이 54mm,직경 40mm) B형 용기(높이 62mm,용기직경 40mm,

구리마개 직경 50mm)는 STS304재질 내부용기와 구리재질의 나사마개로 되어 있

으며, 온분사코 합선이 A형은 용기 상단면에,B형은 용기 측면에 치

하는 차이가 있다.A형과 B형 용기를 5mm 두께로 온분사코 (창성구리분말 사

용)처리하여 을 한 후,헬륨 설 시험용 용기를 제작하 다(그림 3-c).

(a) (b) (c)

그림 7.3. 온분사코 부 헬륨 설 시험용기의 2종 제작(좌;A형,우;B형);

(a) 온분사 코 ,(b) 온분사 코 후,(c)표면 처리 후.

온분사코 으로 처리된 용기 상단의 회 용 척을 제거하고 그 치에

1/4“구리 을 용 으로 연결하고,Swagelokbellowsvalve(SS-4H)를 설치하 다.

비된 용기 내부에 헬륨을 1.3bar로 밸 를 통해 장입하고,Helium leakdetector

(Model:ATM 180T)를 사용하여 헬륨 설시험을 실시하 다(그림 7.4).시험 방법

으로는 TracerGas(SnifferTechnique)와 "EvacuatedEnvelopeGas”2가지를 사용

하여 헬륨 설 여부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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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7.4. 온분사코 부 헬륨 설 시험용기 (a)A형 1.5mm 온분사코 용기,

(b)A형 5mm 온분사코 용기,(c)B형 5mm 온분사코 용기,(d)헬륨 설

시험기기와 시험 모습.

l A형 헬륨 가스 설 시험 (1.5mm 코 두께)

코 두께가 1.5mm로 얇은 경우에는 합부가 충분히 코 층으로 메워져 있지

않아서 헬륨 장입 기에 합라인에서 헬륨 설이 발견되었다.1.5mm의 얇은

코 으로는 합부가 완 히 메워지지 않아서 설이 되는 것으로 보 다.

l A형 헬륨 가스 설 시험 (5mm 코 두께)

Sniffertest결과,용기 합라인에서의 헬륨 측정치는 공기 값과 동일한 3.1

×10
-6
Std.cm

3
/sec로서 용기의 헬륨 설은 발견되지 않았다.5mm의 코

만으로도 충분히 합부가 메워져 완 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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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B형 헬륨 가스 설 시험 (5mm 코 두께)

Sniffertest결과,용기 합라인에서의 헬륨 측정치는 공기 background와 동

일한 3.5×10-6Std.cm3/sec로서 용기의 헬륨 설은 발견되지 않았다.좀

더 확실히 살펴보기 하여 용기를 검사용 진공 챔버에 넣고 EvacuatedEnvelope

Gastest를 실시하 다.EvacuatedEnvelopeGastest에서 감지된 헬륨 농도는

background보다 훨씬 낮은 1.0×10-6Std.cm3/sec로서 헬륨 설이 감지되

지 않았다.

한편,시험에 사용된 B형 용기를 단하여 부 를 조사하 다(그림 7.5).

단된 합부 단면에서 마개와 코 부는 합라인에 별다른 틈이 없이 완벽하게 부

착된 모습을 보 다.

3) 처분용기의 검사 검토

거 한 처분용기를 온분사코 으로 합할 경우,용 부의 기 건 성을 확인

하는 방법은 비 괴 검사와 출시험이 있을 수 있다.비 괴 검사로는 음 검

사가 유력하다. 음 검사는 코 합부의 기공을 악하기 해서는 많은 검사

경험을 요구하므로 합조건에 따른 시험결과의 축 이 요구된다.

출시험으로는 헬륨 등의 불활성 기체를 주입하여 출되는 것을 조사하게 된

다.실제 처분용기 내부에 헬륨을 충 하기 해서는 용기에 구멍을 낼 수는 없으

므로 합되기 에 헬륨을 주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따라서 주입용 밸

를 주철용기 마개에 붙박이로 설치하고 주입 후에는 밸 를 잠근 후,구리 마개로

덮어 버리는 방법이 고려되고 있다. 출검사는 sniffer방법과 envelope방법이 있

으며, 설량을 정량할 수 있는 envelope방법은 거 한 처분용기를 진공 챔버에 거

치해야 하는 공정상의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설 유무만 확인하는 sniffer방

법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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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7.5.B형 용 용기와 구리마개의 온분사코 에 의한 사진;(a) 합 ,(b)

분사코 에 의한 상하면 마개의 합 후,그리고 (c) 합된 구리마개와 코 부의 단면

단 모습.

4)결 론

소형용기의 시험 결과, 온분사코 을 통한 용기 합부 충분히 가능

함을 확인하 다.이러한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 온분사코 을 이용한 구리용기

”에 한 특허를 출원(10-2011-0004637)하 다.하지만 온분사 코 을 통한

기술이 완 히 확립되기 해서는 코 합부에 한 물성시험과 부식시험이

추가 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 합 형태에 한 고려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코 합부가 평면이

아닌 경우에는 코 되는 홈부에서 난기류가 형성되어 코 층 형성을 해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난기류가 형성되지 않도록 합부의 틈을 최소화되도록 기계 가공

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변 형태도 비교 완만하게 구리 마개에서 평면의 용기 벽

면으로 연결되어 코 이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

2.처분용기 수명 측

가.실험 고찰

1)KURT환경을 모사한 실험실에서의 처분용기 장기부식 시험

처분용기 재료의 지하환경에서의 부식 안정성을 확인하기 하여 실제 처분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실험실에서 조성하고 2년간의 부식시험을 수행하 다.시험시편은

온분사코 동 2종,일반 압출동,고순도 단조동,그리고 내부식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6:4황동(navalbrass)과 Al청동 6종을 선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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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처분환경을 모사하기 하여,직경 15mm,두께 1.0mm 동 모양 구리 시편

을,건조 압축 도 1.6g/cm3의 압축벤토나이트(직경 30mm,두께 10mm 원형)2

개 사이에 넣고,티타늄 재질의 내부식성 속용기에 담아 부식용기를 조립하 다.

티타늄 용기 상하면에는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있으며,벤토나이트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티타늄 필터를 상하면에 두었다(그림 7.6).

그림 7.6.장기부식시험용 용기 구조도(좌)와 부품 사진(우).

조립된 부식용기는 KURT200m 시추공에서 채수한 지하수가 담긴 유리용기에 넣

어 한 후 70℃의 항온 챔버에 장기 장하 다.

시험후,각 시편은 표면의 녹을 2.5% 염산 용액으로 제거한 후,질량 감손을 측정하

다.측정된 감손 질량으로부터 식(7.1)을 이용하여 부식두께를 계산하 다.

 
×



 
×  (7.1)

여기서,Wloss는 감손량,As는 시편의 표면 , δ
d
는 시편의 도 Dc는 부식

두께이다.

2년간의 부식두께를 조사한 결과 그래 를 그림 7.7에 정리하 다.실험결과,구

리 부식률은 2년간 최 1㎛ 수 으로 낮게 나타났다.이는 1,000년의 기간으로 환

산하면 1mm의 부식두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10mm의 구리 두께로 충분히

1,000년의 처분기간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 다. 실험에 사용된 구리시편은 약간

의 차이는 있었지만, 기 부식 이후,부식피막이 일단 형성되면 부식이 느리게 진

행하 다.한편,얻어진 시간에 따른 부식두께를 기본 자료로 하여 수명 측 로그

램 개발에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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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7.KURT처분환경을 모사한 실험실에서의 구리 장기부식 결과.

2)KURT환경에서의 처분용기 장기부식 시험

KURT에서의 처분용기 재료의 장기부식시험은 장기부식 1차,2차 3차에 걸쳐

계속 진행 에 있다.실험은 그림 7.8과 같이 KURT 심지층 지하수를 부식시험용

장치에 꾸 히 흐르도록 하여 부식 환경을 최 한 심지층 조건에 가깝도록 항상 유

지시켜 장기간의 처분용기 재료의 부식률을 구하는 것이 목 이었다.

그림 7.8.처분환경을 모사한 KURT에서의 구리 장기부식 간략 구조도

가)1차 장기부식 시험

1차 시험은 그림 7.9와 같이 컬럼형 부식시험 장치를 제작하고,총 6개의 컬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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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의 부식셀을 각각 5개씩 넣고 10cc/min의 유속으로 KURT 200m 시추공

에서 뽑아낸 지하수를 꾸 히 6개의 컬럼에 흘려주면서 시험하 다.컬럼의 조건은

온도 70℃,경주 Ca-벤토나이트 압축블락(1.6g/cm3건조 도)완충재,KURT지하

수 유속 10cc/min으로 하 다.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온분사코 동 2종,일반

압출 동,고순도 단조 동,그리고 내부식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Al청동 등의 5종

을 선택하 다.

그림 7.9.KURT에서의 컬럼형 1차 장기부식 시험 장치.

그림 7.10.KURT처분 모사환경에서의 1차 컬럼형 장기부식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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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의 각 시편의 부식두께를 그림 7.10에 나타내었다.시험 결과에서 온분사

코 구리를 포함한 모든 구리에 있어서 12개월 부식두께는 부식률은 0.2㎛/year를

나타내었다.이는 실험실에서의 심지층 모사시험보다 1/2이하의 부식률이다.5종의

시편은 시편 종류에 상 없이 부식 시간에 따라서 거의 비슷한 부식두께를 나타내

었다.구리시편들은 기에는 빠른 부식두께를 보이다가 부식피막이 형성된 이후에

는 일정한 부식두께의 증가를 보 다.그림 7.10에 얻어진 기간에 따른 부식률을

표 7.1에 정리하 다.

시험기간 (days) 45 368 682

평균 부식률 (㎛/year) 1.0 0.17 0.14

표 7.1.KURT에서의 컬럼형 1차 장기시험 구리시편 평균 부식률

표 7.1에서 5배의 안 율(SF)을 고려하더라도 최 1㎛/year의 부식률을 구리

시편들에 해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10,000년을 견디기 한 구리의 부식 두께

는 식 (7.2)를 통해 10mm 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실제 심지층 환경에서

는 지하수 의 용존 산소량이 시험에 사용된 KURT 지하수 보다 낮을 것이므로

실제 부식 두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상된다.

 × ×    (7.2)

참고로 우리와 비슷한 심지층 환경을 가진 스웨덴이나 핀란드의 결과를

COBECOMA report에서 참고하면,심지층 환경에서의 구리 부식은 100만년 기 으

로 일반부식의 경우에는 0.05∼0.35mm 정도로 보고 있으며,보수 으로는 최 4

mm 정도로 보고 있다[7-4].국부부식을 허용한 경우에는 최 18mm까지 부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이를 기 으로 하더라도 10mm 용기두께는 충분

히 10만년의 부식두께를 제공할 수 있다.

나)2차 장기부식 시험

1차 장기부식시험 경험을 토 로 하여 개선된 KURT2차 장기부식시험을 계획하

다.2차 시험에서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식 시험용 처분용기 재료로 티타늄,구상흑연주철,스테인리스 스틸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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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률 자료의 충분한 신뢰도 확보를 하여,각 재료 시험기간별로 5개의 부

식셀에서의 평균 부식두께를 산출하기 해 다량의 부식셀을 수용할 수 있는 부

식 챔버를 신규로 설계 제작.

-부식 시험용 용 컨테이 의 KURT설치.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창성 온분사코 동,고순도 압연동,스테인리스 스틸

(STS304),티타늄(Gr2),구상흑연주철 등 5종을 사용하 다.시험조건은 KURT 1

차 장기부식시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온도 70℃,경주 벤토나이트 압축블락(1.6

g/cm
3
건조 도)완충재,KURT 지하수 유속 10∼20cc/min으로 하 다. 각 재료

별로 20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총 100개의 부식셀을 조립하고 20년 장기 부식 시험

에 착수 하 다.

그림 7.11에 2차 부식시험장치 사진을 나타내었다.제작된 총 100개의 부식셀은 5

개씩 묶음으로 부식 칼럼에 넣고,총 10개의 칼럼이 1개의 부식챔버에 들어가는 구

조로 되어 있다.KURT 지하수는 10∼20cc/min의 유속으로 각각의 챔버를 통과하

게 되는데,지하수 온도가 15℃로 낮기 때문에 챔버에 들어가긴 에 열기에서

미리 70℃로 올린 후,좌우의 챔버에 각각 흘러 들어가게 된다.

(a) (b)

(c) (d)

그림 7.11.KURT에서의 구리 2차 장기부식 장치 사진;(a)부식셀 100set,(b)부식 챔버

내부,(c)부식 챔버 열 장치,(d) 부식시험 용 컨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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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KURT2차 장기부식 시험 시편

KURT2차 장기부식 챔버에서 89일과 282일 부식시험 셀을 추출하여 해체하 으

며,그림 7.12에 282일 부식된 시편을 나타내었다.부식된 구리시편들(Compressed

& CSC)은 체 으로 붉은 색조를 많이 가지는 것으로 보아 Cu2O의 부식피막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고동색이나 검은색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아 표

피에는 CuO와 혼재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STS304는 부식이 발생된

색조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기 연마상태를 그 로 유지하 다.티타늄도 부식이

없는 기 연마상태를 그 로 유지하 으나,미세한 얼룩이 몇몇 시편에서 보 다.

한편,CastNodularIron은 심하게 부식이 된 표면을 보 으며,표면의 택도 구리

들과 달리 모두 사라지고 어두운 산화철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1-5 : Compressed Cu

#21-25 : STS304

#41-45 : Titanium Gr10

#61-65 : Cast Nodular Iron

#81-85 : ChangSung CSC Cu

그림 7.12.KURT에서의 2차 장기부식 시험 282일 시편 사진.

l 부식표면 XRD분석

2차 장기부식시험에서 282일 부식된 시편의 표면을 XRD로 분석하 으며,그 결

과를 그림 7.13에 나타내었다.압출동과 창성코 동의 표면에는 1가의 Cu2Opeak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2가의 CuO peak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표면 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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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지 않은 STS304와 티타늄은 산화물 peak가 보이지 않았다.구상흑연주

철은 기본 인 Fe,Fe3C peak 외에도 다양한 산화물 peak(FeO,Fe3O5,Fe2O3,

Fe3O(OH)과 CaCO3 등의 peak가 찰되었다.이상의 XRD 분석을 통하여 KURT

지하수를 이용한 시험에서 구리와 구상흑연주철은 어느정도 산화반응에 의한 부식

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하지만,STS304와 티타늄은 부식이 진

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림 7.13.KURT에서의 2차 장기부식 시험 282일 시편의 XRD분석 그래 .

l 부식 피막 제거 조건

부식셀을 해체하고 나온 부식시편의 표면 처리 조건은 재료에 따라 달리하 다.

부식피막의 제거조건은 ASTM G03에 나온 처리 조건을 참조로 하여 실제 부식된

시편에서 부식되지 않은 속에의 향이 거의 없는 조건을 찾아서 정립하 다.그

결과,정립된 처리 조건은 아래와 같다.

a.구리:2.5% HCl용액에서 10∼30 정도 음 세척,처리 시간은 표면의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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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막이 벗겨지는 것을 으로 확인하면서 결정. 무 많이 하면 속이 녹

아나며, 게 하면 피막의 어두운 색조가 남게 된다. 간에 한번 앞뒤를

뒤집어 주면 처리가 빨라진다.처리 후,증류수로 세척하고,킴와이 로 표

면을 러서 물기를 제거함.

b.STS:Diammonium Citrate200g을 녹인 1L수용액에서 70℃,10분간 음

처리한 후,증류수로 세척하고,킴와이 로 표면을 러서 물기를 제거함.

c.주철:75% HCl500ml(spgr1.18)+3.5ghexamethylenetetramine을 혼합한

2L수용액에 상온에서 5분간 음 처리한다. 기에 거품이 발생하며,

표면상태에 따라서 처리 시간을 더 주기도 함.처리한 후,증류수로 세척하

고,킴와이 로 표면을 러서 물기를 제거함.

d.Ti: 티타늄은 정해진 피막제거 차가 없으며,무게 증가량을 기 으로,부식생

성물이 그 로 TiO2형태로 시편에 량 존재한다고 가정하고,피막 두께를

산정함.

l KURT2차 장기부식 시험에서의 부식두께와 부식률

부식시험에서 나타난 부식기간에 따른 부식 두께를 그림 7.14에 나타내었다.그림

7.15에서 스테인리스와 티타늄은 시편이 둘 다 거의 부식되지 않았음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 다.하지만 시험오차 범 내의 얇은 부식두께이므로 뚜렷이 부식되었

다고 할 만큼의 부식두께는 나타나지 않았다.구리 시편들은 부식두께에 있어서 창

성 온분사코 동과 압출동은 차이가 없었다.그러나 구상흑연주철은 구리시

편들보다 20배의 높은 부식두께를 나타내었다.

그림 7.14.KURT2차 장기부식 시간에 따른 처분용기 재료들의 부식두께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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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4에서 얻은 구리 부식률을 1차 장기부식시험에서 나타난 부식률과 함께

표 7.2에 정리하 다.부식시험 기간이 증가할수록 구리의 평균 부식률은 감소

하 다.처분용기 구리층의 두께가 10mm인 경우,용기의 상 수명은 기 10,000

년에서 71,000년으로 증가되었다.따라서 처분용기에서 10mm의 구리 두께는 만년

이상의 부식수명을 제공함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시험기간 (days) 8 89 282 368 682

평균 부식률 (㎛/year) 1.0 0.76 0.32 0.17 0.14

구리용기 두께 10 mm

예상 수명 (year)
10,000 13,000 31,000 59.000 71,000

표 7.2.KURT에서의 2차 장기시험 구리시편 평균 부식률(89일과 282일)과 1차 장기부식

구리시편 평균 부식률(8일,368일,682일)

다)3차 장기부식 시험

1차 2차 장기부식시험은 온도 70℃ 경주 Ca-벤토나이트 완충재의 부식환

경에서 수행되었으며,3차 장기 부식시험은 30℃ 조건에서 완충재를 경주 Ca-벤토

나이트와 와이오 Na-벤토나이트로 시험한 것이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2차와 마찬가지로 창성 온분사코 동,고순도 압연 동,

스테인리스 스틸 (STS304),티타늄(Gr2),구상흑연주철 등 5종을 사용하 다.부식

챔버 온도 30℃에서 경주 Ca-벤토나이트 압축블락(1.6g/cm
3
건조 도)으로 완충된

50개의 부식셀과 와이오 Na-벤토나이트 압축블락(1.6g/cm3건조 도)으로 완충

된 50개의 부식셀을 조립하여 각각의 부식챔버 #3과 #4에 넣고 KURT 지하수를

유속 10∼20cc/min으로 흘러 넣었다.

그림 7.15.KURT에서의 3차 장기부식시험에서 경주산 Ca-벤토나이트(좌)와 와이오 산

Na-벤토나이트(우)로 완충된 구리시편 분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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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KURT3차 장기부식 86일 시험 시편

KURT 3차 장기부식 챔버(#3)에서 경주산 Ca-벤토나이트로 완충된 셀과 챔버

(#4)에서 와이오 산 Na-벤토나이트로 완충된 셀을 86일이 지난 후,각각의 부식

셀들을 추출하여 해체하 다(그림 7.15∼7.17).

그림 7.16.KURT3차 장기부식시험 경주산 Ca-벤토나이트로 완충된 86일 부식 시편들

(좌열부터 압연동,STS304,Titanium,구상흑연주철,창성코 동)

그림 7.17.KURT3차 장기부식시험 와이오 산 Na-벤토나이트로 완충된 86일 부식

시편들 (좌열부터 압연동,STS304,Titanium,구상흑연주철,창성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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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8.KURT3차 장기부식 시간에 따른 처분용기 재료들의 부식두께 그래 .

GJ:경주산 Ca-벤토나이트 완충 시편,WM:와이오 산 Na-벤토나이트 완충 시편

그림 7.18.KURT3차 장기부식 시간에 따른 처분용기 재료들의 부식두께 그래 .

GJ:경주산 Ca-벤토나이트 완충 시편,WM:와이오 산 Na-벤토나이트 완충 시편

l KURT3차 장기부식 시험에서의 부식두께와 부식률

부식시험에서 나타난 86일간의 부식 두께를 그림 7.18에 나타내었다.구리 구리시

편은 창성코 동(CSC)과 압연동(Compressed)은 부식두께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완충재가 와이오 산 Na-벤토나이트인 경우에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STS304는

완충재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하지만 티타늄은 구리와 마찬가지로 와이오

산 Na-벤토나이트 완충인 경우에는 부식 두께가 높게 나왔다.주철은 완충재에 따

라 차이가 없었다.이상과 같이 구리나 티타늄과 같이 와이오 Na-벤토나이

트에서 부식률이 다소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와이오 벤토나이트 성분 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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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성이 있는 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7.18에 나타난 부식두께를 기 으로 평균 부식률을 구하 다(표 7.3).구리의

86일 평균 부식률은 2차의 70℃에서의 89일 부식률 0.76㎛/year에 비해 훨씬 낮은

약 0.3㎛/year를 나타냈으며,구상흑연주철도 17.7㎛/year에 비해 훨씬 낮은 3.0

㎛/year를 나타내었다.이를 통해서 처분장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처분용기의 부

식률은 격히 감소함을 확인하 다.

Ben. CSC Cu Com. Ci STS304 Ti Cast Iron

부식률
GJ 0.259 ±0.017 0.261 ±0.024 0.016 ±0.008 0.000 ±0.001 3.032 ±0.128

WM 0.289 ±0.036 0.318 ±0.011 0.015 ±0.005 0.019 ±0.004 2.987 ±0.217

피막전

감손량

GJ 0.085 ±0.058 0.764 ±0.117 0.060 ±0.029 19.345 ±1.029

WM -0.261 ±0.335 0.529 ±0.076 0.080 ±0.041 6.181 ±2.227

표 7.3.KURT30℃에서의 3차 장기시험(86일)처분용기 재료 평균 부식률

*GJ:경주산 Cabentonite,WM:와이오 Na-bentonite

*부식률:㎛/year

*피막 감손량 (g/m2):피막 제거 시편의 무게 감손량

표 7.3에 부식생성물을 동반한 시험시편의 질량 감손량도 함께 표시하 다.감손

량이 을수록 부식생성물이 시편에 붙어서 벤토나이트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은

것을 의미한다.즉 부식피막의 견고함을 간 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음수 값은

시편에 부식 생성물이 붙어서 무게가 증가되었음을 의미한다.창성코 동은 압연동

에 비해 뚜렷하게 감손량이 었다.따라서 창성코 동의 부식피막이 더 견고한 것

으로 추정되었다.그리고 경주산 Ca-벤토나이트 완충재보다 와이오 Na-벤토나이

트 완충재에서 부식생성물이 시편에 잘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 원인으로는

압축 도가 와이오 완충재의 압축 도가 1.62g/cm3로 약간 더 높았기 때문으로

이해되었다.

나.처분장에서의 구리 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1)확산에 의한 부식물 이동 수치 모델 개발

처분환경에서 구리가 부식되기 해서는 앞 에서 언 한 바와 같은 산소 혹은

황화이온과 같은 부식물(corrodingagents)이 공 되어야 한다. 처분용기 주변은

완충재로 둘러싸여 있어 부식물이 주변 환경으로부터 처분용기로 이동하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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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확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기 부식 실험을 확산 모델을 바탕으로 측할 수 있는 부식

모델을 개발하 다 [5].부식 모델의 개략도는 그림 7.19와 같다.

Groundwater Cu canister
Bentonite

Buffer

x=0

C0=f(t) C2=0

Diffusion

C(t)

x=L

Groundwater Cu canister
Bentonite

Buffer

x=0

C0=f(t) C2=0

Diffusion

C(t)

x=L

그림 7.19.구리 장기 부식 모델 개략도.

완충재에서의 확산에 의한 물질의 흐름을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의 계로

나타낸 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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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음이온 핵종의 경우 부분 수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kd는 0

이 되어,Da는 Dp와 같다.

경계 조건의 변화에 따른 처분용기의 부식 두께를 고려하기 하여 본 연구에서

는 수치해에 기반한 처분환경에서의 구리 장기 부식 모델을 개발하 으며,이 때

기 경계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7.4)

       (7.5)

      (7.6)

미분방정식(7.3)에 한 해를 수치 해석을 통해 구하 으며,수치모델은 음해법

(ImplicitMethod)을 이용하여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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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본 JAEA실험실 구리 부식실험 결과 산 모사 비교

본 과제에서 수행하 던 완충재 내에서 구리 부식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일본

JAEA에서 수행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자체 개발한 수치 모델의 검증을 하여

Taniguchi와 Kawasaki[7-6]가 수행하 던 실험 결과를 해석하고,이들 모델과

비교하 다. 그림 7.20은 JAEA 구리 부식시험 장치에 한 개념도이다. 가로,

세로 30mm,두께 2mm 구리 시편을 건조 도 1.6Mg/m3인 완충재 사이에 넣고,

질소 분 기의 폐된 용기 인공 해수와 시키면서 황이온의 향을

연구하 다.온도가 80℃ 상태에서 730일 동안 지속되었다.

Taniguchi와 Kawasaki는 완충재 내 부식물의 기농도가 이며, 폐 용기

부식물 농도가 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해석해를 이용하여 실험 결과를

해석하 다. 이 경우 시간 t에서의 부식물의 구리 시편으로의 총 럭스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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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0.일본 JAEA에서 수행된 구리 부식 시험 장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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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폐된 용기 부식물의 농도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반 하 다. 용기 부식물은 구리와의 반응에 참여하여 감소하며,

벤토나이트 완충재로 확산을 통해 차 감소한다.이때 용기 내 부식물의 기

양을 Q0(cm
3
)라 하면 VCQ ´= 00 로 나타낼 수 있고,시간이 Δt만큼 지났을 때

소멸된 양 ΔQ를 고려하여 QQQ D-= 0 로 하고,이때 ∆는 V

Q
로 구하 다.

여기서 V는 용기의 부피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경계조건 식(7.5)을

결정하 다.

Taniguchi와 Kawasaki[7-6]에 의하면,완충재 의 부식물(sulfide)의 겉보기

확산계수는 80℃에서 략 ×로 추정하고 구리의 부식두께를

추정하 다. 그림 7.21은 본 연구에서 구한 수치해와 JAEA의 해석해를 비교한

것이다. 그림 7.21에서 KAERI-Numerical로 표시된 값은 JAEA 모델과 동일한

경계조건을 고려하여 구한 수치해이며,New-Numerical로 표시된 값은 폐

용기속의 부식물의 감소량을 반 해서 구한 수치해이다.그림 7.21에서 알 수

있듯이,수치해와 해석해는 거의 일치하 으며, 폐용기의 부식물의 감소량을

반 한 경우가 당연히 실측값과 더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었다.그러나 2가지 해석

모두 실측값과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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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1.JAEA의 해석해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수치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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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와 산모사값에 큰 차이가 있어,겉보기 확산계수를 변화시키면서 구리

부식두께를 계산하 다.즉,겉보기 확산계수를 1/10,1/100로 이면서,수치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계산결과를 그림 7.22에 나타냈으며,겉보기 확산계수가 약

× 정도일 때,실험값과 유사하 다. 이것은 부식물이 완충재에 의해

수착되어 확산이 지연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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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2.확산계수 변화에 따른 JAEA실험결과에 한 수치 산 모사 결과.

3)실험실 장기 구리 부식실험 결과 산 모사

본 연구에서는 심지층에서 구리 부식에 향을 미치는 물질로 산소와 황화

물을 가정하고 모델링을 하 으며,처분용기에 포함되어 있는 고 폐기물로부터

는 방사성 핵종들의 붕괴에 의한 열이 발생하므로,부식 온도는 70℃로 설정

하 다.

부식 실험에 사용된 구리 시편은 직경 15mm,두께 1.0mm 크기의 동 형으로

질량은 14.2g이고,주철 표면에 순도 99.5%,입도 분포 10-37㎛인 구리 입자를 코

한 것이다.시편은 폴리싱 머신을 이용하여 sandpaper#2,000으로 1차 연마를 한

후 0.3μm 알루미나 슬러리로 최종 연마하여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벤토나이트는 우리나라 경주 지방에서 산출된 벤토나이트 원 을

건조,분쇄한 다음 200메쉬 ASTM 망체를 통과시킨 분말을 압축 몰드에 넣어 건

조 도가 1.6g/cm3가 되도록 압축기로 압축하여 사용하 다.실험에 사용된 분말은

장기 보 된 것을 사용하 으며,실험 에 110℃ 조건의 항온 건조 오 에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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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건조시켜 수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 수분 함량은 약 12.6% 다.부식 용기에

한 압축 벤토나이트의 목표 도에 맞는 소요량을 계산하고, 비된 압축 몰드에

계량한 벤토나이트 분말을 넣고 스로 압축하 다.제작된 시편은 직경 30mm,

두께 10mm인 압축 블락 2개로서,압축 블락 하나는 구리 시편을 가진 압축 벤토

나이트이다.구리 시편을 압축 벤토나이트 블록 2개 사이에 넣고,벤토나이트 블록

상·하면에 티타늄 필터를 놓은 후 티타늄 재질의 용기에 담아 부식용기를 조립하

다.티타늄용기 상·하면에는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용기의 개략

도는 그림 7.23에 나타내었다.실험에 사용된 용액은 KURT 200m 처분공에서 직

채취하여 사용하 다.KURT 지하수 용존산소 농도는 3.0mg/ℓ이며,SO4
2-

농도는 6.97mg/ℓ이다.

그림 7.23.구리 장기 부식 실험용기 개략도.

부식용기의 조립이 끝나면,채수병에 보 한 용액을 꺼내어 pH를 측정하여

약알칼리 상태임을 확인하고,500mℓ 용기에 KURT용액 약 350mℓ를 사용하여

부식 용기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하고, 폐 질소를 주입하여 산소의 침입을

최소화 하 다.용기는 70℃ 항온 챔버에 넣어 실험하 다.

실험이 끝난 시편은 부식용기를 용 유리병에서 꺼낸 후,하루 정도 110℃

건조 오 에서 말린 후,해체하 다.해체된 벤토나이트는 완 히 하나로 뭉쳐져

있었으며,건조로 인한 균열이 있어서 시편을 제거하기 용이하 다.압축

벤토나이트 내부에서 제거된 구리 시편은 먼 에탄올 용액에 두고 1분간 음

세척기로 세척하여 표면의 토 입자와 불순물을 제거한 후,표면의 부식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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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경으로 찰하고,2.5% HCl용액에서 10-20 간 음 처리하여 산화막을

제거한 후,무게를 측정하 다.

2년 동안의 KURT 지하수에서의 구리 부식 실험을 통해 얻은 부식 두께는 그림

7.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기 2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구리 시편의 부식 두께는

0.3㎛ 부근으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아주 낮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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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4. 온분사코 구리에 한 2년간 구리 부식 시험 결과.

이 실험 결과를 수치해를 이용하여 산모사 하기 해 KURT지하수 의 용존

산소와 황산화이온을 각각 고려하여 계산하 다. 벤토나이트 완충재에서의 음이온

확산계수 측정결과 [7-7]로부터 아 니우스 식을 이용하여 70℃에서의 겉보기 확산

계수를 유도하면 략 ×
이었다. 한,황산화이온은 모두 미생물 등

의 작용에 의해 황화이온으로 환원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하 다.수치해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그림 7.25에 나타내었다. 그림 7.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치해 값

이 실험 후 500일정도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으나,그 이후에는 실험값보다 작은 값

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본 실험이 수행되었던 실험실 건물 화재로 인해 실험 용기

로 산소가 일부 침투한 것 때문으로 단되었다.일본 JAEA가 이용하 던 겉보기

확산계수 ×을 이용하여 계산한 값을 참고로 비교하 다(그림 7.26).2

가지 실험에 나타난 바와 같이 JAEA가 제안한 확산계수는 실험값에 비해 크게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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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5.장기 실험실 부식 시험결과에 한 산 모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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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6.완충재 내 확산계수 변화에 따른 부식시험 결과 산 모사 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모델은 KURT 지하수 조건에 용하여 가장 보수 인 가정

인 완충재 체로부터 부식물이 확산을 통해 유입될 경우에 한 처분용기 수명을

10만년동안 측하 다(그림 7.27).수치해를 이용하여 측한 결과,용존산소와 황

화이온에 의한 부식두께는 략 0.37mm 정도로 나타났으며,이 값은 구리용기 두

께 10mm보다 훨씬 작은 값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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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7.수치 모델을 이용한 10mm 구리 용기의 10만년간 수명 측 결과.

3)처분용기 부식의 방사선 향

가)개 요

처분용기는 내부에 고 방사성 폐기물을 오랫동안 장하고 있으므로 용기의

부식에 방사선이 분명히 향을 미치고 처분용기의 수명에 악 향을 수 있다.

통상 으로 용기 부식을 시키는 것은 지하수 에 녹아있는 용존산소이며,심부지

하의 무산소 조건에서는 sulfide나 chloride등에 의한 부식이 가능하다.하지만,처

분용기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내부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이 용기의 부식에 어떤 향

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 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방사선은 재료의 부식에 악 향을 주거나 수

있는 환경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7-8]. 다른 의견으로는 처분용기의 부식률

은 방사선이 있는 경우에는 1/10수 으로 감소되었다는 실험 보고도 있었다

[7-9]. 따라서 처분용기 재료들이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부식률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실험 으로 확인하고자 하 다.

나)시 험

처분용기 속재료로서 온분사코 동,압연동,구상흑연주철,티타늄,스테인리

스강(STS304)등 5종을 선정하고,방사선에 의한 부식거동을 조사하 다(그림

7.28).시험 방법은 두께 1.0mm, 비 8.6mm,길이 20mm 사각 속편을 벤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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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반죽 12g과 함께 10ml유리 바이알에 넣고,방사선에 의한 부식시험을 실시

하 다.벤토나이트 반죽은 증류수를 넣어서 함습율 62%로 하 다.제작된 바이알

들은 기 이 유지된 유리병에 넣고,다시 Al 속용기에 이 으로 폐시킨 후,

HANAROIr-192생산 핫셀에서 장기간 조사시험을 실시하 다(그림 7.29).

온분사코 동,압연동,구상흑연주철은 각각 6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6개월과 12

개월로 3개씩 나 어 방사선 조사 시험을 실시하 으며,티타늄(Gr10)과 스테인리

스강(STS304)은 각각 3개의 시편을 제작하여 12개월로 나 어 방사선 조사 시험을

실시하 다.방사선 조사시편과 비조사 시편을 비교하기 하여 동일한 사양의 시

험조건에서 상온에서 보 하 다.

티타늄 압연동

저온분사코팅동 스테인리스

주철 부식 바이알

그림 7.28.방사선 향 시험에 사용된 속 시험편과 유리 바이알.

그림 7.29. 속 시험편과 벤토나이트 반죽이 들어간 유리 바이알들을 폐시킨 유리

용기(좌),그리고 조사시험용 알루미늄 용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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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사선 조사

A-KRS시스템에서 처분용기의 표면 한계 선량은 1Gy/hr로 제한하고 있다.선

량을 제한하는 이유는 방사선에 의한 질산형성을 억제와 방사부식에 의한 산화제

생성 억제 때문이다[7-10].방사선 조사는 KAERI방사선 동 원소 Ir-192생산시설

을 이용하여 가능한 1Gy/hr 역에서 조사하 다.

조사시험 6개월 평균 방사선량은 0.078Gy/hr정도로 낮게 나타났으며,12개월 평

균 조사량은 0.093Gy/hr로서 반기보다는 후반기의 방사선량이 다소 높았다.기간

별 조사량을 그림 7.30-(a)에 나타내었다.그림 7.30-(b)에서 조사량은 강도 분포가

0.0001∼10Gy/hr로 넓었으며, 체로 0.1∼5Gy/hr을 받았다.

(a)

(b)

그림 7.30.KAERI의 방사선 동 원소 Ir-192생산시설에서의 기간별 조사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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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실험 결과

l 6개월 조사 시험

조사기간 6개월 된 3종의 시편( 온분사코 동,압연동,구상흑연주철)이 들어간 조

사 비조사 바이알 18개를 해체하고 시험시편에 묻은 벤토나이트 반죽을 증류수

에서 음 세척하 다(그림 7.31).비조사 시편은 부식생성물이 조사 시편에 비

해 상 으로 많아 보 으며,부식피막이 속표면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었다.하

지만,조사시편은 부식피막이 많지 않고, 속표면에서 쉽게 떨어져 나왔다. 반

으로 조사시편은 속표면에서 부식이 용이하게 진행되지 않고 기 발생된 부식

생성물 자체의 변화만 진행된 것으로 보 다.

그림 7.31.6개월된 비조사(좌) 조사된(우)부식시편 사진.

세척된 구리 시편들은 2.5% HCl용액에서 20∼30 간 음 로 표면의 부식생성

물을 제거하 으며,주철시편은 75% HCl500ml와 3.5ghexamethylenetetramine

을 혼합하여 만든 2L수용액에서 음 로 1∼2분간 부식생성물을 제거하 다.

피막제거가 처리된 각 시편은 질량감손법을 사용하여 부식두께를 산정하 다(그림

7.32).부식두께를 산정한 결과,코 동과 압연동은 비슷한 부식두께를 나타내었으

며,조사와 비조사시편의 부식두께 차이도 크지 않았다.하지만 방사선을 조사한 시

편은 조사하지 않은 시편보다 상 으로 낮은 부식두께를 보 다.특히 구상흑연

주철의 경우에는 비조사 시편의 부식두께가 10배 가까이 높았다.



- 627 -

그림 7.32.조사 비조사 속시편의 6개월 부식두께 비교 그래 .

l 12개월 조사 시험

그림 7.33.12개월된 비조사(좌) 조사된(우)부식시편 사진.

Radia!ed 
Non-radia!ed 

• 
。

l 
y 

-

m 

40 

4 

톨 3 

2 

(E3) 

흩
g
@강
 ζ
。
a
g

」
。
。

STS304 

Cast Iron 

검훈’통 

6 Mon!hs Tes! 

Fog ing Copper 

“ "" 쭈 

CSC Copper 

Titanium 

o 

。 .04 11;;등 
=~V 

홉활 
쪼사 

빅초시 



- 628 -

조사기간 12개월 된 5종의 시편( 온분사코 동,압연동,구상흑연주철,스테인리

스강,티타늄)이 들어간 조사 비조사 바이알 30개를 해체하고 시험시편에 묻은

벤토나이트 반죽을 증류수 에서 음 세척하 다(그림 7.33).그림 7.33에서 주

철의 비조사 시편은 부식생성물이 조사 시편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구리시편은 비

조사 시편은 부식피막이 속표면에 단단히 부착되어 있었지만,조사시편은 부식피

막이 무 얇아서 떨어져 나왔다. 반 으로 조사시편은 속표면에서 부식이 용

이하게 진행되지 않고 기 발생된 부식 생성물 자체의 변화만 진행된 것으로 보

다.스테인리스강과 티타늄은 조사 비조사 시편 모두가 부식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보 다.

그림 7.34.조사 비조사 속시편의 6개월,12개월 부식두께 비교 그래 .

세척된 구리 시편들은 2.5% HCl용액에서 20∼30 간 음 로 표면의 부식생성

물을 제거하 으며,주철시편은 75% HCl500ml와 3.5ghexamethylenetetra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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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혼합하여 만든 2L수용액에서 음 로 1∼2분간 부식생성물을 제거하 다.

그리고 스테인리스강은 Diammonium Citrate200g을 녹인 1L water용액에서

70℃,10분간 음 처리하여 부식피막을 제거하 다.피막제거가 처리된 각 시편

은 질량감손법을 사용하여 부식두께를 산정하 다.한편,티타늄은 무게 증가량을

기 으로 산화피막의 두께를 산정하 다(그림 7.34).

그림 7.35.12개월된 조사 비조사 부식 시편의 XRD비교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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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두께를 산정한 결과,구리는 부식두께가 얇아서 차이가 크지는 않았지만,창

성코 동과 압연동 모두가 조사 시편의 평균 부식두께가 비조사 시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부식두께가 두터운 구상주철의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부식두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방사선이 조사된 시편의 경우에는 비조사 시편에 비해

10배 이하로 낮게 부식두께를 나타내었다.하지만,부식두께가 가장 낮은 티타늄과

스테인리스강은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결론 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시편은 조사하

지 않은 시편보다 상 으로 낮은 부식두께를 보임을 실험 으로 확인하 다.

표면의 부식피막을 XRD로 조사한 그림 7.35의 결과,구리 시편에서는 조사와 비

조사 시편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주로 피막 성분은 Cu2O 다.티타늄과 스테인리

스강은 부식이 되지 않아서인지 속의 산화 성분이 XRD로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당량의 부식피막이 형성된 주철의 경우에는 조사와 비조사 시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방사선이 조사된 시편의 경우에는 산화철의 peak가 거의 보이지 않

았지만,비조사 시편은 피막의 두께가 워낙 두터워서 내부의 철 peak는 드러나지

않고,Fe2O3peak가 강하게 나타났다.결론 으로,부식생성물은 방사선에 의해 달

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부식 속도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결 론

처분용기 재료로 사용될 후보 속 5종(창성코 동,압연동,주철,스테인리스강,

티타늄)에 해 방사선에 의한 부식속도의 차이를 1년간의 부식시험을 통해 살펴보

았다.상온(30℃),∼ 1Gy/hr수 에서 12개월간 방사선 향시험을 실시한 결과,

방사선이 조사되었을 경우에는 속의 부식이 느려짐을 확인하 다.각 속별 시

험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구리(코 동,단조동)는 방사선에 의해 부식이 느려졌다.

-티타늄과 스테인리스강(STS304)은 부식이 거의 되지 않아서 방사선에 의한 부식

효과를 가늠하기 힘들었다.

-구상주철은 방사선에 의한 부식 억제 효과가 뚜렷하 다.그리고 비조사 시편의

부식두께는 비조사 시편에 비하여 10배 이상 되었으며,부분부식효과도 상당하 다.

-결론 으로 방사선은 속의 부식을 느리게 한다고 보았다.방사선에 의한 부식억

제 원인은 방사선에 의한 내부 에 지 증가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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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시험 해석 모델 개발

가.개 요

지각변동에 의해 심지층 처분장에서 처분용기를 통하는 단작용이 작용되는

경우,충격 하 의 크기는 단속도, 단거리 완충재의 물성에 크게 좌우된다.

실제 국내지질환경은 지진이 일본에 비해 빈번하지는 않지만,완 히 없는 안 한

지 는 아니므로 이에 한 명확한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일본이나 스웨덴의

경우에도 오랜 처분기간 발생할지 모르는 지각변동에도 안 한 처분용기의 설계기

을 마련하고 있다. 재 KAERI에서 마련한 기 은 주변 완충재 두께 50cm를

고려하여 단거리 10cm에도 기계 건 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그리고 단

속도 1m/sec의 단 움직임에도 안 하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7-10].이와

련된 한국,일본,스웨덴의 처분용기의 외압 설계기 은 표 7.4와 같다.

 한 일 본 스 웨 

처분용기 외압

⦁ 압 건 (MPa)

⦁ 단 거리, 속도

12.0

10 cm, 1m/sec

화강암10.7,퇴 암1.87

10 cm, 1 m/sec

45.0

5 cm, 1 m/sec

표 7.4.한국,일본,스웨덴의 처분용기 외압 설계 기

단시험은 지진에 의한 심지층 처분용기의 구조 안 성을 규명하기 해 반드

시 필요하다.그러나 실제 실규모 용기에 하여 1m/sec와 같은 규모 단거동

을 시험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실험실에서 소규

모로 낮은 규모의 단속도에서 시험하고,이를 정확하게 산모사하는데 을

맞추고 있다.왜냐하면 정확한 산모사가 가능해지면,정립된 산모사 코드를 통

해 실규모 용기에 한 1m/sec의 규모 단활동을 용이하게 악할 수 있기 때

문이다.따라서 정확한 산모사코드를 얻기 해서는 실험실 규모에서의 소규모

단시험과 이를 정확하게 측할 수 있는 산코드 개발이 요구된다.

산모사 모델에는 Cam-Clay와 Drucker-Prager모델이 있다.Cam-Clay모델은

일본 JAEA에서 처분장의 공학 방벽의 단거동을 해석하고 데 이용되고 있다.

Cam-Clay모델은 토사에 합한 모델로서 암반의 해석에는 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이와 반 로 Drucker-Prager모델은 암반 해석에 합한 모델이지만, 탄성

을 고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거동해석에는 문제가 있다.그

리고 각각의 모델은 해석에 필요한 공학 방벽의 물성인자가 조 씩 차이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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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Drucker-Plager모델은 탄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므로,물성 입력인자가

Cam-Clay모델에 비해 많이 요구하지 않는다.각각의 모델의 특징을 표 7.5에 나타

내었다.

표 7.5.Cam-Clay와 Drucker-Prager모델의 비교표

나.물리 물성 인자

산모델을 정확하게 구 하기 해서는 처분용기,완충재,암반에 한 정확한

물리 변수가 해석코드에 입력되어야 한다. 산 해석을 해 다음과 같이 물성인

자들을 정립하 다.물성치는 주로 한국형 공학 방벽인 경주산 Ca벤토나이트의

재까지 조사된 값을 정리하 으며,연세 에 의뢰하여 측정한 삼축 압축시험 결

과와 지질자원연구소에 의뢰하여 측정한 변수들(KAERI/RR-2013/99),자체 실험실

시험 결과 등을 이용하 다.

1)내부 주철용기

• Modulusofelasticity

처분용기의 내부재료는 구상흑연주철(CastNodulariron)이다.구상흑연주철은

Ductileiron이라고도 불리며,높은 강도와 충격에 강한 것이 특징이다.Ductileiron

은 23∼26×10
6
psi의 elasticmodulus를 가지는 것으로 측된다[7-11]. 따라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약 26×10
6
psi(1.8×10

5
MPa)으로 정하 다.

• Poisson'sratio

주철은 첨가된 흑연의 구조가 Nodular와 Lamellar인 것으로 나뉜다.Lamellar주

철인 경우에는 Poisson'sratio가 0.26으로 일정한 것으로 조사된다[7-12]. 하지만

Nodular(Ductileiron)인 경우에는 Poisson'sratio가 0.29로 조사된다[7-13].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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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시험체로 정 인 내부용기의 Poisson'sratio는 0.29로 정하 다.

2) 온분사코 동

• Modulusofelasticity

코 동의 Modulus는 실제 코 동에 한 인장시험 결과로부터 얻었다.코 동의

인장시험에서 얻은 Modulus는 일반 압출동보다 상당히 높다.이를 근거로 코 동의

Modulus를 2.3×105MPa로 정하 다.

• Poisson'sratio

코 동의 Poisson'sratio는 추정값을 사용하 다.일반동의 Poisson'sratio는

0.33정도이지만,코 동은 훨씬 강하지만 취성이 강하므로 보다 낮은 값을 가질 것

으로 상된다.통상 으로 주철이 0.21∼ 0.26,콘크리트가 0.2정도가 된다.따라서

추정컨 , 온분사코 동의 bulk내의 구리 입자간 결합이 거의 물리 인 결합에

가깝기 때문에 무기질의 특성을 어느 정도 지닌다고 보았다.따라서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0.21정도로 정하 다[7-14].

3)완충재

• Modulusofelasticity

한국원자력연구원 처분연구부 이재완 박사님이 작성한 보고서 ‘기 완충재블록의

열-수리-역학 특성치’[KAERI/TR-3729/2009]를 참고하여 0.18로 정하 다.

• Compressionindex

Compressionindex는 일축 압축시험인 압 시험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물로 포

화된 압축벤토나이트에 가해지는 압축력의 logscale에 한 Voidratio의 변화율이

Compressionindex가 된다.따라서 압 시험을 통해 압축력과 Voidratio의 자료를

얻어야만 하다.이러한 정보를 KAERI보고서 ‘기 완충재블록의 열-수리-역학

특성치’에서 제시한 값을 근거로 하여 그림 7.36의 기울기 값을 도출하여

Compressionindex(Cc)를 0.14로 정하 다[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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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6.경주벤토나이트 블록의 압 시험에 의한 Voidratio의 압력 의존성.

• Swellingindex

Swellingindex는 압 시험에서 기 압력에 의해 토양입자 사이에 스며들어간

물이 빠져나가면서,가해진 압축력(logscale)에 한 압축블록의 Voidratio의 변화

율이 된다.통상 으로 이 값은 르고 있는 압축블록의 압력을 완화시켰을 때,늘

어나는 Void ratio의 기울기(recompression index)와 동일하다.그림 7.36에서

recompression 역에서의 기울기를 산출하 다.그 결과 Swellingindex값은 약

6.41×10
-3
으로 나타났다.

• Criticalstateparameter

Criticalstateparameter(M)는 삼축 압축에 의해 압축블록의 괴가 일어날 때,

평균 유효응력 p'(meaneffectivestress)에 한 편향응력 q(Deviatoricstress)의

의존성 기울기 값이다 (그림 7.37).

삼축 압축결과를 qvs.p‘로 도시하면 삼축 압축시의 구속압 이 달라도 괴가

일어나는 q값들은 에서 시작하는 하나의 기울기 선상에 있게 되며,이 기울기

값이 Criticalstate parameter(M=p/q')가 된다.연세 용역연구로 진행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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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
3
건조 도 압축벤토나이트 블록(함습율 99%)의 삼축 압축 자료를 근거로 q

vs.p(porewaterpressure고려되지 않음)그래 를 작성하 다(그림 7.38).그림

7.38에서 failure가 발생되는 끝 끼리 연결한 선의 기울기 값,Criticalstate

parameterM은 1.2정도로 나타났다.

그림 7.37.삼축압축 시험에서의 응력값 p'와 q의 정의

P:load,;압축 방향의 응력,;구속압,u;porewater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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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8.경주산 압축벤토나이트 삼축압축시험의 Pvsq그래 .



- 636 -

• FrictionAngle

삼축 압축시험 결과를 Mohr'sstresscircle( 단응력, vs.압축응력,)로 도시하

면 Frictionangle을 실험 으로 구할 수 있다.Frictionangle은 토가 딱딱하거나

단단할수록 높은 값을 가진다.Frictionangle과 CriticalstateparameterM은 다음

과 같은 계식을 가진다[7-16].

  sin′

sin′
(7.9)

삼축 압축시험에서 Frictionangle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삼축 압축시험을

통하여 구속압()과 압축하 ( )을 알 수 있다.여기서 Drainedcondition에서

는 Pore-waterpressure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므로   ′,  ′이 된다.따라

서 Frictionangle은 식 (7.10)과 같이 계산하여 구할 수 있다.

′ sin ′′

′ ′
(7.10)

실제 삼축 압축시험에서는 구속압()을 달리하면서 여러 개의 Mohr'scircle을

그릴 수 있으며,Mohr'scircle들의 선을 그려서 그 기울기를 통해 Friction

angle을 구하게 된다.그리고 Criticalstate parameter(M)을 구하기 해서는

Criticalstate에서의 항복응력(′)을 실험 으로 구해서 Mohr'scircle을 도식하고,

이를 통해 Criticalstate의 Frictionangle()를 구하게 된다.그리고 그 값()으

로부터 식(7.9)을 통해 M을 구할 수 있다.

그림 7.39.건조 도 1.6g/cm
3
(함습율 20%)경주산 벤토나이트의 Mohr'scir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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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용역을 통해 삼축압축시험을 수행한 Data를 근거로 하여,우리가 기 물

질로 삼고 있는 1.6g/cm3건조 도를 가지는 압축벤토나이트에 한 Mohr'scircle

작성 그래 를 그림 7.39에 나타내었다.

Frictionangle은 함습율 10%,20%,30%에서 각각 39
o
,36

o
,29

o
로 보수 인 값을

나타내었다.따라서 함습율이 높아질수록 즉,함습율이 높아질수록 압축 벤토나이트

의 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실제 압축-변형 그래 를 보더라도 함

습율이 높아질수록 괴변형(Straintobreak)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포화

상태에서는 압축벤토나이트의 Frictionangle이 높지 않아야 된다는 추론을 쉽게 할

수 있다. 에서 열거된 Frictionangle과 도출된 M값을 아래 표 7.6에 정리하 다.

표에서 얻어진 결과를 보면 연세 에서 최종 으로 산출한 함습율 20%에서의 M값

1.16은 앞서 그림 7.38의 Criticalstateline에서 얻은 M값 1.2와 상당히 일치하 다.

평가자 함습율(%) Friction angle(′ )
Critical state 

parameter ()

JAEA 20 43.3 1.78

연세대 

토목과

1차 측정

10 43.8 1.80

15 42.2 1.73

20 33.1 1.34

2차 보정

10 39 1.59

15 36 1.46

20 29 1.16

표 7.6.건조 도 1.6g/cm
3
(함습율 20%)경주산 압축 벤토나이트의 Mohr'scircle을 통해

구해진 FractionAngle과 Criticalstateparameter

• Permeabilitycoefficient

경주산 압축벤토나이트의 Permeability coefficient는 KAERI 보고서

TR-3729/2009‘기 완충재블록의 열-수리-역학 특성치’에서 제시된 실험식을 이

용하여 구하 다(그림 7.40).그림 7.40에 제시된 실험식으로 얻어낸 압축 도 1.6

g/cm
3
압축블록의 Permeabilitycoefficient는 2.3×10

-13
m/sec로 나타났다.

• Initialvoidratio

경주산 압축벤토나이트의 Permeability coefficient는 KAERI 보고서

TR-3729/2009‘기 완충재블록의 열-수리-역학 특성치’에서 제시된 값을 근거로

하여 기치 0.566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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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0.경주벤토나이트 블록의 건조 도 – 수리 도도의 계

• Initialeffectivestress

Initialeffectivestress는 함습된 압축벤토나이트의 경우에는 팽윤압이 된다.팽윤

압은 경주산 압축벤토나이트 (상온,건조 도 1.6g/cm
3
)를 상으로 직 시험하여

측정한 값 6.0MPa을 사용하 다(그림 7.41).

그림 7.41.경주 Ca-벤토나이트의 장기팽윤시험 결과 그래 .

4)종 합

이상으로 처분용기의 내부주철용기,외부 구리 완충재에 해서 산모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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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물성인자를 도출해 보았다.그리고 종합된 결과를 일본 JAEA와 스웨덴의

SKB에서 사용하는 물성인자와 비교하여 정리하 다(표 7.7).이러한 인자들을 바탕

으로 KAERI에서 수행하는 공학 방벽의 단응력시험에 활용할 계획이다.

Material Parameters KAERI JAEA SKB unit

Cast-Iron
Modulus of elasticity E 2.03E+05 2.07E+05 - MPa

Poisson's ratio n 2.6E-01 3.0E-01 - -

Copper
Modulus of elasticity E 2.30E+05 - - MPa

Poisson's ratio n 2.1E-01 - - -

Buffer

Poisson's ratio n 0.18 1.0E-03 0.30 -

Compression index l 0.52E-01 1.17E-01 1.36E-01 -

Swelling index k 6.41E-03 6.23E-02 1.04E-01 -

Critical state parameter M 1.2 6.3E-01 5.68E-01 -

Permeability coefficient k 2.3E-13 4.5E-13 2.3E-13 m s
-1

Initial void ratio e0 5.66E-01 7.0E-01 5.66E-01 -

Initial effective stress - 6.0 7.0E-01 12.0 MPa

표 7.7.한국형 공학 방벽 JAEA와 SKB의 공학 방벽 물성치.

다. 단시험

1)개 요

단시험기기는 고 폐기물 처분장에 사용될 공학 방벽에 단층(Fault)이 발생하

여 처분용기를 가로지르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처분용기의 건 성을 실험하기

해 제작함을 목 으로 한다. 단시험 결과는 FEM(finiteelementmethod)로 산모

사한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단 움직임을 평가하게 되며,모델링에 의한 단해석의

정확성을 평가한다.최종 으로는 실제 규모의 단층 거동에 한 산모사 해석에

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그 의미가 있다.그림 7.42는 단시험장치의 작동 개요를 나타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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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2.KAERI의 EBS 단시험 도식도.

단 시험은 그림 7.4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시험체(압축 벤토나이트와 처분용

기)의 심부에서 길이방향에 해 수직으로 단시키는 구조이다. 단시험 장치는

바깥에 실린더형의 앙에서 양분이 가능한 단시험 용기가 있으며, 속 시험용

기는 주변 암반 역할을 신하기 해서 내벽에 물이 흐를 수 있는 속 필터로 덮

있다. 단시험 용기 상부에는 용기 한쪽을 를 수 있는 Loadingmachine이 요

구된다. 단시험용기 주 로는 벤토나이트 포화 조 시스템이 있어 내부 완충재

에 물을 공 할 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단시의 단시험 용기에 발생되는 응력

을 측정할 수 있는 압력 센서들이 내부에 설치된다.

단 시험은 열 장치는 따로 없으며,상온 20℃에서 수행된다. 단시험 에

완충재인 벤토나이트는 장치 내에서 증류수로 포화시키며,일정한 팽윤압이 나타날

때까지 수개월 동안 팽윤 상태를 유지시킨다.그리고 압축벤토나이트가 충분히 평

형에 도달한 이후에 짧은 순간의 단 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단시험에 의해 수

집되는 자료는 완충재의 응력과 시험용 처분용기의 변형이 된다.이를 해 단시

험 에는 압력(totalpressure), 단력 단 움직임 등이 센서를 통해 수집된다.

2)기본 설계 사양

단시험장치의 규모는 JAEA의 단시험기기 사양과 운용될 실험실의 규모 등

을 고려하여 실제 처분장에 사용될 EBS의 1/30크기로 정하 다.설정된 사양은 표

7.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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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주요 치수 (mm)

A-KRS EBS

Canister wall: 주철 95 Cu 10, plate Fe 180, Cu30

Borehole: D821, H1220

Buffer: D 상하 : 500 wall 400 

JAEA 전단기험기

Borehole: D150 x L 350

Buffer: 상하 125, wall 50

Canister: D50 x H 100

KAERI 전단시험기

Canister: D30x L60

Buffer:   wall20x상하30 (OD70x120)

Filter(cylinder): OD76, t 2.0(3.0), L60 2ea    

Filter(Plate): t 2.0, OD 76  2ea

Borehole: OD76.2xL62 2ea

Cylinder: OD100(96)xL82 2ea

표 7.8. 단시험기기의 주용 설계 치수

단시험을 한 시험용기 회 각과 단거리는 식 (1)을 통해 결정하 다.

sin   (1)

여기서 θ는 회 각,δ는 단거리,L은 시험용기 길이이다.

식 (1)을 통해 계산된 단거리에 따른 회 각은 아래와 같다.

-KAERI:Dis.20vs.L60 Rot.Angle:19.5

-KAERI:Dis.25vs.L60 Rot.Angle:24.6

설정된 단시험기기의 시험용기 주변 완충재 두께는 20mm이므로 단거리 25

mm는 험할 수 있으므로 최 단시험거리를 20mm로 설정하 다(그림 7.43).

그림 7.43. 단거리 (20mm)에 따른 회 각 (19.5°)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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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으로 설계된 1/30규모 단시험기기의 개요도 (그림 7.44)와 주요 치수를

표 7.9에 나타내었다.

그림 7.44. 단시험기기의 개요도.

항 목 주요 치수

모듈 내부 공간 직경 76mm 길이 124 mm

투수층(필터) 주위 3mm + 양단 2mm

Borehole 직경 70mm 길이 120 mm

전단시험용 축소용기 직경 30mm x 길이 60 mm

완충재 주위 20mm + 양단 30mm

표 7.9. 단시험기기의 주요 치수

l 시험용 제작품

1/30규모 단 시스템 설계에 따라 제작된 단 단시험모듈, 단시험용기

압축벤토나이트 블락을 그림 7.45에 나타내었다. 단시험용기는 충분한 비 시험

을 거친 후 제작된 온분사코 용기를 사용하기 해 스테인리스 으로 동일한

크기로 제작한 것을 사용하 다.

그림 7.45. 단시험용 단시험모듈, 단시험용기 압축벤토나이트 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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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 단시험

제작된 단시험용기 자체의 ShearSlip에 한 마찰하 기기 기본 작동을

검하 다.용기의 좌우 모듈을 결합하는 4개의 조임 나사의 Torque를 10

in-lb(1.13N-m)로 하여 체결하고,shearrate를 달리하며 러서 빈 용기의 마찰하

을 측정하 다(그림 7.46).

제작된 단시험용기의 기본 시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기 단하 은 증가되나,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마찰하 이 서서히 감소하 음.

-기본 단모듈의 마찰로 인한 마찰하 은 단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확인.

-기본 단모듈의 마찰하 은 최 120kg정도로 나타났으며, 단모듈의 윤활제로

사용된 Speed-X가 유용하 음.

-결론 으로 압축기기(INSTRON)의 최 사용범 (10Ton)보다 훨씬 낮은 역에

서 단모듈이 작동됨을 확인하 으며,압축벤토나이트와 단용기를 장착한 상태

에서도 별 무리 없이 작동될 것으로 상됨.

그림 7.46. 단시험용 모듈의 단속도에 따른 기본 ShearSlipTest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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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험

가)시험 모듈의 조립

단시험을 해 압축벤토나이트 원호형 t30mm 10개와 t20mm 15개,그리고

원통형 t30mm 2개를 제작하 다(그림 7.47).

그림 7.47. 단시험용 압축벤토나이트 블락.

단시험용 압축벤토나이트의 배치는 그림 7.48와 같이 하 으며, 앙의 단라

인에 압축벤토나이트가 가로질러 배치되도록 하 다. 체 공간에 한 압축벤토나

이트의 내부 건조 도는 약 1.59g/cm
3
이 되도록 하 다.그림 7.49에 압축벤토나이

트 조립순서에 따른 실시 사진을 나타내었다.

그림 7.48. 단시험용 압축벤토나이트 블락 배치도 (S:센서 삽입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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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9. 단시험용 압축벤토나이트 블락 조립도.

l 센서 보정

단모듈 내에 삽입되는 6개의 센서는 국산 다이아 램형 소형 압축형 로드셀

(Model:CBFS10kg)을 사용하 다.로드셀은 사용하기 에 신 로드셀에서 제공

하는 digitalindicator(BS7220)로 압력 압 변환을 보정하 다.보정된 압력에

따른 압곡선 그래 를 그림 7.50에 나타내었다.

그림 7.50. 단시험용 압력센서의 압-압력 보정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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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용기 내 압축벤토나이트 팽윤 작업

단시험용기에 압축벤토나이트,시험용기,센서 등을 삽입하여 조립한 후,충분

히 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압이 평형에 도달하도록 2개월간 장기 팽윤 상태를 유지

하 다(그림 7.51). 기에는 KURT 심층지하수를 Peristaltic펌 로 느리게 용기

으로 공 하 다.출구로 빠져나오는 유량이 안정화 되면,PeristalticPumping을

멈추고 N2gas로 압력이 조 된 수조를 통해 계기압 200kPa의 수압으로 물을 공

하 다.최종 으로 팽윤 작업이 완료되면, 단시험 당일 시험 2시간 에 압력

을 기압으로 해제하 다.

그림 7.51. 단시험용 모듈의 팽윤 작업.

l 팽윤압 DAQsystem

① BS7220

BS7220은 신 로드셀에서 제공하는 digitalindicator로서 다이아 램 센서에서

얻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킨다.BS7220은 센서의 10V 정 압을

공 하고,센서의 정확성을 검하고,실시간 압력변화를 읽는데 사용하 다.

② GL200

GL200은 GRAPHTEC,Logger로서 (Model;GL200)다이아 램 센서에서 얻은

Analog신호를 바로 USB메모리에 시간별로 장하는 역할을 한다.6개의 센서에

서 얻은 압 값을 바로 장하기 때문에 압 값을 Load(kgf)로 변환하기 해서

는 calibrationcurve가 요구된다.GL200은 장기간의 팽윤 거동을 기록하는데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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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ignalExperss

LabView에서 제공하는 고속 DAQ 장비로서,SignalExpress는 단시험시 빠른

Data 송을 해 단시험 날 설치하 다.최고 1,000point/sec를 안정 으로

기록할 수 있으나,실제 시험에서는 100point/sec로 측정하 다.

팽윤압은 그림 7.48에서 나타난 좌측 단모듈의 6개의 지 에서 검출하 다.측정

된 단모듈내 6개 센서의 팽윤압 거동을 그림 7.52에 나타내었다.

그림 7.52. 단모듈(6개 센서)의 2개월 팽윤 거동과 단 후 압력변화 그래 .

팽윤압의 측정과 련하여 단모듈의 검증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팽윤압은 여 히 모든 센서(S1~S6)가 동일하지 않다.

§ S3와 S4가 항상 높게 나타남.벤토나이트 압축시의 방향성과 팽윤압이 상 계

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 평형에 도달한 후에는 낮과 밤의 온도차로 인한 팽윤압의 변화가 주기 으로 나

타나고 있다.주기변화로 인한 높낮이는 각 센서의 팽윤압 크기와 무 하

게 일정한 폭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센서의 감도는 이상이 없어 보인다.

§ 단 후,각 센서의 팽윤압은 크기는 달라도 원래 기 평형값으로 찾아가는 경

향을 보인다.

§ 특히, 단 평형값 S1-S6의 합 21.8MPa은 단 후 평형값 S1-S6의 합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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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과 비슷하게 나타난다.한쪽이 압축되면 다른 쪽이 풀리는 역학 상

계가 완충재 내부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100mm/min,20mm 단 시험

장기간의 팽윤작업이 끝난 단시험 모듈은 만능압축시험기(INSTRON)에 장착하

여 1년간 2차례의 단시험을 수행하 다(그림 7.53).아래 표 7.10에 압축시험기에

서 출력한 extension거리,최 하 extension2mm에서의 압축하 을 나타내

었다. 단모듈은 20mm 단에 약 2.0Tonf정도로 확인되었다.

그림 7.53.1차(좌) 2차(우) 단시험에서 INSTRON에 장착된 단모듈 사진.

시험
Compressive extension 

at Maximum 

Compressive load

Maximum Compressive 

load

Compressive load at 

Preset Point 

(Compressive extension 

2 mm)

1차 20.24 (mm) 18445 N = 1.88 Tonf 1316 (kgf)

2차 20.05 (mm) 20825 N = 2.12 Tonf 1365 (kgf)

표 7.10.만능압축시험기의 단시 최 하 과 단거리

그림 7.54는 만능압축시험기(INSTRON)에서 측정한 단모듈의 shear

displacement에 따른 단하 (kN)을 도시한 것이다.1차 시험에서는 내부의 속

필터와 용 O-ring간의 물리 마찰로 인해 10mm 치에서 약간의 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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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하 다.1차 시험시의 온도 약 27℃ 보다 2차 시험시의 실험실 온도 18℃로

인해 단하 은 2차 시험시에 약간 증가하 다.왜냐하면 온도가 내려갈수록 벤토

나이트의 팽윤압은 증가하기 때문이다(그림 7.41).

그림 7.54.INSTRON에서 측정된 ShearDisplacementvs.LoadData.

단시 내부 압축 벤토나이트 압력변화

그림 7.55. 단센서 치(좌)와 단모듈내 용기 이동에 따른 상 팽창 압축면(우).

단시 압력은 좌측모듈에 설치된 6개의 센서에서 감지된다(그림 7.55),그림 7.55

에서 살펴보면,센서 123번은 용기가 하강하는 측에 치하여 압력이 감소하는

팽창면이 될 것으로 상되며,센서 456은 하강하는 용기의 압력을 받아서 압력이

증가하는 압축면이 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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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시험결과를 살펴보면(그림 7.56), 단 직후의 거동은 각 센서마다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센서의 거동이 일정하지 않다.1차 시험에서는 단 기에 팽

창면에 치한 센서 123의 압력 감소,압축면에 속한 센서 456의 압력 증가가

방 나타났으나,2차 단 시험에서는 하지만 단이 종료되는 12 지 에 근 해

서야 센서 123의 팽창면은 압력 감소가 동반되며,센서 456의 압축면은 압력 증가

가 나타났다.그리고 단에 의한 최 압력 증가는 1차에서는 센서 6에서 3.5

MPa,2차에서는 센서 5에서 2.0MPa로 나타났다.

(a)

(b)

그림 7.56.1차(a) 2차(b) 단시험에서의 센서별 압력변화 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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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단시 내부 압축 벤토나이트 압력변화 비교

실험결과의 정확성을 살펴보기 하여 SKB[17]와 JAEA[18]의 시험결과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표 7.11)SKB와 JAEA의 시험모듈은 1/10규모로서 KAERI보다 규

모가 큰 편이다.SKB의 경우 처분용기의 가로/세로 비가 우리의 3배 가까이가 되

기 때문에 그림 7.57에서 보듯이 상되는 압축면과 팽창면이 간단하지가 않고,

각선으로 가로질러 교차하고 있다.그리고 단 시험결과 그래 에서도 압축면에서

압력이 증가되고,팽창면에서 압력이 감소되고 있다.따라서 SKB의 결과 그래 를

비교해 볼 때, 재 KAERI에서 개발된 단시험 모듈이 정상 으로 진행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재 SKB나 JAEA에서는 KAERI(100mm/min)와 달리 단

속도가 100mm/sec로 빠른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시험에서 나타난 챔버 표면에서의 최 압력을 표 7.11에 함께 비교하 다.최

압력 증가는 SKB,JAEA, KAERI모두가 비슷한 단속도에서 비슷한 값을 보

다.따라서 축소 단시험기기의 측정된 압력은 비교 정확하다.

그림 7.57.SKB 단시험모듈의 압축벤토나이트 상 팽창 압축면(좌)과 114mm/min

단속도에서의 치별 압력센서 거동[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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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sel size Space size Test condition
Max load at 

Chamber

KAERI D30, L60 ㎜

D76, L124 mm
Disp. 20 ㎜

Shear rate 100 ㎜/min
2.0, 3.5 MPat3.0(1㎛, t1.5(10㎛) 

Cylinder Filter L60x2

JAEA D50, L100 ㎜ D150, L350 mm
Disp. 70, 40 ㎜

SR 10, 100 ㎜/sec
~2.5 MPa

SKB D80, L450 ㎜

D158, L622 mm
Disp. 28, 30, 21 ㎜

SR 20, 100, 1000 ㎜/min
~2.5 MPat20 (max 12㎛)

Cylinder Filter L300x2

표 7.11.JAEA,SKB 단시험모듈의 shearsystem 비교표

l 단시험용기의 회 움직임

단시험기기의 회 각은 이론 으로 식(1)에 의해 결정된다.

sin   (1)

δ :Sheardisplacement20mm

L:CanisterLength60mm

KAERI의 내부용기 길이 60mm, 단거리 20mm에서의 이론 회 각은 약

19.5°이다.1차 시험에서 해체 후 측정된 회 각은 약 27° 다(그림 7.58). 단이 끝

난 후에도 압력을 해소하기 해서 내부 벤토나이트의 움직임에 의해 용기가 뒤틀

려서 각이 이론치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7.58.1차 단 시험에서의 내부 시험용기의 회 각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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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하여 시험용기 앙에 네오디움 원형 자석(D5.0

mm ×H5.0mm)8개를 용기 앙 라인에 직렬로 삽입하고,나침 을 이용하여 회

각을 측정하 다.나침 은 단모듈 외벽에 부착하여 내부의 시험용기와 일치시

켰다.내부 용기가 회 하게 되면 외부 나침 도 동일한 각도로 회 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그림 7.59에 측정된 나침 을 나타내었으며,표 7.12에 시험 후의

나침 각도를 나타내었다.

시험 전 시험 5분 후 시험 30분 후

그림 7.59. 단 시험 용기의 네오디움 자석 삽입(좌)와 나침반의 회 각 측정.

　2차 shear angle  measurement by compass

　Date Time Measured
64등분(r5)

Conv. to 
360°

△ Angle
from start

16일 오후 2:13:58 30.4 171.0 0.0 

　Test Point 오후 2:18:50

　

오후 2:20:04 30.4 171.0 0.0 

오후 2:21:26 31 174.4 3.4 

오후 2:28:54 31.2 175.5 4.5 

오후 2:29:46 31.4 176.6 5.6 

오후 2:31:46 31.5 177.2 6.2 

Mov. to Lab

오후 2:47:12 35.2 198.0 27.0 

오후 2:57:34 35.2 198.0 27.0 

오후 4:55:08 33.2 186.8 15.8 

오후 4:55:18 33.6 189.0 18.0 

19일

오전11:03:34 34.2 192.4 21.4 

오전11:03:48 34 191.3 20.3 

오후 1:16:28 34 191.3 20.3 

오후 7:47:44 34.2 192.4 21.4 

20일　
오전10:02:50 34.4 193.5 22.5 

오후 2:37:42 34 191.3 20.3 

21일
오전10:50:18 34 191.3  20.3 

오후 6:05:36 33.6 189.0 18.0 

표 7.12.2차 단시험에서의 나침반에 의한 회 각 측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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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0.2차 단 시험에서의 내부 시험용기의 회 각 측정.

이상의 회 각 측정을 통해 1차 때 측정치 27도가 틀리지 않았을 수 있다는 단

을 얻었다. 단시험 후에도 느리지만 내부용기는 각이 크게 뒤틀렸다가 이론치로

근 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단 시험 직후,건조하여 해체했을 경우에

는 회 각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하지만 나침반을 통해 시험용

기의 회 각을 측정한 결과 이론치인 19.5°도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 다.한편,

시험을 종료하고 모듈을 해체하고 측정된 회 각은 24.도 다(그림 7.60).이 게 해

체 후 각이 크게 나타난 것은,해체하기 에 모듈을 섭씨 120도에서 건조하게 되

는데,이때 벤토나이트가 건조되면서 각도가 뒤틀리는 탓으로 이해되었다.

라)시험 평가

시험결과에서는 처분용기는 실시된 단속도 100mm/min, 단거리 20mm 시

험을 1차와 2차에 걸쳐 실시하 다.수행된 시험조건은 실제 처분시스템 기 으로

보면 약 56cm 단된 것에 해당된다(표 7.13).따라서 수행조건은 KAERI에서 규

정한 10cm 단움직임의 5배를 상회한다.

　

　

Diameter (mm)

Borehole Canister shear Dis.

Shear Test 70 30 20

A-KRS 1990 1031 560

표 7.13.실제 A-KRS시스템과 축소 단 모듈의 비교와 실제 단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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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시험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내부 용기의 최 표면압은 최 14MPa

정도이다.따라서 이정도의 압력은 표 7.14에 나타난 처분용기 재료의 항복 응력보

다 낮다.따라서 처분용기는 Faultmovement에도 안 하 다.

Material Yield Stress 0.2%offset (Mpa) 

Nodular cast iron 250~

Cold Sprayed Copper 235(Tafa), 300(ChangSung), 89(ST)

전단압(2MPa)+팽윤압(7MPa)+지하수압(5MPa)=14 MPa 

표 7.14. 단에 의한 용기 표면의 최 압과 재료의 항복응력

라. 단해석 로그램 개발

1)해석 시스템

산모사를 해 사용된 입력인자는 주로 표 7.8에 제시된 값을 사용하 다.

KAERI에서 구상하고 있는 수직 EBS시스템의 간단하게 그림 7.61에 도시하 다.

내부 처분용기는 높이 4.8m,직경 1.2m 정도이며,내부 구상주철용기와 외부 1cm

두게의 구리 용기로 이루어져 있다.그 주 에는 1.6g/cm3의 도를 갖는 압축 벤

토나이트로 되어 있으며,약 50cm 두께로 용기를 보호하고 있다.실제 시험은 축

소형이므로, 산모사도 축소형에 맞게 축소하 다. 단 챔버 크기 제한과 안정성

문제로 용기는 정확하게 축소되지 못하고 략 1/30스 일로 크기를 정하 다.시

험용기는 직경 50mm,높이 180mm이며,그 구조는 내부 주철용기(직경 40mm 높이

170mm)와 표면은 5mm 두께로 구리를 온분사코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그림 7.61.KAERIEBS시스템과 1/30축소 해석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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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am-ClayModel

재까지 측정된 경주 Ca-벤토나이트의 기계 물성이 해석에 사용되기에는 조

부족하다.따라서 해석에서는 표 7.7에 나타난 SKBCa-벤토나이트 값을 사용하

다.SKB에서 차용된 값은 Permeabilitycoefficient와 Initialvoidratio이다.아래

그림 7.62에 단 해석을 한 FiniteElementMesh를 나타내었다.

Near -Field Rock

Buffer Material

Copper (Cu coating) Cast Iron container

Hollow

85 mm 180 mm

85 mm

5 mm 10 mm20 mm
150 mm

그림 7.62.Cam-clay 단해석을 한 FiniteElementMesh.

단해석을 해 ModifiedCam-clay모델이 선택되었으며,사용된 로그램은

ABAQUS 로그램이다. 단거동을 산 모사함으로서 단기기의 기계 안 성

과 더 나아가서는 실제 단시험을 검할 수 있다.

KAERI

JAEA

The pore -water pressure will be over the 

capacity of transducer, we need the new 

transducer.

Shearing load will be three times, but the 

value is in range of capacity of load cell.

Shear displacement (mm)

S
h

e
a

r 
lo

a
d

 (
k
N

)

그림 7.63. 단속도 100mm/sec 단거리 40mm에서의 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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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3은 단속도 100mm/sec 단거리 40mm에서의 산해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7.63에서 오른쪽은 완충재 내부의 pore-water압력을 도시하고

있으며,오른쪽은 단거리에 따른 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이 때 측정된 최

하 은 약 33kN으로서 향후 단기기의 확장에 참고가 될 것이다.

그림 7.64는 단기기 시험용기 표면 여러 치에서의 totalpressure이다.표면에

서의 최 압력은 약 4.5MPa로 계산이 된다.이 값은 처분용기 재료로 사용되는

구상흑연주철과 구리의 항복강도보다 한참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OPU ELE548

OPU ELE752

OPU ELE888

OPU ELE1024

OPU ELE1432

OPU ELE1568

OPU ELE1704

OPU ELE1772

54875288810241704
1772

1568 1432

Compression

tension

Maximum value of total pressure will be larger than JAEA results . But the value is in 

range of capacity of transducers. In the analysis, overpack is little deformed.

Shear displacement (mm)

T
o
ta

l 
p
re

s
s
u
re

  
(

M
P

a
)

그림 7.64. 단거리에 따른 totalpressure변화 그래 와 측정지 .

Capacity of 
transducers

Swelling pressure

5.0 MPa

Swelling pressure

3.0 MPa

11.0 MPa

9.0 MPa

55 kN

2.0 MPa

10.0 MPa

500 kN

5.5 MPa
Maximum porewater

pressure

5.0 MPa
Maximum total 

pressure

33 kNShearing load

Capacity of 
transducers

Swelling pressure

5.0 MPa

Swelling pressure

3.0 MPa

11.0 MPa

9.0 MPa

55 kN

2.0 MPa

10.0 MPa

500 kN

5.5 MPa
Maximum porewater

pressure

5.0 MPa
Maximum total 

pressure

33 kNShearing load

표 7.15.Cam-claymodel에서의 단해석 결과표

본 해석 결과에서 몇몇 완충재의 물성치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가장 큰 향을

미치는 팽윤압은 KAERI측정값을 사용하 다.표 7.15에 산모사를 통해 얻어진

최 하 ,최 pore-waterpressure,최 totalpressure를 나타내었다.아직도 경

주 Ca-벤토나이트의 물성치가 불확실한 면이 많으므로 추가 인 물성시험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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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3)Drucker-PragerModel

Cam-Clay와 비되는 모델로 Drucker-Prager를 선택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그

림 7.65는 Drucker-Prager모델 단해석을 한 FiniteElementmesh를 나타내고

있다. 해석 로그램은 Cam-Clay와 동일한 ABAQUS를 사용하 다.

Drucker-Pragermodel을 용하기 해서는 Frictionangle,Dilatancyangle,

Materialparameter(K)가 요구된다.Frictionangle은 연세 의 삼축압축 용역 시험

결과로부터 얻었으며,Dilatancyangle과 materialparameter(K)는 SKB 자료를 참

고하 다.표 7.16에 해석에 사용된 물리 상수를 나타내었다.

그림 7.65.Drucker-Prager 단해석을 한 FiniteElementMesh.

표 7.16.Drucker-Pragermodel에 사용된 물성 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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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부분은 선형탄성(linearelastic)으로,소성부분은 Drucker-Prager재료모델과

괴기 을 용하 다.처분용기는 항복응력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상되어 탄성체

로 가정하 다.하 은 변 제어로 오른쪽 부분에만 단변 가 가해지고 왼쪽 부

분은 고정하 다.

그림 7.66는 단변 가 4cm일 때의 모습으로 단 응력과 변이분포를 나타낸

것이다.그림 7.67은 단 거리에 따른 용기 양단에서의 단응력 변화를 나타낸 것

이다.최 압축 팽창 응력은 약 20mm 단이동 시에 형성되었으며,그 이후

에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시험용기 표면의 최 최 응력이 51.78

MPa로 용기재료의 항복응력을 넘지 않았다.

그림 7.66. 단거리 40mm, 단속도 100mm/sec에서의 단변형 분포(좌)와 단 응력

분포(우).

0 10 20 30 40 50

node 1772

node 548

그림 7.67. 단 거리에 따른 처분용기 양단에서의 단응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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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결 론

KAERI에서 개발된 EBS 개념에 한 단(Fault) 안 성을 Cam-clay와

Drucker-Prager두가지 모델로서 해석해 보았다.두 가지 모델에서 단거리 40

mm, 단속도 100mm/sec조건 시,용기 재료는 안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그러나 좀 더 신뢰성 있는 산모사를 해서는 경주 Ca-벤토나이트에 한 정

확한 물성 조사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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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

1.수리 모델을 통한 최 처분터 배치

A-KRS의 입지를 검토하기 하여 KURT 시설 부지를 상으로 가상의 처분장

역을 도출하 다.이를 하여 부지에 분포하는 MWCF구조와 이를 기반으로 하

는 지하수유동 모의를 이용하여 최 의 배치(안)을 검토하 다.

가.KURT시설 부지의 지질 특성

1)지형 지질

KURT시설이 치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지

에 치하며 강을 경계로 충청북도 충청남도와 경을 이루고 서쪽으로는 계

룡산 기를 능선으로 공주시와 하며,갑천이 서남쪽에서 북동쪽으로 흐른다.따

라서,지형 으로 분지의 서북부에 해당한다.

KURT시설 부지 주변의 역 지질특성은 기존의 조사 보고서 [8.1,8.2,8.3,8.4]에

서 발췌하 으며,KURT 시설부지의 국지 인 지질특성은 KURT의 건설 심부

시추공에서 얻어진 지질자료에 근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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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KURT시설 부지 주변의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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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지역은 경기변성암 복합체 내에 치하며 주로 선캠 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생 의 심성암과 맥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8.1).선캠 리아기의 변성암류는

흑운모 편마암 편암으로 나 어지며 이들은 KURT 부지의 북서부에 주로 분포

한다.KURT 시설 주변의 심성암류는 크게 시 미상의 편상화강암과 생 복운

모화강암으로 나뉘어진다.이 복운모화강암은 KURT 시설의 모암으로 범 하

게 분포하며 편상화강암을 입하고 있다.국지 으로는 미약하나마 편상조직(N2

0°～30°E)을 보이기도 한다.

립질 내지 세립질의 복운모 화강암은 Rb/Sr측정결과 190Ma의 연 를 기록하

고 있으며 KURT 부지의 남서부에 분포하는 편상화강암과의 계는 불명확하다.

도폭에서는 편상화강암을 쥬라기의 편마상 화강암으로 보았고 복운모화강암과

는 동일 마그마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았다.이들은 립질로서 편리의 방향이 주변

의 변성퇴 암류의 편리방향과 일치한다.

2)지질구조 모델

KURT 주변 지역의 지질은 상부 토양층 풍화 , 경사 단열 ,단열 ,기반

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지표 지질조사 시추공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이들의 특

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상부 토양층 풍화

상부 토양층 풍화 의 심도(두께)분포는 시추공별로 각각 차이가 있지만,10

～ 38m의 분포를 갖는 것으로 분석된다.이를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와 비교하여

KURT주변 지역의 상부 토양층 풍화 의 분포 깊이를 정의하 다 (표 8.1).

시추공 Weatheredzone(mabh)

KP-1 27

KP-2 10

YS-01 16

YS-02 15.2

YS-03 15

YS-04 13

YS-05 10

YS-06 15

YS-07 38

표 8.1.조사시추공에서 확인된 토양층과 풍화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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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사 단열

단열의 방향성 분석 결과 경사를 갖는 단열은 KURT주변 지역의 주요 단열군

으로 분류된다.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을 종합 분석한 결과 심도가 깊은 곳에서

도 일부 분포하고 있지만 경사 단열은 풍화 하부 기반암 사이에 주로 치

하고 있으며, 수평 으로 연속되는 단열 를 이루고 있다.이는 KURT주변 지역

의 결정질암반에 한 주요 지질구조 특성이다.이러한 경사 단열 는 단층 혹은

단열 를 형성하는 지구조 응력에 의해 생성되었거나,지표 근처에서 지반의 융

기․침식으로 인한 응력이완으로 생성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그러나,정확한 성

인은 단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지하수유동과 련하여 투수성이 양호하여 결정질암

반의 지하수 유동에 요한 수평방향의 유동로로서 역할을 할 경우 수리지질모델

구축에 있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KURT주변 지역에 존재하는 경사 단열 를 시추공별 측되는 단열의 방향성

을 이용하여 도출한 결과 지하 22.5～ 150m의 깊이로 다양한 분포 깊이를 보인다

(표 8.2).다만,KP-1시추공은 수평 시추공이므로 경사 단열 에 한 뚜렷한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시추공 경사 단열 (mabh)

KP-1 150

KP-2 53

YS-01 53

YS-02

YS-03 38

YS-04 28

YS-05 22.5

YS-06 45.8

YS-07 84.2

표 8.2.조사시추공에서 확인된 경사 단열 의 교차 심도

다)단열

KURT 주변 지역의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단열의 통계 분석 결과,도출된 단열

에 해 지표 지구물리탐사 결과와 선상구조 분석 결과를 비교하 으며,최종 으

로 총 9개의 단열 를 도출하 다.도출된 단열 에 하여는 시추코아 조사 결과

를 이용하여 fracturezonecore와 damagezone에 한 자세한 특성을 기재하 다.

의 9개 단열 에 추가하여 시추공 자료로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선상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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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KURT연구지역의 오른쪽에 비교 큰 규모로 분포할 것으로 상되는 단

열을 추가하여 총 10개의 단열 를 구성하 다 (표 8.3).

지구조 활동에 의해 생성된 단열은 개개의 단열이 독립 으로 존재하는 단열

를 구성하게 된다.연구 지역 내의 단열 는 수리지질학 측면에서 지하수 유동로

방어벽의 역할을 하며,지구화학 에서 보면 서로 다른 화학 성분을 갖

는 지하수의 혼합 매개체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단열 는 길이 폭을 기 으

로 역 규모의 단열과 국지 규모의 단열로 나 수 있는데,단열 에 한 분류는

SKB[8.5]의 체계가 일반 이다 (표 8.4).

No 단열 분석 자료 Remarks

1
YS1_104F

YS1MF104(N18W74N)
선상구조 분석

majorfractureon104mabh
ofYS1FZ1ab

YS1_104DZ YS1FZ1ab(87.2-138.0mabh)
fracturezone#1ofYS-01
pararelltoYS1_104F

2
YS1_433F

YS1MF433(N20W55S)
지표 물리탐사
선상구조 분석

YS1_433DZ YS1FZ4cd(417.3-447.2mabh) pararelltoYS1_433F

3
YS2_106F

YS2MF106(N10W73N)
지표 물리탐사
선상구조 분석

YS2_106DZ YS2FZ1abc(88.9-152.1mabh)

4
YS6_70F

YS6MF70(N9W75N)
지표 물리탐사
선상구조 분석

YS6_70DZ YS6FZ2ab(51.5-93.0mabh) YS6FZ2(52.7-92.7mabh)

5
KP1_75F

KP1MF75(N2E86E)
선상구조 분석

KP1_75DZ KP1FZ1a(27.0-83.0mabh) KP1FZ1(29.3-82.0mabh)

6
KP1_120F

KP1MF120(N75E42S)
선상구조 분석

KP1_120DZ KP1FZ2b(115.0-132.0mabh) KP1FZ2(101.0-124.0mabh)

7
KP1_177F

KP1MF177(N87E71S)
지표 물리탐사

KP1_177DZ KP1FZ3(176.5-181.6mabh) KP1FZ3a(176.5-195.0mabh)

8
DB1_213F

DB1MF213(76W45S)
선상구조 분석

DB1_213DZ DB1FZ6(201.5-226mabh)

9
DB1_241F

DB1MF241(43W56S)
선상구조 분석
YS-07시추공

DB1_241DZ DB1FZ7(234-244mabh)

10 L1 선상구조 분석

표 8.3.단열 의 핵과 손상 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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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SKB)
Sub-class
(KURT)

Width
Geometric
description

Order
(SKB)

Regionalfracturezone >100m Deterministic Order1

Localmajor
fracturezone

ClassS 50-100m
Deterministic

(withuncertainties)
Order2ClassA 10-50m

ClassB 5-10m

Localfracturezone ClassC 0.1-5m Statistical
(somedeterministic)

Order3

BackgroundFracture <0.1m Statistical Order4

표 8.4.KURT시설 부지 주변의 단열 분류기

단열 의 tracelength는 일차 으로 선상구조 분석에 의해 결정되며,시추공에서

측되는 단열 에 해서는 그 길이를 단할 수 없다.다만 단열 의 폭으로서

그 규모를 단할 수 있다.본 연구 지역에서 단열 는 시추공 음 주사검층 자

료를 기 으로 단하며,그 폭을 기 으로 단열 를 분류하 다.단열 의 폭을 기

으로 분류된 단열 에 하여 지표로 연장시켰을 때,지구물리탐사 결과와 지형

요소를 고려하여 단열 의 흔 길이를 연장시켜 단열 의 길이를 재분석하

다.

재까지 KURT 부지에 분포하는 단열 는 표 8.5에 제시된 체계와 같이 분류하

으며,이를 도시하면 그림 8.2와 같다.분류된 단열 명칭은 FZ(order)(분류결

과)-No.의 순서와 형식으로 정하 다.FZ2A의 단열 는 총 7개가 존재하며,FZ2S

단열 2개,FZ2B 단열 1개가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다만,분류된 단열

선상구조 분석만으로 고려된 L1단열 의 명칭을 FZ2S-2로 제안하 는데,이에

한 명칭은 향후의 장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

No 단열 두께(m) Order 분류 결과 단열 명칭

1 YS1_104F 14 2 ClassA FZ2A-1
2 YS1_433F 17.3 2 ClassA FZ2A-2

3 YS2_106F 18.5 2 ClassA FZ2A-3

4 YS6_70F 11-20 2 ClassA FZ2A-4

5 KP1_75F 65.9 2 ClassS FZ2S-1
6 KP1_120F 12.5 2 ClassA FZ2A-5

7 KP1_177F 14.0+ 2 ClassA FZ2A-6

8 DB1_213F 17.32 2 ClassA FZ2A-7

9 DB1_241F 5.6 2 ClassB FZ2B-1

10 L1 1or2
ClassS
(expected)

FZ2S-2

표 8.5.KURT시설 부지에 분포하는 단열 규모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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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평면도

(b)입체도

그림 8.2.KURT시설 부지에 분포하는 단열 .

나.수리지질 개념모델

수리지질모델은 지하에 존재하는 지하수가 상 매질의 지질모델 요소에 해 어

떠한 유동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해 수리지질학 요소를 용하여 구성한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따라서 수리지질모델은 해당 역의 지질모델을 근거로 구축되어

야 하며,각 요소에 한 수리지질학 특성을 바탕으로 지질학 요소를 수리지질

학 요소로 입시키거나 혹은 삭제,첨가 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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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 주변 지역의 지표 지질조사 시추공 지질조사를 통해 상부 토양층

풍화 , 경사 단열 ,단열 ,기반암의 4개의 지질모델에 한 요소를 분류하

다.이에 한 수리지질학 특성이 일반 으로 고려되는 성질을 갖는다고 가정하

여 각 지질모델의 요소에 한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를 구성하 다.

수리지질모델의 요소 수리지질학 특성

HSD
-등방성의 투수성

-공간 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균질한 분포

LAFD
-이방성의 투수성

-공간 으로 불균질한 투수성 분포

HRD
-등방성의 투수성

-공간 으로 균질한 투수성 분포 혹은 불균질한 분포

HCD
-이방성의 투수성

-각 단열 마다 상이한 투수성

표 8.6.수리지질 개념모델 구성 성분의 정의

일반 으로 수리지질모델의 요소는 수리토양 (Hydraulicsoildomain,HSD),수

리투수 (Hydraulicconductordomain,HCD),수리암반 (Hydraulicrockdomain,

HRD)로 구성된다.그러나 KURT주변 지역의 지질모델에서 경사 단열 가 추가

되었으므로 경사 단열 (Low anglefractureddomain)의 요소를 수리지질모델에

추가하여 기본 개념 모델을 구성하 다.즉,구성된 수리지질 개념모델에서 HSD는

지질모델의 상부토양층 풍화 에 해당되며,HCD는 KURT주변지역에 존재하는

7개의 단열 ,HRD는 단열 사이의 기반암에 해당되며,LAFD는 경사 단열 에

해당된다.수리지질 개념 모델의 요소에 한 각각의 특성은 표 8.6과 같다.

KURT 부지의 지질구조 모델은 상부의 토양층과 풍화 롤 구성되는 Hydraulic

SoilDomain,배경단열이 분포하는 HydraulicRockDomain, 경사 단열 를 포함

하는 11개의 HydraulicConductorDomain으로 구성된다 (그림 8.3).수리지질 개념

모델 구성 요소의 수리 도도는 표 8.7과 같다.

재까지의 조사된 결과에 의하여 Version2의 지질구조 모델을 제시하 으며,

향후 1,000m 까지의 심부 시추조사를 통하여 좀 더 정 한 모델로 수정될 것이다.

지질구조 모델은 다음 장의 수리지질 개념모델의 구성과 지하수유동 해석의 기

모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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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KURT시설 부지의 수리지질 개념모델 (Version2).

지질요소 수리지질요소 수리 도도(m/sec)

토양층 상부풍화 HSD 1.5E-07

상부 경사 단열 LAFD 1.05E-07

단열 HCD

FZ2S-1 3.17E-07

FZ2S-2 4.36E-7(expected)

FZ2A-1 2.57E-09

FZ2A-2 1.69E-09

FZ2A-3 5.49E-09

FZ2A-4 6.31E-07

FZ2A-5 4.57E-07

FZ2A-6 1.32E-06

FZ2A-7 8.78E-06

FZ2B-1 7.95E-6

기반암 HRD 4.3E-10

표 8.7.수리지질 단 요소의 수리 도도

다.지하수유동 모의

KURT 부지 주변에 해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이해하기 해서 역 규모에서

국지 규모로 역을 좁 가면서 지하수유동 모델링을 수행하 다.모의를 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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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수치 모의 방법은 유한요소법이며,포화 만을 상으로 모의하 다.

역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KURT를 포함하는 역 규모 지하수 유동 시스

템을 개념 으로 이해하고,이 결과로부터 국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한

모의 역과 경계 조건을 도출하기 해 수행하 다. 역 규모의 지하수 모델링

역은 KURT를 심으로 북쪽으로 강,동쪽으로 갑천을 지하수 유동 경계로 하

으며,남쪽은 유등천 그 지류,서쪽은 계룡산의 고지 를 지하수 유동계에

한 분수령으로 가정하 다.

그림 8.4는 모의된 정류상 수리수두 분포를 보여 다.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지

하수는 지표 고도를 따라 산지 지역에서 강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보인다.이 모의

결과로부터 지하수가 분기되어 불투수경계로 가정할 수 있는 지하수 분수령을 설정

하여 국지 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을 한 모의 역과 그 경계 조건을 도출하

다 (그림 8.5).

그림 8.4. 역규모 지하수유동 모의에 의한 지하수 수두 분포

그림 8.5. 역규모 지하수유동 모의결과로부터 추출된 국지규모 지하수유동 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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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규모 지하수 유동 모델링은 KURT 주변의 국지 규모 지하수 유동 시스템을

이해하고 KURT 부근의 부지 규모 지하수 유동계 지하수내 용질의 이동 경로

모의를 해 수행하 다 (그림 8.6).이때 모의 역의 상부는 지질모델을 바탕으로

수리토양 역으로 가정하 으며,수리토양 역,수리암반 역,단열 의 수리지질

특성은 부지 내 YS계열의 시추공과 KURT내 시추공 등을 통해 도출한 수리지질

특성을 그 로 부여하 다.

그림 8.6.국지규모 지하수유동 모의에 의한 지하수 수두 분포.

모의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는 모의 역 북쪽 경계의 고지 와 KURT남쪽에 있

는 오산에서 함양되어 주변 지표수 분포를 따라 방사형으로 퍼져간다. 지 에

존재하는 하천의 향으로 인해 하천 부근에서 지하수 유속이 비교 빠르며,표토

층 상부 쇄 의 높은 수리 도도로 인해 심부보다는 지표 부근에서 비교 많

은 지하수의 유동이 발생한다.

KURT주변에 발달한 단열 (그림 8.7)를 고려하여 부근의 삼차원 지하수 유동

계를 더욱 자세히 분석해 보면(그림 8.8),KURT 부근의 상부 지하수 역시 지형의

향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9).이곳에서의 지하수 유동 방향은 심

지층 처분장의 정 심도인 지하 200m,500m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정

처분 심도에서는 KURT내부와 그 부근에서의 지하수 정에서의 공 내 검층과 지

구물리 탐사 등에 의해 확인된 단열 에 의해 지하수 유동계가 교란되는 양상도 보

여 다 (그림 8.10과 8.11).KURT를 심으로 가로로 발달한 단열 는 남북방향의



- 672 -

지하수 유동을 방해하는 효과를 보여주며,세로로 발달한 단열 는 동서방향 지하

수 유동을 격리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남북방향의 지하수 유동에 한 연결통로 역

할을 하는 결과를 보여 다.

그림 8.7.부지규모 (붉은색 사각형 역)지하수유동 모의에 반 된 주요 단열 (HCD).

그림 8.8.부지규모 지하수유동 모의에 의한 3차원 지하수 수두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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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9.부지규모 지하수유동 모의에 의한 토양층의 지하수 수두 분포.

그림 8.10.부지규모 지하수유동 모의에 의한 -200m심도에서의 지하수 수두 분포.

라.최 처분터 배치

1)검토방법

지질구조 모델과 지하수유동 모델 해석에서 언 된 국지 규모와 부지 규모에서의

단열 를 처분시설이 치할 것으로 상하는 표고 -500m까지 투 하 다.국지

규모의 단열 분포도는 그림 8.12와 같다.여기에서는 선구조선을 포함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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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로 E-W 방향 계열과 N-S방향 계열의 단열 가 우세하다.국지 역 내 단

열 의 빈도는 앙부에서 다소 미약하게 분포하는데,이는 도심지가 치하는 지

역으로 성 상에서 선구조선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북동단 쪽에 치하는

KAERI부지를 포함하는 KURT시설부지 지역은 비교 상세한 연구와 조사를 통

하여 다수의 단열 를 확인하 다.

그림 8.11.부지규모 지하수유동 모의에 의한 -500m 심도에서의 지하수 수두 분포.

그림 8.12.국지규모 역에서 -500m 심도에 분포하는 단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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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분시설 입지 후보 역

KURT부지를 심으로 하는 부지규모의 역에서 지하 500m 심도에서 처분시

설을 입지할 수 있는 가능 역은 평면 으로는 그림 8.13과 같이 도출된다.부지규

모의 역에서는 부지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단열 만 반 하 으며,불확실성이 큰

선구조선은 제외하 다.후보 역은 주로 산지에 해당하며 비교 규모가 큰 산체

로 이루어져 있다.후보 역은 부지의 좌측에서 단열 를 교차하지 않는 충분한

역을 확보할 수 있으며,우상단 지역에서도 가능 지역을 고려할 수 있다.

수직 으로 처분시설이 입지 가능한 역은 N-S와 E-W 단면에서 단열 의 발

달 방향을 검토하여 도출하 다 (그림 8.14).실제 처분장의 심도는 역 인 지각

운동,지하수의 화학 특성,지하수의 유속과 배출지역까지의 유동거리,지질구조

특성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할 설계 인자이다.그림 8.14의 단면에서는 E-W

방향의 단면에서 남북방향의 주향으로 다수 분포하는 단열 의 서측 역에서 충분

한 규모의 처분장 역을 확보할 수 있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심도를 달리 할

수 있을 정도의 균질한 암반 역이 존재할 것으로 단된다.N-S방향의 단면에

서는 단열 의 부분의 경사 방향이 동쪽이므로 가능한 한 서 동쪽보다는 서쪽

역에서 균질한 암반 역을 기 할 수 있다.

그림 8.13.KURT시설 부지 역 내 -500m 심도 처분장 입지 가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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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4.KURT시설 부지 역 내 -500m 심도 처분장 입지 가능 역 단면도 (그림

13의 EW 단면).

반 으로 KURT 시설 부지에서 심지층 처분시설 입지 후보 역은 본 지역의

앙부에서 우세하게 분포하는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 단열 의 서쪽 역의

-200m 이하 심도에서 충분한 역을 확보할 것으로 단된다.

3)선정된 처분시설 후보 역에서의 입자 추 모의 결과

KURT 부지 부근의 단열 정보를 심으로 하여 선정된 처분시설 입지 후보

역을 이용하여,이미 시행된 KURT 부근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를 통해 처분장에

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는 지하수내 용질 입자에 한 입자 추 모의를 수행하

다.국지 규모의 지하수 유동 모의 결과가 이용되었는데,북쪽의 두 역은 지하수

유동 모의 경계에 인 하여 경계 조건에 의한 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지 후보 역 에서 남쪽에 있는 역이 후보 역으로 선택되었다.처분장은 지

하 500m 지 에 치하는 것으로 가정하고,그 크기는 400m ×200m로 하 다.

처분장에서 출될 가능성이 있는 용질 입자는 단열 암반을 거쳐 지하수 유동량이

매우 큰 구조인 단열 를 통해 지표 환경으로 나오는 것으로 간주하 다.

입자 추 모의 결과는 그림 8.15와 같다.일부 입자는 단열 를 거치지 않고 배

수 경계가 되는 지표의 하천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래서 단열 를 통

과하는 입자들에 해서만 분석을 하 으며 그 에서 하나의 치를 표로 선정

하여(그림 8.15와 8.16에서의 “R" 치)그 치에서의 모의 계산값을 처분 안 성

평가에서 사용하는 자료로 활용하 다.

표 치에서의 입자 추 결과를 살펴보면,처분장에서 단열 까지의 이동거리

는 440m,단열 내에서의 이동거리는 468m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한 단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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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서의 지하수 유동 속도는 약 5.4×10
-4
m/yr,단열 내에서는 7.81×10

-1

m/yr정도로 계산되었다.

그림 8.15.-500m 심도의 가상 처분장 (사각형 역)으로부터의 입자추 모의 결과.

“R"은 입자 이동거리와 지하수유동율 계산 표 지 .

(a)평면도

(b)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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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열 해석을 통한 세라믹폐기물 처분시스템 설계

가.처분 모듈 간격 설계

1)세라믹폐기물 처분모듈

1단계 연구 결과에 의하면,PWR사용후핵연료 특성은 기 사용후핵연료로서 기

농축도 4.5wt%,연소도 55GWD/MtU,방출 후 10년 냉각 된 것이다. 이로 공

정으로부터의 물질수지 분석에 의하면,10톤의 PWR기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상되는 세라믹폐기물량은 665kg이며,방출 후 40년 경과했을 경우,이 폐기물로부

터 발생되는 발열량은 약 300W이다[8.6].이와 같은 세라믹폐기물을 직경 26cm,

높이 25cm로 제작할 경우 상되는 고화체는 14개 정도이며,2개의 고화체를 1개

의 장용기(그림 8.16,좌)에 넣으면 7개의 장용기가 발생된다.발열량을 고려하

여 처분용기 1개에 14개의 캐니스터를 넣을 경우,처분용기 당 약 600W의 발열량

이 상된다.20,000MtU의 PWR사용후핵연료로부터 상되는 세라믹 폐기물 처

분용기(그림 8.16,우)의 사양 개수를 표 8.8에 나타내었다.

그림 8.16.세라믹폐기물 처분을 한 장용기 처분용기 개념도.

처분시스템은 수평 처분터 과 수직공 처분방식 2가지를 상으로 설계하 다. 수

평 처분터 (그림 8.17)의 경우 1개 터 에 64개의 처분용기 넣으며,처분용기와 처

분터 사이는 완충재로 채운다. 처분용기 사이 간격과 터 사이의 간격은 열 해

석을 통해 결정하 다.처분터 간격으로는 25미터와 40미터를 검토하 다.수

직공 처분(그림 8.18)의 경우 1개의 처분터 간격은 40미터에 해 처분공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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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uterDiameter×Height 103.1×172.5 cm

Innerdiameter 82.1 cm

Copperthickness 1.0 cm

Ironthickness 9.5 cm

Heatperdisposalcanister 593.6 W

Numberofstoragecanistersinadisposal

canister
14 개

Numberofdisposalcanisters 1,007 개

표 8.8.세라믹 폐기물 처분용기 설계 특성

용기 2개 혹은 4개를 넣는 경우에 해 평가하 다. 처분터 1개에 32개의 처분

공을 고려하 다.처분용기 주변은 완충재로 채운다.

그림 8.17.세라믹 폐기물 수평 처분터 처분방식 개념도.

그림 8.18.세라믹 폐기물 수직공 처분방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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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처분모듈 간격 결정

열 해석을 해서는 처분시스템에 한 기 경계조건과 함께 열원(heatsource)

이 결정되어야 한다.열원은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A-SOURCE 로그램과

ORIGEN-ARP 로그램을 이용하여 구하 다. 10MtU PWR사용후핵연료를

이로 공정 처리하 을 경우 발생되는 세라믹폐기물로부터 방출되는 붕괴열을 그림

8.19에 나타내었다[7]. 기에는 144Ce가 주요 방사성 핵종이었으나,10년이 경과한

후에는 90Sr이,몇 백년 지나면 241Am이 주요 핵종이 되었다.

그림 8.19.세라믹 폐기물의 붕괴열 주요 방출 핵종.

처분장 주변 열 해석의 보수 계산을 하여,지하수 흐름에 의한 열 달은 무시

하고 도(conduction)에 의한 열 달만을 고려하 다. 처분시스템의 칭성을 반

하여 그림 8.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1/4혹은 1/2개의 모듈을 상으로 수행하

으며,4개의 수직면으로의 열 달은 칭성을 고려하여 무시하 다. 처분시스템으

로부터 지하 500미터까지를 해석 상으로 하 으며,처분용기,완충재,뒤채움재,

암반 등을 3차원 유한 요소법을 기반으로 개발된 ABAQUS 로그램[8]을 이용하

여 해석하 다.그림 8.19에 주어진 열원과 표 8.9에 주어진 열 달 련 물성을 바

탕으로 처분 후 100년 정도 기간 동안을 상으로 해석하 다. 암반의 열 달 특

성은 KURT 주변 화강암을 상으로 측정한 값이며,완충재의 열 도도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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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을 하여 불포화 상태 완충재의 값이다.지열구배는 3℃/100m를 용하 다.

Material Properties Values 

Density (kg/m3) 7,200 

Thermal conductivity (W/m°C) 52 Nodular cast insert 

Specific heat (J/kg°C) 504 

Density (kg/m3) 8,900 

Thermal conductivity (W/m°C) 386 Copper outer shell 

Specific heat (J/kg°C) 383 

Density (kg/m3) 1,970 

Thermal conductivity (W/m°C) 0.8 Ca-bentonite buffer 

Specific heat (J/kg°C) 1,380 

Density (kg/m3) 2,270 

Thermal conductivity (W/m°C) 2.0 Backfill 

Specific heat (J/kg°C) 1,190 

Density (kg/m3) 2,600 

Thermal conductivity (W/m°C) 3.0 Rock 

Specific heat (J/kg°C) 900 

 

표 8.9.처분장 주변 열 해석을 해 이용된 각 방벽별 열 달 특성

그림 8.20.처분장 열 해석을 해 설정한 모델 ABAQUS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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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해석 결과를 통해 완충재 내의 최고 온도를 구하고,최고 온도가 100℃가 넘지

않도록 처분모듈 사이의 간격을 결정하 다.그림 8.21에는 처분터 25미터와 40

미터 간격의 수평 처분터 에 한 열 해석 결과와 처분터 40미터일 경우 수직

처분공 1개에 처분용기를 2개 혹은 4개 넣을 경우에 한 열 해석 결과를 나타내었

다. 수평 처분터 의 경우 처분터 간격이 40미터일 경우는 처분용기 사이의 간

격이 1미터,처분터 간격이 25미터일 경우는 처분용기 사이의 간격이 2미터가

필요하 다. 한,수직공 처분의 경우 처분공에 처분용기를 2개 넣을 경우 처분공

사이의 간격은 4미터,처분용기를 4개 넣을 경우는 처분공 사이의 간격은 8미터

가 필요하 다.열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 처분터 방식의 경우 터 간격 25

미터를,수직공 처분방식의 경우 처분공당 4개의 처분용기를 넣는 방식을 선정하

다. 선정된 처분시스템의 특성을 표 8.10에 나타내었으며,각각의 시스템에 한

개념도를 그림 8.22과 그림 8.23에 나타내었다. 열 해석 결과 2가지 처분방식 모두

소요되는 처분면 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직 처분방식과 비교할 경우 략

1/50정도의 면 이 필요하 다.

Items
20,000

MtU
Remarks

Numberofwasteblocks 28,200 Around14blocksfrom 10MtU of
spentfuels

Storagecanister 14,100 2wasteblocksinastoragecanister

Disposalcansiter 1,007 14 storagecanisters in a disposal
canister

Vertical deposition: 4 disposal
canisters
-Numberofdepositionholes
-Numberofdisposaltunnels
-Depositionholespacing
-Lengthofatunnel
-Tunnelspacing
-Disposalarea
-Comparisonwithdirectdisposal

252
8
8m
280m
40m

78,400m
2

∼1/50

4disposalcanistersinaborehole
32depositionholesinatunnel

Roughly,31×8×1.05+20

280×40×7
Area for directdisposalofPWR
spentfuels:4.1km

2

Horizontaldeposition:25m tunnel
spacing
-Numberofdisposaltunnels
-Lengthofatunnel
-Tunnelspacing
-Disposalarea
-Comparisonwithdirectdisposal

16
200m
25m

75,000m
2

∼1/55

64disposalcanistersinatunnel
Roughly,5.45×31×1.05+20

200×25×15
Area for directdisposalofPWR
spentfuels:4.1km

2

표 8.10.수평 처분터 방식과 수직공 처분방식에 한 열 해석 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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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1.처분방식별 처분모듈 간격에 따른 완충재 내 최고 온도.

 

500 m

16 horizontal tunnels

2 tunnels for 
Metal wastes

500 m

16 horizontal tunnels

500 m

16 horizontal tunnels

2 tunnels for 
Metal wastes

그림 8.22.수평 처분터 방식 처분시스템.

 

8 disposal tunnels

2 tunnels for 
Metal wastes

8 disposal tunnels

2 tunnels for 
Metal wastes4 disposal canisters

in a deposition hole

그림 8.23.수직공 처분방식 처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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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처분시스템의 환배기 설계

1)환기회로 구성 모델 환기시스템

처분장 내에 한 공기분배를 해서는 환기회로를 구성하여야 하는데 이는 처분장

의 지형구조에 따라 직렬회로와 병렬회로가 조합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그림

8.24).회로의 지형 구조와 련되어 통풍로 내 기류의 방향이 바 거나 나 어지는

지 에서 (node)들을 형성하고,각 들을 연결한 branch마다 각각의 압력,

항,공기량이 형성된다.결국,처분장 내 모든 회로의 공기량 분배는 직렬,병렬,혹은

그 조합으로 연결된 각 branch의 항에 따라 달라진다.각 branch의 항 값이 계산

되고,표 8.11의 방법으로 체 처분장 시스템 항이 결정된다[8.9].

SeriesCircuit

ParallelCircuit

그림 8.24.환기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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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렬과 병렬이 조합된 체 회로에서 직렬회로보다 병렬

회로의 구성이 많아지는 경우 체 항은 감소하게 되며,처분장내 공기분배는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이와 반 로 직렬회로의 구성이 많은 경우는 체 시스템 항

이 증가하여 공기분배에 어려움이 발생된다.이와 같은 결과는 처분장내 주 선풍기의

배치에도 큰 향을 주게 된다.선풍기를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공기량의 변화는 없으

나 선풍기의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병렬로 연결하는 경우 압력의 증 효과는 볼

수 없으나 공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직렬연결 병렬연결

 


















 





표 8.11.환기 회로 연결방법에 따른 항값

그림 8.25은 지하 공간에서의 일반 인 환기 시스템을 개략 으로 나타내고 있다.

지하 공간에서의 입기 수직갱(downcastshaft)을 통해서 유입된 신선한 공기는 입

기 통풍로(intakeairway)를 통해서 작업장(workingarea)이나 다수의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공간으로 유입되며,그 이후 배기 통풍로(returnairway)를 지나 배기 수

직갱(upcastshaft)을 통해 외부로 배출된다.

지하 공간 내에서는 먼지와 독성가스,가연성 가스,열,습도,그리고 방사성 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발생되기 때문에 환기 시스템을 통해 지하 공간 내 작업자들의 안

을 해 정해진 오염물의 허용치를 모든 구간 내에서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일

반 으로 주 선풍기(mainfans)를 통해서 지하공간으로 공기를 공 하며,주 선풍기

는 지상에 설치되므로 지하 공간에서 손실되는 공기압력을 보충하기 해 보조 선

풍기(boosterfan)를 통풍로에 설치할 수도 있다.그림 8.25에서 주 선풍기는 배기

수직갱이 있는 곳에 설치되었고,외부로 공기를 배출시키기 해 배기선풍기

(exhaustfans)를 사용한다.

지하 공간이 굴착되면서 효율 인 공기 분배를 해 분벽(stopping),공기문(door),

귤 이터 등의 구조물이 설치된다.분벽은 통풍로에 구 이거나 임시 으로 설치되

어 공기의 흐름 방향을 제어하며,공기문과 귤 이터는 통풍로에서 공기량을 제어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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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5.일반 인 지하공간 환기 시스템 개략도.

2)환기 측면에서 처분시스템 설계안 평가

고 폐기물 처분장의 경우에는 방사능 오염 공기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쾌 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비의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방지와 발열되는

열의 제거에 이르기까지 최 환기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기시스템을 으로 고려하여 폐기물 처분장의 설계안을 제시하

다.이 단계에서는 등가길이와 작업자의 동선 등을 우선 으로 고려하여 1차 설계

안 8개,2차 설계안 5개를 마련하 으며,이를 토 로 최종 으로 선정된 3개의 설계

안을 시뮬 이션 하여 비교분석하 다.

약 2만 톤의 PWR사용후핵연료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분한다고 가정하면 속

폐기물은 200m 길이의 터 2개,세라믹 폐기물은 220m 길이의 터 16개 등으로

산출했다(표 8.12).그 속폐기물은 발열이 없는 폐기물이므로 장구간에 해

환기를 고려하지 않았고,모나자이트는 발열 폐기물로 환기의 필요성이 크지 않아

bleeder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 다.

폐기물 장 구간 가장 으로 환기해야 할 부분 하나인 SAP와 Flyash는

고발열의 폐기물이기 때문에 열을 제 로 배출하지 못 할 경우 큰 온도 상승이 상

된다. 한 비통제구역과 통제구역의 경우 필요 면 이 총 6500m2으로 갱도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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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6m로 계산하면 각각 약 700m,350m가량의 갱도가 필요하다고 가정하 다.이

러한 사항들의 결정을 통하여 2차 설계안은 5개를 제안하 고,정성 분석을 통하여

3개안을 선택하 다.

 2만톤 처분시 Metal Monazite SAP Flyash

치 200m level 500m level 200m level 200m level

발열량(kW/tunnel) × 38 5,174 6,523

터 수 2 16 2 1

환기필요성 × × ○ ○

터 단면 ,WⅹH(m) 5.3×5.0 4.0×4.1 7.0×6.0 7.0×6.0

터 길이(m) 200 220 130 130

발열기간 × 100년 이상 40년 40년

Shaft 4개(직경 5~6m):Airintake,Return,사람통로,폐기물통로

표 8.12.사용후핵연료로부터 상되는 폐기물 종류별 물량

최종설계안의 결정에는 비통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인한 항 증가가 핵심 원인으

로 작용하 다.기존의 2차 설계안의 경우에는 비통제구역과 통제구역을 먼 환기

시킨 후,그 공기를 500lv환기에 다시 사용하는 시스템을 고려하 다.이 시스템은

사람이 상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에 최 한의 공기를 공 할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고,이와 동시에 샤 트로부터 유입된 공기가 모두 큰 항체를 거친다는 단 을

갖고 있다.따라서 동력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500lv폐기물 장 터 의 환기

에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을 극복하기 해 최종 설계안에

서는 비통제구역과 통제구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따로 마련하여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과 폐기물 장 터 로 이어지는 공간의 유량 분배를 유동 으로 가능토록 하

다. 최종 설계안에는 2차 설계안의 case5를 두 가지로 분류한 설계안과 동선을

최 한 이기 해 고안된 새로운 안의 세 가지 도안(그림 8.26)을 토 로 수정 후

에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한 분석 비교를 진행하 다.

1안의 가장 큰 장 은 폐기물용 샤 트를 추후에 제2intakeshaft로 활용 가능한

과 200lv의 병렬 시스템으로 인한 항의 감소효과라 할 수 있다. 병렬 구조의

항 감소 효과로 운 비용을 감할 수 있다는 장 은 오랜 기간 처분장을 운 하

는데 요한 요소라 단되어 Case1,2,3모두 200lv에서의 환기 시스템은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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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을 채택하 다. 공기의 흐름 상 크게 계는 없지만 폐기물용 샤 트와 사

람들이 주로 출입하는 비통제구역을 분리시켜 치하게 하 다.하지만 500lv의 편

향된 구조로 인하여 체 인 이동 통로의 길이가 길어졌으며,이는 항을 증가시

키고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는 단 이 있다.

2안은 1안의 변형된 형태로 가장 큰 장 은 폐기물용 샤 트를 추후에 제2intake

shaft로 활용 가능한 과 200lv의 병렬 시스템으로 인한 항의 감소 효과라 할 수

있다.공기의 흐름 상 크게 계는 없지만 폐기물용 샤 트와 사람들이 주로 출입

하는 비통제구역을 분리시켜 치하게 하 다.하지만 500lv의 편향된 구조로 인하

여 체 인 이동 통로의 길이가 길어졌으며 이는 항을 증가시키고 이동에 불편

함이 있다는 단 이 있다.

(제 1안) (제 2안)

(제 3안)

그림 8.26.최종안으로 선정된 3가지 처분터 배치.

3안은 1안의 200lv의 병렬 시스템을 사용하며 그 길이를 최소화 시킨 설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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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200lv의 큰 항 감소를 기 할 수 있으며,500lv 한 집형 구조로 근

무자들의 이동이나 폐기물을 운반하는데 있어서도 장 을 가진다. 사람들이 주로

출입하는 비통제구역이 심부에 치한 것을 볼 수 있다.하지만 폐기물 장 터

과는 입구에서부터 다른 통풍로를 가지므로 완 히 격리되어 있다고 하겠다.

VnetPC는 지하 환기 설계 계획에 련 있는 공학자들을 해 고안된 로그램으로

지하 환기시스템 디자인에서의 VnetPC의 용성은 설계단계에서 연구과제의 단계에

걸쳐서 범 하다[8.9].기하학 인 환기 네트워크에서 통풍로의 항,면 ,선풍기

의 치와 특성곡선 등을 이용하여 각 통풍로에서 공기의 흐름,각 통풍로의 항,통

풍로의 배치에 따른 압력 변화 값,각 통풍로의 환기 비용,선풍기의 한 치,

귤 이터(regulator)와 보조 팬의 필요 여부와 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VnetPC 로그램을 이용하여 3가지 최종 설계안에 해 환기 측면에서의 정량 분

석을 수행하 다.계산에 이용된 각 설계안에 한 개념도는 그림 8.27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제 1안) (제 2안)

(제 3안)

그림 8.27.각 방안별 VnetPC분석을 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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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결과를 표 8.13에 정리하 으며,Vnetpc를 통한 컴퓨터 시뮬 이션 결과로부터 3

차 최종 설계안의 1안이 가장 합한 설계안으로 선정되었다.경제 측면에서 보았

을 때 다른 설계안들에 비하여 10% 이상 렴한 운 비용을 결과로 보 으며,폐기물

과 사람이 완 히 격리되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500lv폐기물 장 터 의

환기에 해서는 bleeder가 없을 경우,duct를 이용한 환기를 고려할 수 있지만 장

터 의 길이가 220m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 개수 한 16개나 되어 체 운 비용을

5배 이상 증가 시켰다.500lv에 bleeder를 설치하게 되면 추가 인 두 개의 긴 터 건

설이 요구되지만 100년 이상 환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볼 때에 bleeder터 의 건설

이 유리하게 보인다.따라서 1안의 설계안을 바탕으로 500lv에 bleeder를 추가 굴착하

는 것이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포함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체를 환기하

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 인 환기시스템이라고 사료되었다.

fanP(kPa) fanQ(m3/s) AirPower(kW) Cost($/yr)

Case1

mainfan 0.017 93.55 1.59 857

auxiliaryfan 0.849 16 13.58 7323

Case2

mainfan 0.021 108.34 2.28 1226

auxiliaryfan 0.849 16 13.58 7323

Case3

mainfan 0.027 108.26 2.92 1576

auxiliaryfan1 2.909 10.86 31.59 17030

auxiliaryfan2 2.909 10.86 31.59 17030

표 8.13.3가지 최종 설계안에 한 VnetPC 로그램 분석 결과

3.단 방벽 공학 평가 종합분석

가.단 방벽 기술성 분석

1)처분용기

고 방사성폐기물에 한 심지층 처분시스템에서 공학 방벽을 구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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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와 완충재 에서 처분용기의 설계요건(DesignPremises)에 한 내용을

한국지형에 합한 조건에서 정립하고자 하 다.따라서 처분용기의 설계요건,용기

재질의 선정,용기 재질의 부식 수명 평가 등에 해 검토하고,설계 기 에 근

거하여 국내 조건에 맞도록 처분용기를 설계∙제작하는 반에 해 기술하 으며,

그 결과를 일본,스웨덴[8.10]경우와 비교 검토하 다.

가)처분용기의 기본 조건

고 폐기물을 포장하여 심부지층에 처분하는 처분용기는 기본 으로,처분기간

동안 내부 폐기물이 외부와 없이 내부의 핵종이 붕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술 으로 제작 설치가 가능해야만 한다.기본조건은 아래에 기술한 바와 같다.

� 용기재질은 내부 폐기물과 외부 완충재에 악 향이 없어야 한다.

� 용기에서 나오는 열과 방사선이 외부 방벽에 악 향을 주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 용기하 으로 인해 외부 방벽이 내려앉지 않아야 한다.

의 기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한 용기설계에 반 되어야 할 사항은 내부

폐기물의 물리 완벽한 격리,외부방벽에 끼치는 향의 최소화 제작·설치의 용

이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물리 인 내부 폐기물의 격리

- 기 처분용기의 거치,폐쇄 작업 내부 핵종이 출되지 않아야 한다.

-처분기간동안 부식과 압력 하 으로 인해 기능상실이 없어야 한다.

-처분기간동안 열과 방사선의 향에도 용기의 부식 압력 항성은 유지되어

야 한다.

② 처분용기는 다른 공학 방벽에 향 최소화.

-충분한 내부공간을 확보하여,처분용기의 변형이나 폐기물 고화체의 열팽창,내

부 발생 기체 등에 의해 폐기물 고화체는 물리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한다.

-열 도도를 유지하여,붕괴열에 의해 폐기물 고화체의 재결정화가 발생되지 않

도록 한다.

-방사선을 차폐하여,방사선에 의해 외부 완충재가 변성되지 않도록 한다.

③ 제작 설치 용이성

- 존하는 기술 혹은 가까운 미래에 실 가능한 기술로 제작 가능하여야 한다.

-원격 조정으로 고 폐기물을 하고 내부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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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조정으로 처분용기를 거치하면서 내부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 밖의 용기 외 인 요구조건으로는,거치되는 고 폐기물은 내부로 물이 침

투되어도 미임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나)처분용기 재료의 고려사항

처분용기 후보물질의 선정에 있어서 기본 고려사항은 크게 공학 방벽 성능에

련된 측면과 실제 제작과 취 에 련된 측면으로 나 어 진다.성능과 련된 항

목과 그 요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 뛰어난 부식 항성 :가장 요

� 높은 기계 강도 :보통

� 낮은 방사선에 의한 취화 민감도 :보통

� 높은 품질 의존성 : 요

부식 항성은 오랜 처분기간동안 용기의 기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재료

의 성능기 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되는 항목이다.하지만 1,000년 이상의 오랜 처

분기간의 부식 항성을 짧은 시험을 통해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제작과 련된 재료의 요구항목은 다음과 같다.

� 우수한 용 성

� 우수한 가공성

� 합한 비 괴 검사의 용이성

다)처분용기 설계 기

① 용기의 수명

처분용기의 수명을 1,000년 이상으로 설계하고 있다.본 과제에서는 단계 연구

를 통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직 처분하는 방안인 한국형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이번 단계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재활용공정을 통하여 유용한 물질

을 회수하고 나머지를 처리하여 비교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핵종이 함유된 폐기

물을 심지층에 처분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핵

종의 해도가 거의 없어지는 1,000년을 처분용기 수명으로 결정하 다.우리와 비

슷하게 재처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분하려는 일본도 동일하게 1,000년을 처분용

기 수명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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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기의 두께

처분용기의 두께는 심지층에서 오랜 시간동안 겪을 수 있는 정압하 ,충격하 ,

부식하 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 정압 하

심부 500m에 처분장을 설치하고,처분용기 주변을 벤토나이트 완충재로 채운다고

가정하면,처분용기가 받게 될 정압은 지하 500m의 수압 5MPa과 완충재의 팽윤

압의 합이 된다. 재 기 완충재로는 건조 도 1.6g/cm3경주 벤토나이트를 고려

하고 있다. 압축 벤토나이트의 최 팽윤압은 약 7.0MPa정도이며,처분장의 정

압조건은 다음과 같이 약 12MPa(정수압 5MPa+팽윤압 7MPa)로 결정하 다.

� 충격 하

충격 하 은 용기가 겪게 될 동 압력에 해당된다.동 압력은 처분용기가 처분

되기 운반이나 취 상의 부주의로 낙하되는 경우와 처분된 후 지각변동에 의한

경우로 나 어진다.따라서 충격하 에 한 처분용기 기 은 다음과 같다.

-심부지진에 의한 암반의 단거리 10cm에도 기계 건 성이 유지될 것

-이송 시 2m 낙하에도 건 성이 유지될 것

� 부식 하

처분용기는 수명기간 동안 부식으로 인해 용기의 기 이 손상되지 않아야 하므로

부식하 에 한 기 은 아래와 같다.

-용기의 수명기간 동안 부식으로 인해 기 기능이 상실되지 않을 것

따라서 추가 으로 KURT 장에서 심지층 지하수를 이용하여 일정한 부식환경

을 유지시키면서 시험하 다(그림 8.28).이 경우 1년간의 시험에서 모든 구리시편

에서 부식률은 0.2㎛/year를 나타내었다.5배의 안 율(SF)을 고려해도 최 부식

률은 1㎛/year이다. 따라서 10,000년을 견디기 한 구리의 부식 두께는 10mm

면 충분하다.실제 심지층 환경에서 지하수 의 용존 산소량이 거의 없을 것이므

로 실제 부식두께는 더 낮아질 것으로 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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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8.KURT처분 모사환경에서의 구리시편들의 장기 부식률 그래 .

따라서 처분용기의 두께와 련된 기 은 다음과 같다.

-내부 주철용기는 지하수압과 완충재 팽윤압의 합을 견딜 수 있도록 주철두께를

설정할 것.

-외부 구리 용기는 1,000년의 내부식성 보장을 해 10mm 두께로 설정할 것.

③ 용기의 기 성

처리된 처분용기는 내부의 방사성 물질이 출되지 않아야 한다.따라

서 용기의 기 과 련된 기 은 다음과 같다.

- 용 부에 한 원격 탐상이 가능하도록 설계.

-처분용기 기 시험 허용 기 은 헬륨 출률 10-5Std.cm3/sec이하일 것.단,

처분용기 내부는 1.2atm 수 으로 헬륨 기체를 충 할 것.

④ 열 부하

처분용기의 표면온도가 높게 되면 유입된 지하수가 증발하면서 표면에 염을 남기

게 된다.농축된 고농도의 염은 속용기의 부식을 진하게 되므로 용기의 표면온

도를 물의 증발 온도 이하로 낮출 필요가 있다.그리고 높은 고온이 오래 계속될

경우에는 처분용기를 둘러싸고 있는 압축 벤토나이트의 주성분인 montmorillonite가

비팽윤성의 illite로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처분용기의 표면온도는 제한된다.

따라서 처분용기의 열 부하와 련된 기 은 다음과 같다:

-처분용기 표면온도는 100oC이하

⑤ 방사선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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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 표면의 방사선은 심지층의 환원환경에서 산화력을 가지는 방사선 분해

물질이 생성될 우려가 있다.특히 질소의 방사선 분해로 인한 질산 형성은 속용

기의 부분 부식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8.11].이밖에도 처분용기 표면의 높은 방

사선은 처분작업 작 자의 안 에도 향을 미치므로 표면선량을 낮은 수 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재 각국에서 정하고 있는 기 은 1.0Gy/h이다.따라서 방사선

량과 련된 기 은 다음과 같다:

-처분용기 표면 선량률 1.0Gy/hr이하.

⑥ 핵 임계도

처분용기 내부의 고 폐기물은 반드시 미핵임계(Keff)가 1.0이하로 유지되어

야 연쇄 핵분열을 막을 수 있다.따라서 핵 임계도와 련된 기 은 다음과 같다:

-미핵임계 Keff<0.95유지.

라)종합 분석

재 처분용기의 설계는 처분장에서 상되는 지하수압 주 완충재의 팽윤

압에 의한 외압을 기 으로 설계되었다.우리나라의 설계요건은 아직까지 국가 으

로 설정된 것은 아니며,KAERI에서 연구 개발단계에서 설정한 상태이다.스웨덴과

같이 빙하시 를 상한 빙하압력 조건이나,일본과 같이 탄소강의 부식생성물에

의한 압력 증가는 재 용기의 치수설계 기 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물론 이러한

조건들이 향후 필요하다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재 에서는 불필요하다는

단이다. 재 설계된 처분용기의 안 성은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한 모델링 검증

에 있다.실제 제작된 원형 모델을 통한 실험으로 안 성을 검증할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 실규모 제작기술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처분용기를 취 하는 장치 등

도 개발되어 않은 상황이므로 모델링을 통한 검증이 우선시 된다.

처분용기의 제작에 있어서,KAERI는 구리-주철 이 용기 구조를 채택하고,이에

한 기반기술 개발에 집 해 왔다.처분용기 제작과 기술로는 기존 검증된

단조나 압출 공법이 아닌 온분사코 을 선택하 다.새로운 온분사코 의 채택

이유는 기술 인 문제 보다는,실증에 필요한 제조 설비 구축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따라서 경제 이면서 간편한 설비로 구리 용기를 제작하기 해서 온분사코 기

법을 채택하 으며,실제 소규모로 구리-주철 이 용기 제작에 성공하 다. 온분

사코 을 이용한 구리용기 제작은 기존에 리 알려진 검증된 방법이 아니므로,신

뢰성 확보를 해,앞으로 코 공정 코 층에 한 특성 자료를 축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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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요하다.

처분용기의 검사와 취 에 있어서,KAERI는 기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축

된 경험은 없는 상태이다.향후 처분용기의 설계와 제작이 확립되기 해서는 처분

용기의 제작검사와 취 에 기술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그리고 마지막

단계로서 제작-검사-취 반에 한 품질 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표 8.14.에는 한국,일본, 스웨덴에서 설계한 처분용기의 주요 제원, 용된 처분

용기 주요 설계 요건, 처분장 환경에 한 비교표를 기술하 다.

2)완충재

사용후핵연료 는 고 방사성폐기물을 심지층에 처분시 안 성 확보를 한

요한 개념인 다 방벽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처분용기와 완충재에 련한 사항을

우리나라 환경조건에 합하게 설정하 다.처분시스템에 있어서의 완충재의 국내

환경에 합한 설계요건 기 을 설정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완충재 블록

설계/제작 등 처분시스템에서의 용 등 반에 해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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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 본 스 웨 6

처분 폐기 Ceramic HLW1 Vitrified HLW BWR & PWR SNF

처분용기 명 (year) < 1,000 < 1,000 < 100,000 

1차 장 용기

⦁Dimension (cm)

⦁Weight(kg) x 개

스테인리스 용기

OD27 x H61

125 x 14ea

스테인리스 용기

OD43 x H134

500 x 1ea

BWR 3.5ton x 12ea

PWR 2.7ton x 4ea

처분용기

⦁재질

⦁ 작법

⦁크기(cm)

⦁중량(ton)

⦁ 께(mm)

⦁마개 용

Cu-Fe3

Casting, Forging, 

CSC4

D103 x H173

7.2

Cu 10

Fe(body) 95, 

(lid-bottom)180

CSC

Carbon steel

Forging, drilling

D82 x H173

5.67

Fe 190 

(body, lid, bottom) 

Electron Beam

Cu-Fe3

Casting, Forging, 

Extrusion

D105 x H484

BWR 25, PWR 27

Cu 50

Fe(Lid) 505

Friction Stir Welding

처분용기 외압

⦁ 압 건 (MPa)

⦁ 단 거리, 속도

12.0

10 cm, 1 m/sec

화강암10.7,퇴 암1.87

10 cm, 1 m/sec

45.0

5 cm, 1 m/sec

내부식 재질

⦁부식 예

Cu 

< 1 ㎛/year

Fe 

< 20 ㎛/year

Cu 

< 0.5 ㎛/year2

완충재

⦁ 께 (cm)

⦁ 도 (g/cm3)

⦁팽 압 (MPa)

Ca-bentonite

40 

1.6 (dry)

7.0

Na-bentonite+Sand

70

1.6 (dry)

< 1.0

Na-bentonite

35

2.0 (saturated)

13.0

차폐 1.0 Gy/hr
< 1x10

-4 Am-2 

(표  류 도)
1.0 Gy/hr

미핵임계 Keff < 0.95 -
Keff < 1.0 

(water saturated)

처분장 건

⦁암  

⦁심도 (m)

⦁

⦁산소

화강암

500

포화

산소

화강암, 퇴 암

1,000, 500

포화

산소

화강암

500

포화

산소

표 8.14.한국,일본, 스웨덴의 설계된 용기의 주요 제원 비교, 용된 처분용기 주요 설

계 요건, 처분장 환경 비교표

1.CANDUSNF(spentnuclearfuel)은 여기 비교에서 제외함.

2.십만년 동안 상실되는 5cm 두께 구리용기의 개수가 정해진 해도 수 을 넘지 않도록 한 것에

근거함.

3.Copper-CastNodularIrondoublelayer

4.ColdSprayCoating

5.FeEdgedistance(mm);BWR33.3PWR37.3,& bottom (mm);BWR60,PWR80

6.스웨덴 처분용기 기 은 좀 더 상세히 정리되어 있음.

7.문헌상의 치수로 계산한 값.

가)완충재 기본요건

심지층 처분시스템에서 처분용기와 함께 공학 방벽을 구성하는 주요요소인 완충

재는 주변 암반으로부터의 지하수 유입을 최소화하고,지하수에 의해 용해된 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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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자연계로 유출되는 것을 지하며,외부의 역학 충격으로

부터 처분용기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 인 기능이다.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한

완충재 재료인 벤토나이트가 가져야할 주요 특성요소는 수리 도도,팽윤압, 도

처분용기 주변 화학조건이며,처분시스템 안 성과 벤토나이트 성능을 유지시키

기 한 완충재의 온도 등이며,이들 요소별 성능요건은 다음과 같다.

특성요소 설계 요건 성능 요건

수리 도도 10
-12
m/sec

지하수 흐름억제

자체방벽기능 유지/견고성

팽윤압

0.2MPa이상

1MPa이상

2MPa이상

처분용기 앙에 치

지하수 흐름 억제

자체방벽 기능 유지

포화 도

1,650kg/cm3이상

1,950kg/cm
3
이상

2,050kg/cm
3
이하

콜로이드 이송 방지

미생물 활동 억제

처분용기의 단력 항

완충재 온도 100℃ 이하
처분안 성유지,

벤토나이트 성능유지

처분용기 주변

 화학조건

-유기탄소량 <1wt%

-총 sulphur<1wt%

-황화물 <0.5wt%

부식,성능 하

표 8.15.완충재 특성요소별 성능기 설계요건

� 수리 도도:완충재는 지하수가 처분용기로 유입되거나,처분용기에 보 된 방

사성폐기물이 용해되었을 경우에도 지연계로의 유출을 방지하고,완충재 자체의

방벽기능과 견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리 도도는 충분히 낮아야 한다.

� 팽윤압:완충재는 처분터 는 처분공에서 처분용기를 앙에 치시키고,지

하수의 흐름을 억제하며,자체방벽의 기능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처분용기 부

식에 해로운 향을 미칠 수 있는 미생물의 활동을 억제하기 하여 충분한 팽

윤압을 가져야 한다.

� 포화 도:완충재는 콜로이드의 이송을 방지하고 처분용기 부식에 향을 미치

는 미생물을 활동을 억제하며,지진 등 극한 환경에서 처분공을 통하는 단층

부에서의 암반이동에 따른 단력에 항하도록 충분한 포화 도를 가져야한다.

� 완충재 온도:완충재는 처분시스템에서 벤토나이트가 가져야 하는 팽윤,흡착 등

안 성 유지에 필요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정한 온도범 를 가져야 한다.

� 처분용기 주변 화학조건:심지층 처분환경에서 처분용기 주변인 완충재 환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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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용기를 부식시키거나 성능을 하시키는 유기탄소량이나 황화물의 존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기술한 기본요건에 따른 수리 도도,팽윤압 등 벤토나이트 특성 요소별

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에서 완충재의 성능유지를 한 설계요건은 표 8.15에 나

타낸 바와 같다.

나)기 완충재 성능

처분시스템에서의 성능을 유지하기 한 설계요건에 따른 기 완충재인 경주벤

토나이트의 특성값은 표 8.16에 나타낸 바와 같다.표 8.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

리 도도도,건조 도,팽윤압 등은 설계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완충재의 온도요건을 맞추기 한 열 도도 값도 기 요건 값을 만족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8.12].

성능 기 항목 기 값 경주 벤토나이트

Drydensity ≥ 1.6 1.6

Hydraulicconductivity <10-12 3×10-13

Swellingpressure(Mpa) 2<S.P<15 6

Mechanicalproperties

-Unconfinedcompressionstrength(MPa) >4.9 5.0

-Young'smodulus(x102MPa) ≥ 5.9 5.9

-Poisson'sratio 0.05~0.21 0.18

-Cohesion(kPa) 500~1000 1000

-Internalfrictionangle(degree) 27~37 37

-Coefficientofconsolidation(m2/yr) 0.018~0.115 0.021

Thermalconductivity ≥ 0.8 0.8

표 8.16.성능기 에 따른 요건 기 벤토나이트 특성값

다)완충재 블록 제작

완충재 블록제작 방법에는 일축 압축 방법과 등압축 방법의 2가지 방법이 있다.

� 일축 압축방법을 이용한 블록제조

완충재 블록제작에 있어 일축 압축하는 방법은 간단하며,오차를 무시할 만큼

정확한 치수로 생산이 가능하다.블록은 벤토나이트와 몰드 사이의 마찰로 인하여

그 경계부분에서 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완 하게 균질할 수는 없다.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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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서는 응력집 이 높아 블록을 몰드로부터 빼낼 때 균열이 발생해 건 성에

손실이 올 수도 있다.따라서 주의 깊게 응력을 발산시키도록 하는 특수 몰드를 사

용하여야 한다.품질 리에 있어서 인지하지 못한 균열과 결 은 설치 작업시 문제

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고려하여야 한다.

� 등압방식을 이용한 블록 제조

등압방식에 의해 블록을 생산하는 경우 균질할 도를 가진 블록을 생산할 수

있다.이 방법으로는 다양한 폭과 높이 비를 가진 블록을 생산할 수 있다.등압방식

을 이용하여 생산된 블록은 정확한 치수를 갖도록 가공되어야 한다.이러한 가공으

로 인하여 등압방식은 약간의 재료손실이 있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일축압축방식을 이용하여 실험실 규모의 블록을 제작하 다.블록 제작

조건은 벤토나이트 함수율이 15%인 경우가 가장 최 의 압축 조건으로 단하 고,

기술성과 작업성 에서 가장 효과 인 디스크형과 환형 2종류의 블록형태를 도

출하여 몰드를 설계하여 완충재 블록을 설계/제작하 다(그림 8.29).

(가)디스크형 완충재 블록제작장치 (나)링형 완충재 블록제작장치

(다)제작된 링형 블록

그림 8.29.완충재블록 제작 장치 제작된 블록.

라)완충재 설계 설치

선진핵연료주기 처분시스템에 있어서의 완충재 설계 설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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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완충재 두께 설정

처분시스템의 완충재 두께 설정인자는 핵종유출 지능에 따른 벤토나이트 두

께 범 는 250-500mm [8.15]로서 벤토나이트 두께에 따른 열 성능 향은 두

께가 얇을수록 유리하며,역학 성능에 따른 두께는 두꺼울수록 유리하다.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두께설정은 다음과 같다:

-처분용기와 처분공 벽면 간격:400mm

.처분용기 -벤토나이트 블록 Clearance:10mm

.벤토나이트 블록 -처분공 Clearance:30mm

세라믹폐기물 처분용기를 고려한 완충재 블록의 제원은 표 8.17에 나타난 바와 같

고,형상 설치는 그림 8.30 8.31에 나타낸 바와 같다.

-벤토나이트 블록 크기

.디스크형 블록(처분용기 하부 상부):D1,770mm ×H500mm

.환형 블록(처분용기 측면):OD1,770(ID1,050)mm ×H500mm

그림 8.30.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완충재 블록 기 설계 개념.

마)종합 분석

심지층 처분시스템에 있어서 완충재인 벤토나이트 블록의 설계는 심지층 처분환

경을 바탕으로 한 요건을 만족하고,처분용기를 기 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경주

벤토나이트는 특성요소인 수리 도도,팽윤압, 도 등이 처분환경에 필요한 요건을

만족시켰다. 한,일축 압축방법을 이용하여,제작과 설치를 고려여 설정한 완충재

블록 형상을 제작하 으며,처분시스템에의 용을 한 설치방안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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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8은 처분개념을 개발 인 국가들의 완충재 황을 나타내고 있으며,선진핵

주기 처분시스템에서 설정된 완충재 개념은 향후 공학 는 실규모의 검증을 통

하여 실제 처분시스템 설계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구 분 공칭 설계

디스크형 블록

건조 도 (kg/m
3
) 1,600

치수 (mm) 지름 1770×높이 500

환형 블록

건조 도 (kg/m
3
) 1,600

치수 (mm) 외경 1770(내경 1050)×높이 800

표 8.17.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완충재 블록 제원

그림 8.31.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완충재 설치개념.

국가 로젝트 재 료 도 (g/cm
3
) 두께 (mm)

스웨덴 SR-CAN
MX80Na-bantonite/

DeponitCA-N

2.0(포화 도:1.57

건조 도)
315

일본 H-12
KunigelV1(Na-bentonite)

+sand(70:30)
1.6(건조 도) 700

한국 A-KRS
경주 벤토나이트

(Ca-bentonite)
1.6(건조 도) 최소두께 360

표 8.18.각국의 완충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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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학 방벽 평가

1)처분시스템 주변 열 성능 평가

가)열 해석 모델

열 해석을 통해 설계된 처분시스템의 열 성능을 분석하기 해 보다 다양한 조건

에서 열 해석을 수행하 다. 열 해석 모델은 앞 과 동일하며(그림 8.32참조),3

차원 열 달 방정식은 식(8.1)에 주어진 바와 같다[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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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여기서 T는 온도 [°C],t는 시간 [s], ρ 는 도 [kg/m
3
],Cp는 비열 [J/kg°C],

k는 열 도도 [W/m°C],q(t)는 열 선원항[W/m
3
]이다.

그림 8.32.처분터 주변 열 해석을 한 역.

나)수평 처분터 주변 열 해석

고 폐기물을 수평 처분터 에 처분할 경우 그림 8.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2가

지 경우의 서로 다른 구역에 한 열 해석이 필요하다. 처분장의 내부에 치한

구역-A의 경우 폐기물 주변에 칭 조건을 이루고 있어 열의 출은 수직 방향으

로만 가능하다. 반면,구역-B와 같이 처분장 외곽에 치한 폐기물은 경계조건을

멀리 떨어진 암반의 온도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경계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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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ABAQUS[8.18]를 이용하여 처분용기 주변온도 변화를 구하 다.그림 8.34에는

구역 A(좌)와 구역 B(우)의 열 해석 결과를 보기 해 표시한 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8.33.수평 처분터 내 처분용기 치에 따른 구역 구분.

처분터 폐쇄 후 100년 동안 구역-A의 치별 온도 변화를 그림 8.35에 나타내었

다. 최고온도는 처분터 폐쇄 후 약 8년이 지나 발생하 으며,이때 온도는 약

91℃이었다.계산결과를 살펴보면 Node2가 Node4보다 고 폐기물로부터 치

가 더 떨어져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더 높았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치

에 있는 고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열에 의한 것만이 아닌 나머지 폐기물들로부터

발생된 열에 의한 첩 상 때문으로 단되었다.

한,수평 처분터 에 처분된 폐기물과 지표면 방향의 치에서의 온도변화를

구하 다. 온도 변화를 구하기 하여 선정한 각 치는 그림 8.36에 나타난 바와

같다.폐기물 심으로부터 1m,10m,20m,50m,100m 떨어진 지 5곳에

하여 온도 변화를 구하 다.처분용기로부터 20m 범 의 암반까지는 50℃ 가깝게

온도가 상승하 다.

그림 8.34.처분용기 주변 온도 변화를 구하기 해 선정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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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5.수평 처분터 구역-A의 치별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림 8.36.수평 처분터 상부로의 온도 변화를 구하기 해 선정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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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7.구역 B의 처분시스템 내부 암반에서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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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B의 특성은 처분장 외곽에 치한 처분터 로서 구역 A와는 다른 경계조건을

용하 다.그림 8.37에는 구역-A와 동일한 지 에서의 온도 변화를 구하고 나타

내었다. 구역-B의 경우 최고온도는 처분터 폐쇄 후 5년이 지나 발생하 다. 이

때 최고 온도는 88℃이었으며,구역-A보다 약 3℃ 낮았다. 이것은 암반이 커다란

히트 싱크(heatsink)로 작용하 기 때문이다.

다)수직 처분공 주변 열 해석

수직 처분공 주변 열 해석의 방법론은 수평 처분터 주변과 동일하다. 처분터

사이의 간격은 40m,처분공 사이의 간격은 8m이다. 수직 처분공 처분에서도

처분 역의 특성에 따라 2가지로 구역을 구분하고 열 해석을 수행하 다. 처분장

폐쇄 후 1,000년 동안 처분공 주변의 온도 변화를 알아보기 한 구역-A와 구역-B

의 치를 그림 8.38에 나타내었다.

그림 8.38.구역 A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기 해 설정한 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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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9.처분공 폐쇄 후 1,000동안 구역 A각 지 에서의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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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처분공 주변 구역 A에 한 열 해석 결과를 그림 8.39에 나타내었다. 계산

결과 완충재 심 온도를 나타내는 Node-1과 Node-4의 온도는 거의 동일하게 보

이나 Node-1에서의 온도가 약간 높았다.처분공 주변 암반의 온도는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폐기물 처분 암반 온도로 수렴하 다.

구역-B의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최고 온도를 구역-A의 경우와 비교하기 하

여 처분용기 주변 3곳을 선정하고 계산 결과를 그림 8.40에 나타내었며,‘Buffer-no

heatrelease'로 표시된 부분은 구역-A의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최고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구역-B의 최고 온도는 3곳 모두 유사하게 나타났으며,구역-A의

최고 온도와 비교하여 약 3℃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처분시스템

설계에 반 하면,즉,많은 수의 처분공이 외곽에 치하도록 설계하면,처분공 사

이의 간격을 일 수 있어 처분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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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0.각 치별 처분용기와 완충재 사이의 최고 온도 비교.

처분공 주변 방향에 따른 온도를 비교하기 하여 선정한 2지 인 Node-1과

Node-4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구역-A와는 달리 Node-4의 온도가 Node-1보다

는 약간 높았다(그림 8.41참고). 한 구역-A와 구역-B의 동일 지 의 온도를 그

림 8.42에 비교하 다. 상 로 구역-B의 온도가 반 으로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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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1.구역 B의 각 지 에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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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2.수직 처분공 주변 구역 A와 구역 B온도 비교.

열 해석 결과에 의하면 처분시스템 처분용기를 제외한 어느 부분의 온도도 최

고 온도가 100℃를 넘지 않아,열 성능 기 을 만족하 다. 한 처분시스템

앙에 치한 처분용기 주변 온도가 외곽에 치한 처분용기 주변 온도보다 동일한

치에 해 최고 온도 기 으로 약 3℃정도 높았다. 이것은 처분시스템 설계시

가능한 외곽에 치한 처분용기가 많도록 설계하는 것이 처분 도를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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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시사한다.

2)공학 방벽 열-구조 안정성 평가

처분심도에서 열 조건에 따라 처분용기에 작용하는 수압 팽윤압 등 외압에

도 처분용기는 건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처분시스템에서 세라믹폐기물 처

분용기에 한 처분환경에서 구조안정성 평가가 필요하며,이를 하여 처분심도에

서 처분용기에 발생하는 열응력과 외압(수압,팽윤압)에 한 구조안정성 분석을 수

행하 다.

가)해석개요

처분시스템의 열-구조 안정성분석은 1단계 처분환경에서 열 달에 따른 처

분용기의 최 온도 산출 열응력 해석한 후 용기의 온도분포를 측하여 구조해

석의 입력자료로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며 처분심도 환경에서의 하 은 다음

과 같다[8.19,8.20].

-처분심도(500m)의 상 수압:5MPa

-완충재의 팽윤압:7MPa

한,해석은 포화과정에 따라 다음 표 8.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 가지 경우로 구

분하여 해석하고,해석결과 응력과 허용응력(항복응력)을 비교하여 안 요소를 고려

하여 건 성을 평가하 으며,해석 코드는 ABAQUSVer.6.8-1를 사용하 다.

1.Normalcase 2.Extremecase

벤토나이트 정상포화 후

(열응력,팽윤압,수압 작용)

벤토나이트 포화 /비정상 포화

(열응력,부분 팽윤압 작용)

12 MPa

CANISTER

12 MPa

CANISTER

7 MPa
Fixed 
ends

CANISTER

7 MPa
Fixed 
ends

CANISTER

표 8.19.포화과정에 따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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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perties Values

Nodular cast insert

Density (kg/m
3
) 7,200

Thermal conductivity (W/m °C) 52

Specific heat (J/kg °C) 504

Young's Modulus (MPa) 180,000

Poisson's ratio 0.29

Copper outer shell

Density (kg/m
3
) 8,900

Thermal conductivity (W/m °C) 386

Specific heat (J/kg °C) 383

Young's Modulus (MPa) 118,000

Poisson's ratio 0.345

Ca-bentonite buffer

Density (kg/m
3
) 1,970

Thermal conductivity (W/m °C) 0.8

Specific heat (J/kg °C) 1,380

Backfill

Density (kg/m3) 2,270

Thermal conductivity (W/m °C) 2.0

Specific heat (J/kg °C) 1,190

Rock

Density (kg/m3) 2,600

Thermal conductivity (W/m °C) 3.0

Specific heat (J/kg °C) 900

표 8.20.처분시스템 구성재료 물성치

나)해석 모델 재료 물성치

공학 방벽의 열 안정성과 처분심도 환경에서의 처분용기 구조 안정성을 평가

에 필요한 해석모델은 정상 인 경우와 비정상 인 경우에 하여 그림 8.43에 나

타낸 바와 같다. 한,처분시스템의 열-구조 안정성 해석을 한 입력으로서 구

성요소별 암반,완충재,처분용기 재료의 도,열 도도,탄성계수 포아송비 등

물성은 표 8.20에 나타낸 바와 같다.

(가)정상하 작용 (나)비정상하 작용

그림 8.43.처분시스템 열-구조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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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1.해석결과 응력(Von-MisesStress)

표 8.22.해석결과 변 (Deformation:y방향)

다)해석 결과 평가

처분시스템 공학 방벽의 열-구조 해석 결과는 안 성 평가를 하여 해석으로

부터 산출된 응력과 변 를 정리하여 표 8.21과 표 8.22에 나타내었다.표 8.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하 작용에 있어서의 71MPa로서 이때 변 는 0.357mm,

비정상 하 작용시 최 응력은 223MPa이며,이때 변 는 0.587mm이다.

처분용기에 한 안 율을 고려하 을 경우 정상 조건시 응력 71MPa로 안 율

3.3(235/71)으로 구조 안정성 유지함을 확인하 고,비정상 조건시에도 산출 응력

이 223MPa로 항복강도 235MPa이내에서 구조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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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처분용기 취 시 구조안 성 평가

고 폐기물 처분용기는 지상시설에서 폐기물 포장공정 지하시설에서의 처분공

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처분용기 취 에 따른 구조 건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하여 처분용기 취 시의 정상조건 비정상조건을 고려한 구조 안 성평

가를 수행하 다.

가)해석 개요

(1)지상시설에서 트롤리에 재되어 리 트로 지하 처분장에 이송된 처분용기

는 차폐기능을 갖춘 이송차량에 재하게 되는데,이때 이송차량 내부에 설

치된 권양기(Winch)와 지장치로 처분용기 뚜껑(Lid)의 지부(collar)를 이

용하여 재하고,처분동굴로 이송하여 처분공에 거치된다.

(2)이송차량으로 재 는 처분공에 거치를 한 하역시 정상조건 는 비정

상 조건(표 8.23)에서 처분용기 뚜껑에 치한 지부의 구조 건 성 분석

을 수행하 다[8.19,8.20].

-정상 조건 :세라믹 고주 폐기물을 재한 상태의 처분용기 자

-비정상 조건 :

.정상운 권양기 고장으로 인하여 속 정지(0.5 내)

.권양기 고장으로 처분용기 자유낙하(최 속도 11.8m/sec;상응높이 7

m) 속정지(0.5 내)

(3)취 시의 정상조건 비 정상조건에 따른 처분용기 취 부 에 용하는

하 취 부 지조건은 아래 표 8.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3 면 지

와 4 면 지를 기 으로 하 다.본 해석을 하여 유한요소를 이용한 상

용 구조해석 코드인 ABAQUS를 이용하 다.

구 분 용 하

1.

정상

조건

처분용기(폐기물 포함)자

7,350kg

2.

비

정상

조건

감속 -정상운 속도(0.033m/sec)하역시 고장으로 0.5 내 정지의 경우

자유

낙하
-사고로 인한 자유낙하(속도 11.8m/sec:h7.1m)후 0.5 내 정지

표 8.23.처분용기 취 시 구조건 성해석 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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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건 내 용
해석

모델

3 지 처분용기 liftingshoulder에 120도 간격,폭 26cm씩 지 1/2모델

4 지 처분용기 liftingshoulder에 90도 간격,폭 16cm씩 지 1/4모델

표 8.24.처분용기 Liftingshoulder 지 조건

(4)해석결과 응력과 허용응력(항복응력)을 비교하여 안 율(2.0)을 고려한 건

성 평가를 수행하 다.

나)해석 모델 재료 물성값

고 폐기물 처분용기 취 시 구조 건 성평가를 한 해석모델은 칭조건

으로 인하여 취 조건인 3 면 취 인 경우 1/2모델을,4 면 취 인 경우 1/4모델

을 설정하고 해석을 수행하 다.각 취 조건에 따른 해석모델은 그림 8.44에 해석

을 한 입력 물성값은 표 8.25에 나타낸 바와 같다.

(가)3 면 모델 (나)4 면 모델

그림 8.44.처분용기 취 시 구조 안 성 해석모델.

다)해석 결과 평가

고 폐기물 처분용기 취 시 구조 건 성 평가를 하여,처분용기 취 형

태 정상,비정상 조건에 따른 구조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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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perties Values

Nodular cast insert

Density (kg/m3) 7,200

Young's Modulus (MPa) 180,000

Poisson's ratio 0.29

Yield Strength (MPa) 235(100도)

Copper outer shell

Density (kg/m
3
) 8,900

Young's Modulus (MPa) 118,000

Poisson's ratio 0.345

Yield Strength (MPa) 45 (100 oC)

표 8.25.처분용기 취 시 구조 안 성 해석 입력 물성값

(1)해석결과

처분용기 취 부 를 4부분을 16cm 면으로 취 하는 경우에 하여 시스템을

1/4로 모델링하여 구조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26).

.정상 취 :해석응력은 7.4MPa(구리의 허용응력 45MPa 비 안 율 6.0)

.비정상취 -감속:해석응력은 12.9MPa(허용응력 45MPa 비 안 율 3.5)

.비정상취 -자유낙하:해석응력 40MPa로 허용응력 45MPa범 내

구분 정상운 감속 자유낙하

결과

Max.

value
7.4MPa 12.9MPa 40.0MPa

Safety

Factor
45/7.4(S.F.:6.0) 45/12.9(S.F.:3.48) 45/40.0(S.F.:1.13)

표 8.26.4 면 지(16cm)취 구조건 성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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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상운 감속 자유낙하

결과

Max.

value
6.9MPa 12.3MPa 41.7MPa

Safety

Factor
45/6.9(S.F.:6.5) 45/12.3(S.F.:3.6) 45/41.7(S.F.:1.08)

표 8.27.3 지(26cm)취 구조건 성 해석 결과

처분용기 취 부 를 3부분을 26cm 면으로 취 하는 경우에 하여 시스템을

1/2로 모델링하여 구조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27).

.정상 취 :해석응력은 6.9MPa(구리의 허용응력 45MPa 비 안 율 6.0)

.비정상취 -감속:해석응력은 12.3MPa(허용응력 45MPa 비 안 율 3.5)

.비정상취 -자유낙하:해석응력 41.7MPa로 허용응력 45MPa범 내

(2)평 가

• 정상운 시 처분용기 취 지부의 응력은 4 면 지(16cm),3 면 지

(26cm)의 경우 허용응력에 한 안 율 6.0이상으로 처분용기 취 시 지

부의 구조 안정성을 확보함을 확인하 다.

• 정상운 고장으로 인한 감속/정지시 처분용기 취 지부의 응력은 4

면 지(16cm),3 면 지(26cm)의 경우 허용응력에 한 안 율 3.0이상

으로 처분용기 취 시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확인하 다.

• 정상운 고장으로 인한 자유낙하 후 속정지시 처분용기 취 지부의

응력은 4 면 지(16cm),3 면 지(26cm)의 경우 응력이 항복응력 범

내에 있어 처분용기 취 시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다.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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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처분용기 수명 (year) 1,000

1차 장 용기

⦁Dimension(cm)

⦁Weight(kg)x개수

스테인리스 용기

OD27xH61

125x14ea

처분용기

⦁재질/제작법

⦁크기(cm)/ 량(ton)

⦁두께(mm)

⦁마개 용

Cu-Fe/Casting,Forging,CSC

D103xH173(cm)/7.2(ton)

Cu10

Fe(body)95,(lid-bottom)180

CSC

처분용기 외압

⦁정압 조건 (MPa)

⦁ 단 거리,속도

12.0

10cm,1m/sec

내부식 재질

⦁부식 측율

Cu

<1㎛/year

차폐 1.0Gy/hr

미핵임계 Keff<0.95

표 8.28.선진핵주기 처분용기 기술 특성

이로 공정에서 발생한 고 폐기물을 심부지층에 처분하기 하여 다 방벽 원

칙,심층 방어 원칙,방사선방호 원칙에 근거하여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을 개발하

다[8.21]. 한,개발된 처분시스템의 열 안정성,방사선 안 성,다 방벽의

주요 구성요소인 공학 방벽에 한 기술성분석 공학 평가를 수행하 으며,

평가결과를 종합 으로 기술하 다.

1)공학 방벽 기술성

공학 방벽으로 설계된 처분용기와 완충재인 벤토나이트에 한 기술 타당성을

분석하 으며,각각의 주요내용을 표 8.28과 8.29에 기술하 다.

2)처분시스템 열 안정성

고 폐기물 심지층 처분시스템의 주요요건은 성능 하를 방지하기 하여 완충재

온도를 100℃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며,이 요건의 만족여부를 하여 개발된 처분

시스템에 해 장기간 동안 열 해석을 통하여 온도 분포를 구하 다.열 해석 결과

에 의하면 표 8.30에 기술한 바와 같이 최고 온도가 100℃를 넘지 않아,열 성능

기 을 만족하 다. 한,처분시스템의 치에 따라 앙에 치한 처분용기 주변

온도가 외곽에 치한 처분용기 주변 온도보다 동일한 치에 해 최고 온도 기

으로 약 3℃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717 -

성능기 항목 성능 기 기 경주 벤토나이트

Drydensity ≥ 1.6 1.6

Hydraulicconductivity <10-12 3x10-13

Swellingpressure(Mpa) 2<S.P<15 6

Thermalconductivity ≥ 0.8 0.8

제작법 일축압축방법

디스크형 블록
도 1600kg/m3

치수 지름 1770mm x높이 500mm

링형 블록
도 1600kg/m3

치수 외경 1770mm x높이 800mm

표 8.29.기 완충재 기술 특성

처분

방식

처분용기

간격

처분터

간격

완충재 최고온도 (℃)
비고

처분장 앙 처분장 외곽

수직

처분

8m

(처분용기 4단)
40m 96.5 93.5 처분장

요건

<100℃
수평

처분

2m

(처분용기 2단)
25m 91 88

표 8.30.처분시스템 열 안정성 분석 결과

3)공학 방벽 구조 안정성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은 처분용기에 포함된 폐기물로부터 발생된 열과 처분

심도에서의 수압과 팽윤압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처분용기는 구조 안정성을 유지

하여야 한다.이의 확인을 하여 공학 방벽에 하여 정상 조건인 경우와 극한

조건인 경우에 하여 열 /구조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표 8.31

에 나타낸 바와 같다.개발된 처분시스템 공학 방벽은 처분심도의 정상,극한 환경

조건에서도 안 성을 유지함을 확인하 다.

구 분 정상 하 비정상 하

조건
벤토나이트 정상포화 후

(열응력,팽윤압,수압 작용)

벤토나이트 포화 /비정상 포화

(열응력,부분 팽윤압 작용)

응력

최 값
71MPa(항복응력:235MPa) 223MPa(항복응력:235MPa)

평가 안 율 3.3으로 안정성 유지 항복응력 범 내로 안정성 유지

표 8.31.공학 방벽 구조 안정성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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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처분용기 취 에 따른 구조 건 성 분석

처분시스템에서 처분용기 이송차량으로 재 는 처분공에 거치를 한 취 시

정상 조건 는 비정상 조건에서 처분용기 뚜껑에 치한 지부의 구조 건 성

을 유지하여야 한다.이를 하여 처분용기 취 시의 정상,비정상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처분용기 취 부에 한 분석을 수행하여 건 성을 확보함을 확인하 으

며,그 결과를 표 8.32에 기술하 다.

구분 정상운 감속 자유낙하

4 면
지

(16cm)

응력
최 값

7.4MPa 12.9MPa 40.0MPa

Safety
Factor

45/7.4
(S.F.:6.0)

45/12.9
(S.F.:3.48)

45/40.0
(S.F.:1.13)

3 면
지

(26cm)

응력
최 값

6.9MPa 12.3MPa 41.7MPa

Safety
Factor

45/6.9
(S.F.:6.5)

45/12.3
(S.F.:3.6)

45/41.7
(S.F.:1.08)

평가
항복 응력 비 안 율
6.0이상
:안정성 확보

항복 응력 비 안 율
3.0이상
:안정성 확보

해석응력이 허용응력
범 내
:안정성 유지

표 8.32.처분용기 취 에 따른 구조 건 성 분석 결과

5)처분시스템 방사선 안 성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에 한 방사선 안 성평가는 처분용기에 한 표면선량과

처분시스템 성능을 하시킬 수 있는 완충재 내 물질들의 방사화에 따른 산화인자를

생성해내는 값인 1.0Gy/hr이내의 값을 갖도록 하는 요건을 기 으로 수행하 다.

그 결과는 표 8.33에 나타내었으며,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상부와 하부의

선량은 표면선량 기 2m㏜/hr를 넘지 않는 반면에 측면값은 기 을 상회하 다.

한,처분용기 주변 완충재에 한 흡수선량 기 은 1.0Gy/hr보다 낮았다.

구 분 치
선 량

단
Gamma Neutron 합 계

처분용기

Top 8.72E-02 4.10E-05 8.72E-02

mSv/hSide 8.53E-00 1.61E-04 8.53E-00

Bottom 1.26E-01 6.16E-05 1.26E-01

흡수선량 1.15E-02 6.17E-09 1.15E-02 Gy/h

표 8.33.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처분용기 선량평가



- 719 -

4.처분시스템 비용평가

가.처분비용 평가 체계

본 보고서에서는 공학 개념설계에 근거한 비용평가 체계의 구축을 목 으로 하

고 있어,부지확보,연구개발,사회 비용과 같은 내용은 그 상으로 하지 않았다.

사용후핵연료 리의 최종 단계인 구처분 비용평가는 지상시설과 지하시설로 구

분하 으며,표 8.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시설별로 동일한 비용평가 구조(투자비,

운 비,해체비)를 갖도록 하 다.

지상시설

1.투자비

지하시설

1.투자비

2.운 비 2.운 비

3.제염/해체비 3.폐쇄

표 8.34.처분비용의 주요 비용 구조

사용후핵연료 구처분 비용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형처분시스템(KRS,

KoreanReferencedisposalSystem forspentfuels)을 비용평가의 근간으로 하

다. 처분 상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따른 설계 특성이 반 되었다[23,24]. 처분시

설 운 시설 건설에는 부지 확보 후 2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 처분시설 폐쇄에는 1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지상시설 지하시설

의 비용구조를 표 8.35와 표 8.36에 나타내었으며,처분비용의 요한 부분을 구성

하는 처분용기 비용은 지상시설 운 비에,완충재 비용은 지하시설 운 비에 포함

하 다. 처분비용 평가에 필요한 주요 입력자료를 표 8.37에 나타내었다. 처분 일

정 등을 주요 입력변수로 선정하여,다양한 처분 시나리오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

으며,처분시스템을 구성하는 공학 방벽(EBS)에 한 사 지식이 부족한 경우

를 하여 기본 입력값(defaultvalue)을 제공하도록 하 다.

나.처분 비용 평가 로그램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처분 비용 평가를 하여 용 비용평가 로그램을 개발

하 으며,이 로그램의 명칭은 CAFE(CostAssessmentoftheFinaldisposalof

spentnuclearfuElinKorea)이다. CAFE 로그램은 입출력을 한 부분,비용계

산을 수행하는 부분,비용 단가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비용 평

가 계산은 수많은 사칙 연산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MSEXCEL을 바탕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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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그림 8.45)하고,메인 화면과 자료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구성하 다.비용계산을

수행하는 EXCEL부분에는 총 130여개의 sheet가 이용되고 있다.

지상시설

1.투자비

설계 로젝트 리

건설

사용후핵연료 취 시스템

공정 시스템

자동화 원격통신 시스템

기 유틸리티 시스템

2.운 비

인건비

에 지

용수 처리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포장공정/재료 (처분용기)

보험 등 간 비

운 기간

3.제염/해체비

제염/해체 설계

인건비

해체폐기물 포장

특수장비

용수 에 지 등 유틸리티

보험 등 간 비

표 8.35.지상시설 비용구조

지하시설

1.투자비

지상 연계 시설

굴착 시설 건설

처분터 건설

처분공 건설

공기조화, 이핑 시스템 등

기시스템/공정장비

탐사/조사 시스템

리비용/ 비비

2.운 비

처분터 뒷채움

벤토나이트 블록 (완충재)

처분터 러깅

인건비

에 지 비용

용수 용수처리

유지보수

보험 등 간 비/조사/탐사비

리비/ 비비

운 기간

3.폐쇄비

구조물 해체

터 뒷채움

샤 트 뒷채움

샤 트 근터 러깅

샤 트 근터 에 벤토나이트 러깅

리비

비비

표 8.36.지하시설 비용구조



- 721 -

1.원자력 기본 정보

각 원자로 형태 별 수

각 원자로 형태 별 수명

원 부지별 원자로 수

2.사용후핵연료 량

기 핵연료 특성

처분용기 수량

처분용기 단가

3.처분 일정
처분 착수 종료 연도

총 사업기간(건설 폐쇄)

4.EBS정보

처분용기 직경 넓이

처분용기 부피

처분공 직경 깊이

처분공 부피

완충재 두께 직경

완충재 부피 도

5.지하터 정보

처분터 단면 터 바닥 단면

처분터 길이

추가 패 터 수량

6.기타 비용
비비

사업자 비용

표 8.37.처분비용 평가를 한 주요 입력 인자

그림 8.45.처분비용평가 로그램(CAFE)의 연산을 수행하는 EXCELshe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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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나리오-R

발생량

(MtU)

CANDUSF 11,500

PWRSF 22,500

합계 34,000

운 기간

(년)

CANDUSF 25

PWRSF 52

RCF건설/시운 20

폐쇄 10

비 고
28기-3차

(CANDU30년)

표 8.38.처분비용 분석을 해 제안된 사용후핵연료 발생 기 시나리오

본 보고서에서는 처분비용 평가의 한 사례를 통하여 주요 비용항목을 분석하 다.

사용후핵연료 처분비용은 한국형처분시스템(KRS)개념설계에 근거하며,평가에 이

용한 기 시나리오-R를 표 8.38에 나타내었다[8.23]. CAFE 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 발생 시나리오-R에 한 처분비용을 계산한 결과를 표 8.39에 나타내

었다. 부지확보 인허가 비용 등을 제외한 처분시설의 지상시설과 지하시설 투

자비,운 비,폐쇄비는 략 17조원으로 산정되었다. 상기 비용 항목 처분용기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상시설 운 비가 체 비용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

다.표 8.39에 나타난 계산 결과를 살펴보면,지상시설 운 비(65.4%),지하시설 운

비(16.3%),지하시설 투자비(13.1%)이 체비용의 약 94.8%를 차지하고 있다.

한 지상시설 운 비의 주요 항목을 표 8.40에 나타내었다. 표 8.40에 주어진 바와

같이 지상시설 운 비의 주요 항목은 처분용기 비용으로 운 비의 약 반에 해당

하며,인건비가 그 다음으로 요하 다.

  지상시설 지하시설

투자비  4,593억원 (2.7%) 2조 2,124억원 (13.1%)

운 비 11조 49억원 (65.4%) 2조 7,445억원 (16.3%)

해체-폐쇄비 270억원 (0.16%) 3,796억원 (2.3%)

소계 11조 4,911억원 5조 3,365억원

총계

(1,500원/유로)
16조 8,276억원

표 8.39.시나리오-R에 한 처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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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비용 항목 기 값 비용

Personnelcost
364men/y

contingency,20% 고정
250

Energy 55

Waterandwatertreatment 36

OperatingWaste등 14

Reparationandmaintenance 69

Insurance 3배 (인력 +면 ) 5

Operatingcostssubtotal
(yearly)

178

Numberofpre-operating

years
20 정상운 의 70%

Numberofoperatingyears 77 정상운 기간

Numberofpost-operating
years

10 정상운 의 50%

Operatingcostssubtotal

(total)
43,059

materialsforencapsulation contingency,20% 고정 43,883

subtotal(incl.cansiter) 86,941

Contingencyforunspecified
costs,

0.5
23,108

Totaloperatingcosts 110,049

표 8.40.시나리오-R에 한 처분비용 지상시설 운 비 (단 :억원)

다.처분 단 비용 산정

처분비용을 평가하기 해서는 수 백 가지 이상의 단 비용 자료가 필요하다. 이

많은 자료를 모두 국내 비용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처분비용 국산화를 이루기

하여 시도로서 이들 비용 최종 결과에 향이 큰 인자들을 심으로 우선 구

하고자 하 다.앞 장에서 언 되어 있는 바와 같이 처분비용 가장 요한 인자

는 지상시설 비용이며,그 특히 지상시설 운 비이다.운 비 처분용기 비용

이 가장 요하며,인건비가 그 다음이다.

1)처분용기 단 비용

처분용기 비용은 재료 물질과 용기의 크기에 크게 좌우된다.한국형처분시스템에서

고려한 처분용기는 구리-주철 이 구조이며,이와 같은 용기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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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스웨덴,핀란드,캐나다 등이 있다. 우리와 거의 흡사한 크기와 구조를 갖는

핀란드 50mm 구리-주철 처분용기의 추정 값은 2005년도 기 143,425Euro[8.25]

이다. 캐나다의 경우 자국 내 사용후핵연료 리 방안을 수립하기 한 연구를

해 수행하 던 보고서 [8.26]에 의하면,25mm 구리-주철 처분용기의 제작비로서

2002년도 기 176,000$(캐나다 달러로 추측)로 추정하 다.한편, 다른 처분

환경을 고려하여 처분용기 재료 물질이 크게 다른 NickelAlloy-22를 주재료로 고려

하고 있는 미국의 TAD캐니스터의 추정 값[8.27]은 2007년도 기 700,000US$이다

(이 용기는 21개의 PWR사용후핵연료 다발을 넣을 수 있는 구조이다). 한 국내

엔지니어링 회사의 도움을 받아 2006년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추정한 기존의 연구

결과 [8.28,8.29]에 의하면,처분용기 제작비용은 략 2.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도 이 후 주재료 물질인 구리 가격이 크게 상승하 다. 처분용기에 한 개

념설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수행하 으며,단 비용 산정은 산업체의 문가

도움을 받아 수행하 다.2006년 보고서 당시 고려하 던 처분용기는 2가지 형태에

불과하 으나,본 보고서에서는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를 포함하여 총 8가지

로 증가하 다. PWR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에 해 새로이 비용은 산정한 결과

3.27억원으로 추정되었다(표 8.41).이 값은 과거 2.3억원에 비해 약 40%정도 상승한

것이다.

2)운 비-인건비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개념설계에 따르면 처분장에는 총 364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따라서 체 처분비용 이들이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율이 높다. 이들 인건비 산

정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처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의 업무는 핀란드 처

분장을 참고[8.30]로 결정하 다. CAFE 로그램 개발에는 핀란드 인건비가 반

되었으나,그 후 국내 처분비용 산정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 회가 공표한 엔지니

어링업체 임 조사 결과를 반 하 다.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기술사,

고 기술사,고 기능사 3직 의 임 을 반 하고, 체 작업자를 3개 군으로 구분

하여 입력하 다. 로그램에는 임의의 임 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재 단계에서 더 이상 세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 각 직군별로 높은

임 을 용하 다. 핀란드에서 고려하고 있는 인건비와 국내 인건비를 표 8.42에

비교하 다. 한 새로이 작성된 인건비를 용하여 지하시설 인건비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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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구리괴 단가 8,320 천원/ton 주철단가 620 천원/ton

Canister Item 소요량(ton) 가격(천원/ton) 재료비 노무비+경비 단가(천원) 견적(억원)

Old CANDU50 Hole 0

Forging 주철 Insert 14.5 620 8,999 8,999 17,998

단조구리(5cm) 14.9 8,320 123,693 123,693 247,387 3.18

Old CANDU10 Hole

Forging 주철 Insert 14.5 620 8,999 8,999 17,998

단조구리(1cm) 3.3 8,320 27,430 27,430 54,860 0.87

NEW CANDU10 Hole

CSC 주철 Insert 11.0 620 6,796 6,796 13,593

CSC용기(1cm) 2.0 24,960 48,910 48,910 97,820  

단조 Lid (5cm) 0.6 8,320 5,396 5,396 10,791 1.47

PWR50(KDC-1) Hole

Forging 주철 Insert 20.6 620 12,746 12,746 25,491

단조구리(5cm) 14.9 8,320 123,693 123,693 247,387 3.27

PWR10 Hole

CSC 주철 Insert 20.6 620 12,746 12,746 25,491

CSC용기(1cm) 1.6 24,960 40,129 40,129 80,259  

단조 Lid (5cm) 0.4 8,320 3,082 3,082 6,163 1.34

하나로10 Hole

CSC 주철 Insert 7.5 620 4,671 4,671 9,342

CSC용기(1cm) 0.6 24,960 14,723 14,723 29,446  

단조 상하판 2.0 8,320 16,571 16,571 33,142 0.86

CERAMIC10 Hole

CSC 주철 Insert 5.8 620 3,611 3,611 7,222

CSC용기(1cm) 0.5 24,960 13,503 13,503 27,006  

단조상하판 1.3 8,320 10,751 10,751 21,502 0.67

CANDU10_ST Hole

Basket 4단 주철 Insert 11.5 620 7,121 7,121 14,242

CSC CSC용기(1cm) 1.1 24,960 27,639 27,639 55,278  

단조상하판 2.0 8,320 16,571 16,571 33,142 1.23

표 8.41.각 처분용기별 비용 산정 결과

지하시설 인건비 단가

　 　
CAFE

사용값

POSIVA-2005

KAERI

POSIVA-2005

Finland

2010국내

인건비 기

Own

personnel
€/month €/year €/year €/year €/year　

Seniorexpert

(Category3)
6,874 82,488 74,000 77,000 66,977

Expert

(Category4)
5,150 61,800 47,000 49,400 55,062

Employee

(Category5)
4,544 54,528 35,300 37,000 53,950

표 8.42.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에 근거한 인건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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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완충재 비용

완충재 비용은 완충재 재료 가격과 제작비로 구성된다. 벤토나이트 완충재의 경우

팽윤압이 커서 형의 완충재 블록의 제작은 공업의 스가 필요하며,이에 따

른 몰드 제작에도 큰 비용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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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6.국내 Ca-벤토나이트 (재료비)가격 변동 추이.

국내에서 이와 같은 규모의 큰 완충재 블록 제작을 한 경험이 없어 완충재 제작비

는 핀란드 자료를 이용하 다. 2005년도 자료[8.25,8.30]에 의하면,완충재 제작비

는 벤토나이트 질량 기 으로 180∼ 200Euro/ton을 언 하 다. 동일한 보고서

에 의하면 벤토나이트 가격은 2005년도 기 으로 약 150Euro/ton이었다. 김성기

등[31]에 의하면,벤토나이트 가격은 2006년 이래 상승하여 2008년에는 163

Euro/ton이었다. 2009년과 2010년까지는 추정 값이었으며,변동 추이를 그림 46에

나타내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완충재 제작비로서 200Euro/ton과 2008년도 벤토나

이트 가격 163Euro/ton을 이용하 다.

4)뒷채움재 비용

뒷채움재는 처분공을 완충재로 채운 후,비어 있는 처분터 을 채우기 한 물질이

다. 벤토나이트 가격이 비교 비싸 부분의 국가에서는 벤토나이트와 모래 혹은

쇄석과의 혼합재를 이용한다. 국내의 경우 뒷채움재에 해서는 아직 연구가 본

격 으로 추진된 바가 없으며,단지 후보 물질로서 벤토나이트(30%)와 쇄석(70%)

의 혼합재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뒷채움재 비용은 핀란드에서 이용하고 있는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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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120 Euro/m
3
을 용하 다. 핀란드의 경우 벤토나이트(15%)와 쇄석

(85%)혼합재를 뒷채움재로 고려하고 있으며,이에 한 비용으로 2005년 기

[8.25]109Euro/m3을 고려하 다. 벤토나이트를 재료로 이용하고 있는 완충재의

경우 핀란드 비용(150유로/톤)과 본 보고서에서 추정한 값(163유로/톤)이 10%정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재료값이 체 완충재 비용의 50%를 과하지 않는 것

을 반 하면, 단계에서 뒷채움재에 한 별도의 비용 추정이 꼭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단되었다.

5)굴착 비용

고 폐기물 처분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지하 공간이 굴착된다. 지하 공간을 형

태 혹은 굴착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비용 산정에서도 형태

에 따라 각각 구하고자 하 다. 지하 공간의 종류로는 폐기물이 직 처분되는 수

직 처분공과 처분터 이 있다. 한,처분터 을 연결하는 패 터 과 앙터 이

있으며,지하 작업자들의 업무와 설비 등의 설치를 한 공간이 필요하다. 한 지

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진입터 과 환배기 고 폐기물 이송과 작업자 이동을

한 샤 트가 있다. 이들을 굴착방법 보강방법 등을 고려하여 4가지로 구분하

고 비용을 구하고자 하 다. 직 처분방식과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에 한 비

용을 비교하기 해서는 단순히 처분터 과 처분공에 한 것만 필요하여,이에

한 핀란드 자료를 표 8.43과 8.44에 정리하 다. 지하 500미터 심도에서의 굴착비

용에 한 국내 자료는 아직 생산되지 않았다.

KRS
처분공부피

(m3)
총액 (유로)

단 비용

(유로/m3)

단 비용

(원/m3)

굴착비 31 17,000 551 862,766

그라우 (15%) 31 6,000 194 303,097

　 　 　 744 1,165,863

굴착비-국내 31 1,000,000

표 8.43.처분공 굴착 단 비용

KRS 처분터 부피(m
3
) 총액(유로) 단 비용(유로/m

3
)

POSIVA-2차-part3 518,600 55,419,384 106.9

POSIVA-2008-part3 518,600 64,896,589 125.1

표 8.44.처분터 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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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지상시설 비용

지상 시설은 6가지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그 고 폐기물을 운반해 온 캐스

크로부터 처분용기로 옮기는 포장시설이 가장 요하다. 비용 측면에서도 포장시

설이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시설이다. 그림 8.47에 포장시설에 한 개념도를

나타내었다. 이 시설에 한 직 인 설계를 수행하지 않아 비용 추정은 어려우

나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을 통해 개략 인 비용을 추정하 다. 표 8.45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지상시설 비용 건축비가 40%를 약간 상회하 다. 표 8.45항목

‘designandprojecting'은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이 값은 국내 단가의 확보

가 가능하다. 건축비용의 구성은 표 8.46에 나타냈으며, 체 비용의 70% 정도를

포장시설이 차지하고 있다. 포장시설의 기능은 운반된 고 폐기물을 꺼내어 처

분용기로 옮기고,이를 용 하고, 비 괴 검사를 수행한 후,지하처분시설

로 이송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물에 한 설계를 통해 건축비를 추정하여야 하

나 아직 이에 한 연구가 수행된 바가 없어 유사한 시설의 건축비를 이용하여 비

용을 추정하 다. 즉,고 폐기물을 꺼내고, 장하는 공정은 핫셀에서 수행되어

야 하므로 핫셀을 갖추고 있는 시설의 건축비를 이용하 다. 이 건축비를 건물의

바닥면 으로 나 어 단 비용을 구하고,포장시설에 용하 다.계산 결과를 표

8.46에 나타냈으며,이 값으로부터 핀란드 건축비와 국내 건축비 비율을 구하여 나

머지 건물에 용하 다.

투자비용 항목 비용 재투자 비용 비용 합계 분율,%

Designandprojecting 17,364,465 1,736,447 19,100,912 9.4

Construction 69,386,040 13,877,208 83,263,248 40.8

Fuelhandlingsystems,

cranes,andlifts
17,748,000 17,748,000 35,496,000 17.4

Processsystems 18400000 9,200,000 27,600,000 13.5

Automationand

telecommunication

systems

12040000 12,040,000 24,080,000 11.8

Electricpowersystems 7280000 7,280,000 14,560,000 7.1

Sub-total 142,218,505 61,881,655 204,100,160 100

　 　 　 　

Contingency,0.5 71,109,253 30,940,827 102,050,080

Investment cost 　 　 306,150,239

표 8.45.지상시설 비용 구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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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유로)

　건물명 m3 Euro/m3 Euro
Footprint

(m2)
Euro/m2 Euro

Encap.Bldg. 75,000 589 44,175,000 3,800 6,000 22,800,000

Operating Bldg. 21,000 252 5,292,000 672 2,731,360

Ventilation Shaft

Bldg.
10,000 420 4,200,000 800 2,167,740

Research Bldg. 11,000 252 2,772,000 - 1,430,710

TunnelTechnique

Bldg.
2,280 298 679,440 - 350,680

Workshop Bldg. 14,400 168 2,419,200 800 1,248,620

　 　 　 　

Heat plant/storage 2,200 168 369,600 240 190,760

Waterplant 1,300 168 218,400 144 112,720

Waterpuri.Plant 1,200 168 201,600 - 104,052

Inform.Center 10,400 252 2,620,800 864 1,352,670

Guesthouse 1,500 252 378,000 - 195,100

소 계 63,326,040 32,684,410

Sitework 6,060,000 3,127,740

계 69,386,040 35,812,150

표 8.46.지상시설 건축비 단 비용

그림 8.47.고 폐기물 포장시설 개념도.

라.처분시스템 비용 비교 평가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형기 처분시스템(KRS)에서 고려한 PWR 사용후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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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MtU를 상으로 처분시스템 설계가 수행되었다. 20,000MtU의 사용후핵연

료를 직 처분하 을 경우와 이로 공정 처리를 하 을 경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분시스템에 한 비용을 비교하고자 하 다.

1)직 처분비용 평가

표 8.4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 시나리오를 작성하 다.KRS

개발 당시 이용하 던 처분기간 30년을 용하여 새로이 구한 처분 단 비용과 환

율(1,500원/유로)을 용하고 CAFE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분비용을 평가하 다.

새로이 계산된 값을 표 8.48에 나타내었으며,계산결과에 의하면 PWR사용후핵연

료 20,000MtU 처분비용은 략 11조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이 비용은 부지확보

비용,연구개발 비용 사회 비용 등은 포합되지 않은 순수 공학 비용이다.

구분 직 처분 이로 공정 처리

발생량
PWRSF(MtU) 20,000 20,000

처분용기(개) 11,375 1,007

운 기간

(years)

PWRSF 30 30

RCF건설/시운 20 20

폐쇄 10 10

표 8.47.처분시스템 비용 비교를 해 설정한 시나리오

  지상시설 지하시설

투자비  3,140억원 1조 6,953억원

운 비 7조 808억원 1조 6,815억원

해체-폐쇄비 234억원 3,290억원

소계 7조 4,183억원 3조 7,058억원

총계

(1,500원/유로)
11조 1,241억원

표 8.48.사용후핵연료 20,000MtU의 직 처분 비용

2) 이로 공정 처리 폐기물 처분 비용

이로 공정 폐기물의 형태에 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

분시스템에 한 비용을 정확히 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가능한 동등하고 합리

인 조건에서 비용을 구하고 비교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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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의 경우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단되어 동일한

비용을 용하 다.지하시설은 처분공 크기 처분터 의 크기와 개수를 반 하

다. 속폐기물을 한 처분터 운 요원을 한 터 의 부피는 처분터

부피와 동일하다고 가정하 다. 지상시설 운 비의 가장 요한 요소인 처분용기

비용은 본 보고서에서 구한 0.67억원을 용하 다.지상 지하시설 운 을 한

인건비는 처분용기 개수와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략 1/10을 용하 다. 완충재

뒷채움재 비용은 소요되는 량을 반 하 다. 상되는 처분비용에 해 략

30%의 contingency를 용할 경우 상되는 처분비용을 표 8.49에 나타내었으며,

략 9,000억원 정도 다. 이 비용에는 부지비용,연구개발비용 사회 비용 등

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상시설 지하시설

투자비  3,140억원 730억원

운 비 1,813억원 710억원

해체-폐쇄비 314억원 73억원

소계 5,267억원 1,513억원

총계

(1,500원/유로)
8,814억원 (contingency0.3)

표 8.49.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 비용 추정값

5.처분시스템 종합보고서 작성

PWR 사용후핵연료의 이로 공정처리를 할 경우 상되는 고 폐기물의 처분

타당성 분석을 한 연구를 5년간 수행하 다. 이로공정 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

와 가장 큰 차이 은 폐기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들이다. 장반감기

TRU 원소들과 고발열 핵종인 90Sr과 137Cs의 부분을 제거하여 방사성 독성

(Radiotoxicity)를 크게 낮추었으며,수백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천연 우라늄 수 으

로 낮아진다는 것이다(그림 8.48).이를 바탕으로 처분용기 수명 1,000년을 설계 기

으로 설정하 다. 3가지 원칙-다 방벽 원칙,심층 방어 원칙,방사선방호 원칙-

을 바탕으로 처분시스템을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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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설계 성능평가,부지조사

평가,폐쇄 후 방사선 안 성 평가의 타당성에 한 객 에서 검토를

받고자 문 종합보고서를 작성하 다. 객 평가는 국내 문가 검토 국제

원자력기구(IAEA) 문가검토 로그램(WATRP:Agency'sWasteManagement

AssessmentandTechnicalReview Programme)을 이용하 다.

종합보고서 작성에는 과제 연구원 원이 참여하여 작성하 으며,크게 세 부분

으로 나 어 구성하 다. 즉,KURT 부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질(Geology

ofKURT site),처분 도를 향상시킨 처분시스템 설계(RepositorySystem),자체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수행한 안 성평가(SafetyAnalysis)로 구성하고 작성하 다.

2011년 12월 말 기 으로 문 종합보고서 작성을 완료하 으며,보고서 목차를 부

록에 첨부하 다.

제7차 PA 워크 을 통하여 종합보고서에 한 국내 문가 검토를 받았으며,국내

문가 6인으로부터 보고서 체계 보고서 각 항목에 한 자문을 받았다.IAEA

PeerReview 착수를 해,IAEA 측으로부터 정식 서신을 통해 합의하 으며(그림

8.49),2011년 말까지 종합보고서를 완료하여 제출하면,2012년 2월까지 문가 검토

를 거쳐,2012년 4월 국내에서 검토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 다.IAEA는 해

외 문가로서 스웨덴,핀란드, 국,스 스,4개국의 문가들과 IAEA 자체 문

가를 합쳐 총 6인을 선정하 으며,최종보고서는 2011년 말 IAEA에 제출되었다.

향후 문가 검토 결과는 차기 단계 연구 내용에 반 되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에 활용되어,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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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8. 이로 공정 고 폐기물의 방사성 독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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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9.종합보고서에 한 IAEAPeerReview 제공에 한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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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추진 략

1.A-KRS

개발을

한

고 폐기

물 DB

구축

①2006년말 기 월성과 부지 사용후핵연료 자료를

수집 분석(PWR 9,614개,CANDU 24만개)하고,이를

바탕으로 각호기별 사용후핵연료 연소도분포 등 통계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용 로그램 개발(SCI논문).

한,선진핵주기에서 고려하고 있는 이로 공정의 물

질 흐름 분석에 기반한 평가체계를 개발함(특허 출원/

등록).

②원 SF발생량 측을 하여 3가지 모델(재장 주기

모델,방출연소도모델,연평균방출량모델)을 제안하고

분석 로그램을 개발함.처분시스템 설계에 이용하기

하여 기 CANDU HANARO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선원항 평가를 수행하여 붕괴열량 회귀식 제안

하고 평가함.

로그램

개발 등

과정

자체개발

▸연구목표 달성도

1.PWR9,614개,CANDU 24만개 사용후핵연료 DB

일 구축

2.선진핵주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방법 설계

3.사용후핵연료 방출연소도가 처분에 미치는 향 분

석

4.원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방법 설계

2.A-KRS

공학 방벽

개념설계:

CANDU

핵주기폐기

물

처분용기

①처분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3가지 종류의

A-KDC-CANDU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성능평가를 수

행함.고효율 처분용기 제작을 하여 온분사 방법을

용한 구리코 용기 제조법을 최 로 시도하 으며

(특허 출원),물성 부식 성능시험을 수행함.새로이

개발된 처분용기의 구리 소요량은 기존에 비해 약

14.5%에 불과하여,비용 감 효과가 클 것으로 상됨.

기화학 부식시험 결과 구리용기의 부식률은 제작방

식과 상 없이 구리의 순도에 좌우됨.

②선행국가의 고 폐기물 장용기 처분용기 개념을

검토하고,이를 바탕으로 고 폐기물 발열량 분석결

과를 바탕으로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을 한 2가지

장용기 처분용기(A-KDC-PYRO) 비 개념설계

를 수행함.

③칼슘-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한 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 향상을 하여 Ag2O를 첨가한 완충재를 제안하

고,제안된 완충재 블록의 확산실험을 수행하 음.

한 완충재의 열 달 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개발한

온분사

용기

제작

탁

(RIST)

처분용기

설계

완충재

성능향상

자체

수행

제 4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1.목표 달성도

<<1단계:2007년-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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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추진 략

이 구조 완충재(특허출원)의 열 해석을 수월하게 수행

하기 한 해석해를 제시(SCI논문).

▸연구목표 달성도

1.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량을 40% 향상시킨 3

가지 종류의 CANDU 처분용기(A-KDC-CANDU)

개발

2.처분용기 구리 소요량을 폭 감소시킨(14.5% 이하

로)구리용기 온분사코 제조법 개발

3. 이로 공정 고 폐기물을 한 2가지 장용기

처분용기 개념 개발

4.완충재의 요오드 흡착능을 향상시키기 한 Ag2O

첨가재를 제안하고 성능 확인

5.완충재의 열 달 성능을 10% 정도 향상시킨 이

구조 완충재 개념 개발

3.A-KRS

설계 요건

개발

①처분용기 개선을 통한 CANDU 처분시스템의 처분효율

을 40% 이상 향상시킨 처분시스템의 설계 성능평가

(열,구조 해석)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를 수행함. 개선

된 개념을 용할 경우 단계에서 개발한 한국형처분

시스템 (KRS)개념에 비해 CANDU 사용후핵연료 처

분비용 1,700억원(약 20.3%) 감 효과가 상됨(SCI

논문).

②OECD/NEA,IAEA 각국이 극 으로 검토하고 있

는 처분용기 회수-장기 장 요건 검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 폐기물 처분을 한 3가

지 복합처분방식(안)에 한 처분개념을 정립하 음.

신개념

처분용기

자체

개발

처분방식

자체개발

해외 문

가 검토

▸연구목표 달성도

1.처분 도를 증가시킨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

기를 바탕으로 처분시스템을 설계,성능평가 비용

평가를 완료함. 연구결과 새로운 개념이 기존 개념

에 비해 1,700억원(약 20.3%)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처분 도 향상,폐기물 회수성 향상,장기 리 개념

도입 등의 기능을 갖춘 새로운 개념의 처분개념 3가

지를 도출하고 개념 정립 완성.

4.A-KRS

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방안

수립

①원 운 안 성 평가를 해 개발된 안 성평가 체계

를 바탕으로 처분시설 운 안 성 평가를 한 시나리

오를 한국형처분시스템 설계자료와 원 안 성 평가

경험을 토 로 도출하고,안 성평가 차를 수립함.사

건수목 편집기인 CONPAS 로그램을 이용하여 표

사고에 한 사건 수목을 구성함.

②운 안 성 평가의 각 단계별 평가 방법론을 정립하고

정량화 도구를 선정함. 한 사용후핵연료 운반 시나

리오에 하여 RADTRAN 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

후핵연료 운반에 한 3가지 표 사고를 상으로 안

성 평가 수행 결과,운반리스크는 운반 횟수에 민감

운 안

성 평가

방법론

자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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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추진 략

하 음.
▸연구목표 달성도

1.원 운 안 성 평가 체계를 한국형처분시스템에

용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표 사고에 한

사건수목 작성

2.사용후핵연료 운반 상되는 3가지 표 사고를

상으로 운반 리스크 분석 완료.운반리스크는 운반

횟수에 민감.

5.

고 폐기

물

장기 리

시나리오

연구

①선진 4개국 사례를 분석하 음. 미국, 랑스,일본의

경우 고 폐기물 장기 리 정책이 법률을 통해 결정

되어 있음.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가 리원칙(안)을 제

안하고,국가 리 로그램의 구성과 국내 실정을 고려

한 시나리오를 결정함.

②고 폐기물 리방안에 한 사회 인식 수용성

분석을 한 항목과 문항을 개발하고,250여명의 원자

력계 문가를 상으로 9개 항목 질문지에 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 분석 수행. 조사결과,

처분정책 수립에 가장 우선 인 항목으로 ‘처분안 성’

을,그다음으로 사회 수용성을 지 하 음.

장기 리

시나리오

자체개발

사회

수용성

분석

탁

연구
▸연구목표 달성도

1.고 폐기물 국가 리 원칙 작성

2.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 구성 결정

2.고 폐기물 리에 한 사회 수용성 조사 항목

도출 설문조사 수행 결과 분석 완료

6.장반감기

고 폐기

물 선원항

평가체계

구축

①2007년 말 기 ,고리와 울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

자료를 분석하여 1차년도에 착수된 사용후핵연료 황

분석 로그램의 DB에 추가하고,선진핵주기 발생

속폐기물의 특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집합체 설계제원을

DB에 추가하여 사용후핵연료 황분석 로그램을 완

성함. 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시간을 3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효율 30배 이상 증진)가능함을 확인

하고, PWR 기 사용후핵연료 특성( 기 농축도

4.5w%,55GWd/MtU) CANDU 기 사용후핵연료

특성( 기 농축도 0.711w%,8.1GWd/MtU)을 도출함.

②다양한 선진핵주기 시나리오에 맞게 사용후핵연료가 조

합(서로 다른 원자로 조사,방출연소도,냉각기간)되어

배치(batch)로 건식처리되는 경우에도 선진핵주기 폐기

물의 물량 방사선원항을 분석할 수 있는 통합 패키

지(CLEAN)를 자체 개발하고 검증함.즉,본 과제에서

개발된 로그램을 이용하면 다양한 이로 시나리오에

비하여 수월하게 선원항을 해석할 수 있음.

③원 해체 장반감기 폐기물의 물량 방사선원항 도출

을 해 CANDU 원자로를 상으로 3차원 MCNP상

세 노심모델을 개발하고,ORIGEN2를 이용하여 구조물

의 방사화 계산을 수행하 음. 계산 결과 원 1기 해

핵심연구

원의

해외

문기

교육

평가

로그램

자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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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부터의 장반감기 폐기물 질량은 245톤,부피는 80

m3정도로 측되었으며,폐로 후 10년 시 에서의 총

방사능은 1.3×10
16
Bq정도로 추정되었으며,국내

폐기물 처분농도 제한치와 주요 핵종의 비방사능 비

교 결과,
60
Co,

94
Nb,

14
C,

63
Ni의 값이 폐기물

처분제한치를 과하 음.
▸연구목표 달성도

1.작업시간을 2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시킨 (효

율 10배 이상 향상)사용후핵연료 발생량 측 로

그램 개발

2.작업시간을 30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효율 30

배 향상)시킨 사용후핵연료 황 분석 DB 로그램

개발

3.새로운 PWR CANDU기 사용후핵연료 결정

4.다양한 선진핵주기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선원항 평

가 수행에 한 사례 분석:기존 ORIGEN-S 로그

램보다 기능향상 사용상 편의성 확인

5.CANDU 원자로 해체 폐기물량 산정을 한 3차원

노심 모델 개발 비 계산 수행

7.처분용기

부식모델

개발

① 온분사기술을 이용하여 1/10규모 크기의 구리코

처분용기를 성공 으로 제작하고,부식 시험용 시편을

제작함. 3가지의 코 구리,단조구리,주조구리,64황

동,Al-청동 등 총 7종의 구리 구리합 시편을 사

용하여 해수를 이용한 부식실험, 기화학 부식실험

을 수행하 음. 기화학 부식실험결과 구리 종류에

따른 부식 차이가 없었으며,구리 순도의 향만

나타났음.해수 부식률은 코 구리 등이 높게 평가

되었음. 그러나 기화학 부식평가만으로 처분용기

의 장기수명 측은 피막 항성 변화 크기로 보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단됨. 온분사코 층의 두께에 따

른 부식률을 측정한 결과 두께에 따른 변화는 찰하기

어려웠음.

②처분용기 부식 측을 하여 1차년도에 도출한 완충재

에서의 산화제의 이동에 한 해석 해를 부식 측에

이용하기 하여 GUI방식의 로그램을 개발하 음.

개발된 로그램을 이용하여 KURT지하수 환경에서의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부식수명을 측하

으며,계산결과 비교를 하여 일본 H-12부식모델과도

비교하 음.평가결과 KURT 주변환경에서 구리 처분

용기 수명은 1,000년을 훨씬 과하 음.

③ 기화학 부식특성 조사(cyclicpolarizaitontest)결과

KURT 지하수를 이용한 부식률은 해수 경우에 비해

1/2수 이며,코 구리와 단조동의 기화학 차이

은 없었음. 재 진행 인 KURT 지하수를 이용한 실

험실에서의 장기부식 시험결과(2개월,4개월,9개월)3

온분사

용기

제작

탁수행

(RIST)

부식시험

등 자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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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9개 시편의 부식률은 무시할만 하 음(9개월 처리

시편의 부식두께는 1×10-4 mm ~3×10-4 mm 정도).

KURT 장 지하수를 직 이용한 부식시험을 한 장

치를 직 설계하고,제작,설치하 음.

▸연구목표 달성도

1. 온분사코 기술을 이용하여 1/10규모 처분용기

제작

2.7가지 구리 구리합 에 한 다양한 조건에서의

기화학 부식시험 완료:구리 종류에 의한 부식

는 무시할 만 하 으며,구리순도의 향만 나타

남.

3.처분용기 부식 수명 측 로그램 개발:처분용기

수명 측 결과 KURT 지하수 조건에서 수 십만년

이상(설계기 :1,000년)

4.KURT 지하수 조건에서 장기 부식시험:9개월 동안

3가지 9개 부식시편의 부식 두께 1×10-4 mm ~

3×10
-4
mm 확인

8.복합폐기물

공학 방벽

처분방식

선정

① 이로 공정 분석 결과,5가지 종류의 장반감기 고

폐기물의 발생이 상됨. 이로 공정 물질수지식으로

부터 5가지 종류 폐기물별,부피 질량,핵종별 방사

능,열 선원항을 계산함. 이를 바탕으로 각 폐기물 별

장-처분용기 개념을 도출하고,회수성과 장기 장 기

능을 갖추며 처분 도를 향상시킨 다층 구조의 새로운

개념의 3가지 복합폐기물 처분방안- 속 폐기물은 상부

층에 처분하고,고 폐기물은 3가지 처분방안-을 도

출함.특히,처분방안-II에는 처분시스템 효율을 극 화

시킨 한국형 공학 방벽 모듈(K-PEM)을 고안하여 처

분개념에 도입하 음).처분방안 평가를 하여 국내외

문가 의견을 반 하고,처분효율 경제성 측면에서

최 의 방안을 선정함. 한,폐기물의 장기 리 기간

상되는 처분터 운 기간 동안의 환기 측면에서

의 10가지 처분터 배치안에 한 정량 비교를 통하

여 최 안을 작성함.

②회수성 장기 장 기능이 강화된 처분시스템 개발에

맞추어 지상 지하 시설 공정 시나리오를 개발하

음.핵심 시설인 폐기물 포장시설의 장비개념 도출을

하여 3DCAD툴을 이용하여 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공정에 맞춘 시뮬 이션 수

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 음.

③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재활용

혹은 새로운 처분기술을 비한 처분시스템의 회수성

향상을 목표로 복합처분시스템의 개념 설정을 수립함.

PWR과 CANDU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장기 장 략

을 포함한 방안을 제안함.

처분방안

개념개발

자체

수행 후

국내

문가

자문

검토

▸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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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로운 특성의 이로 공정 폐기물 분석을 통한 처

분용기 5가지 개념 개발

2.폐기물 회수성이 향상된 새로운 개념의 3가지 처분

방안 개발

3.처분시스템 효율 취 성을 극 화시킨 한국형 공

학 방벽 모듈(K-PEM)개발

4.환기 측면에서의 처분터 배치안 10가지에 한 정

량 분석 완료:최 안 도출

5.3차원 컴퓨터 그래픽에 의한 설계시스템 작업환경

구축

6.PWR과 CANDU사용후핵연료 장기 장 략 수립

9.A-KRS

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체계 구축

①운반안 성 평가체계는 국제간 자료 공동 활용을 강화

할 수 있도록 IAEA에서 개발한 INTERTRAN2 로그

램을 설치하고,ACCESS 로그램을 이용하여 운반 안

성 평가에 필요한 기본 자료 DB를 구축하 음.

②처분시설 운 안 성 평가를 하여 HAZOP 분석을

수행하여,이를 기반으로 지상시설 지하시설의 기

사건을 선정하 으며,이들 표사건에 하여 사건

수목을 구성하고 고장수목 분석을 수행하 음. 표사

고로 선정된 핵연료다발 낙하사고에 하여,1차년도에

정립된 CONPAS,AIMS PSA Manager를 활용하여

사고경 사고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시나리오별

확률을 구하 음.고장수목 분석 결과 HVAC 시스템

고장 확률은 8.063e-5,HEPA Filter 고장 확률은

1.201e-5으로 평가되었음

운반평가

해외

훈련

운 안

성 평가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사용후핵연료 운반안 성 평가 로그램

INTERTRAN2구축

2.ACCESS 로그램 기반 운반안 성 평가 입력자료

DB구축

3.한국형처분시스템에 한 HAZOP분석 완료: 기

사건 선정

4. 표사건에 한 사건수목 고장수목 분석:사고

시나리오 선정 사고 확률 산정

10.

선진핵주

기가

처분에

미치는

향 평가

①다양한 핵주기와 련된 문헌 조사를 통하여 국내 환경

에서 고려할 수 있는 5가지 핵주기를 선정함. 최근 해

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5가지 핵주기를 비교하고,국

내 용 가능한 핵주기를 3가지를 선별하 음.선정된

표 핵주기 2가지(직 처분-고온건식처리)를 심으로

장기 리-처분 방안을 제시하 음.

②1차년도에 수행된 고 폐기물 장기 리 방안의 사회

수용성에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용

후핵연료 처분시 을 기술 측면에서 분석하고 PWR

사용후핵연료의 고온건식처리를 고려한 처분시 을 제

안하 음.제안된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 2041

처분시

분석

일부

탁

핵주기

특성

분석

자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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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심으로 고 폐기물 리 정책 로드맵을 작성

하 음.

▸연구목표 달성도

1.5가지 핵주기를 상으로 기술 검토를 통해 2가지

핵주기를 선정하고 장기 리-처분 방안 수립

2.선정된 핵주기를 상으로 고 폐기물 리 로드

맵 작성

11.핵주기

폐기물

핵종

재고량

평가

로그램

(A-SOUR

CE)개발

①사용후핵연료 핵종 재고량 평가를 하여 2008년 말 기

모든 사용후핵연료(11,129개)제원 핵연료 장 일

데이터(20만개 이상의 데이터)구축.이를 바탕으로 각

호기별,제원,발생량,농축도,방출연소도,냉각시간 등

을 분석할 수 있는 배포 버 로그램을 완성하 음.

서로 다른 특성의 사용후핵연료가 이로 건식처리 되

는 경우에도 방사선원항을 수월하게 도출할 수 있는

로그램 개발을 하여 사용후핵연료 DB를 개량하고,

기능모듈 제어모듈을 개발함.

② 이로 건식처리 시나리오로부터 발생하는 사용후핵연

료 방사성폐기물의 방사선원항을 분석할 수 있는

로그램의 기능모듈을 추가로 개발 이며,이를 통하여

선진핵주기 선원항 로그램(A-SOURCE) 로그램이

완성 정(작업계산시간을 30여일 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가능:효율 30배 이상 향상).원 해체 폐기물

사용후핵연료 구조재로부터 발생되는 장반감기 폐기물

선원항 평가 검증 수행하여 구조재 폐기물의 방사선원

항을 계산 정확도를 200% 이상 증진함.

로그램

개발 등

자체개발

▸연구목표 달성도

1.2008년말 기 모든 PWR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

(11,129개 자료,20만개 데이터)DB 구축 완료

DB분석용 배포 버 DB 로그램 완성

2.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선원항 로그램 GUI모

듈 개발 등 간 완료(12월 최종 완료 정)

3.원 해체 폐기물 선원항 평가 검증을 통해 계산 정

확도를 200% 이상 향상시킨 로그램 개발(작업시간

30일이상에서 1일 이내로 단축 상,12월 완료

정)

12.KURT를

이용한

A-KRS

처분용기

부식 실험

①KURT 환경에서의 처분용기 부식실험을 하여

KURT 지하수를 이용한 실험실에서의 4종의 구리시편

을 이용한 장기 부식실험이 18개월 동안 진행 . 장

기간 부식시험 결과 모든 시편의 부식두께는 매우 완만

하게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냄.KURT 장에서 10년

이상 장기부식 실험을 한 장치를 설계,제작하고 테

스트하 음. 한,KURT 환경에서 온분사코 구리

시편의 국부 부식 시험을 하여 연구원의 미국 SWRI

연구소에 견을 통하여 3종의 구리시편 30여개를 이용

하여 실험한 결과,KURT 환경에서 처분용기의 국부

연구원

해외 견

을 통한

국부부식

시험

수행 등

자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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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은 거의 무시할 수 이었음. 완충재의 팽윤압 조

건이 부식에의 향을 악하기 하여 온도에 따른 팽

윤압을 측정함.온도가 높을수록 팽윤압이 감소하는

상을 발견함.

② 온분사코 구리용기의 을 해결하기 해 새로운

설계의 처분용기 개념을 제안하고 시험제작함. 온분

사코 용기의 구조 안정성 성능평가를 하여 일본

원자력연구개발기구(JAEA)의 단시험 설비를 공동 활

용하기 하여 소형 시험체를 제작하고,일본 JAEA와

KAERI가 서로 다른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사모사를

수행함. 향후 시험을 통해 두 모델의 해석 결과 비교

계획.

▸연구목표 달성도

1.KURT 지하수를 이용한 구리처분용기 장기 부식시

험(LAB시험:18개월 진행 )

2.KURT 지하수를 이용한 구리처분용기 국부부식 시

험 완료(3종의 구리 30여개 상):crevicecorrosion

향 무시 가능

3.온도에 따른 완충재 내 팽윤압 변화 측정:온도 증가

에 따라 팽윤압 감소 상 발견

4. 온분사코 구리처분용기 단시험을 한 성능평

가 수행

13.A-KRS

개념설계

①개선된 이로 공정 폐기물 특성을 재분석하여, 속폐

기물과 정련폐기물을 상으로 장용기와 처분용기를

설계하고 성능평가를 수행함. 한 CANDU사용후핵연

료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직 처분을 한 처분

용기를 설계하 음.국내에서 상되는 장반감기/고

폐기물(CANDU 사용후핵연료,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이로공정 고 폐기물,원 해체 장반감기폐기물)을

복합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 설계를 한 체계를

구축하고,각 폐기물 특성에 맞춘 처분시스템 비 개

념설계 수행.CANDU와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직 처

분은 수직공 처분방식으로 40개의 터 을 이용하며,

이로 공정 속폐기물은 2개의 수평 터 처분방식을

바탕으로 처분개념 설정.

②처분장 지상시설의 핵심시설인 사용후핵연료 포장시설

의 공정을 상으로 세부공정 련 장비 개념을 도

출함. 한 이로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특성에

맞춘 지하 처분공정을 분석하고 단 공정 장비 개념

을 도출함.

③개선된 이로 공정 고 폐기물 처분의 회수성과 장

기 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하여 한국형 공학 방벽

모듈(K-PEM)개념을 개발하고,이를 이용한 처분시스

템을 설계하여 처분효율을 향상시킴.

개념설계

성능평가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 744 -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추진 략

1.개선된 이로 공정에 따른 2종의 이로 처분용기

개념설계완료 성능평가 수행

2.회수성이 더욱 향상된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용

기 개념설계 성능평가 완료

3.HANARO사용후핵연료 처분용기 개념설계 완료

4.CANDU와 HANARO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시

스템 개념설계 완료(소요터 :40개)

5. 이로 공정 속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완료

(소요터 :2개)

6. 이로 공정 세라믹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념설계 (10

월 말)

7.핵심 지상시설에 한 세부 공정 련 장비 개념

완료

8.개선된 이로 공정 폐기물을 상으로 한국형 공학

방벽 모듈(K-PEM)개량

14.A-KRS

장기 리

운 안

성 평가

모듈 개발

①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에 한 험

운 성 검토 수행 결과를 토 로 안 성평가 수행의

기단계인 사건수목 구성에 필요한 표 인 사건자료

목록을 작성하 음

②처분시설 정상 운 시 안 성평가를 하여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의 표 기사건을 선정하고,CONPAS 로

그램을 이용하여 사건수목을 분석하고,AIMS-FTREX

를 이용하여 고장수목을 분석하 음. 이를 바탕으로

각 사고경 별 방사선원항을 평가하고 일반 피폭

선량을 평가함.

정상

운

안 성

평가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한국형처분시스템의 지상시설과 지하시설의 표 사

건자료 목록 작성

2.지상시설 지하시설에 한 기사건 선정,사건수

목 분석,고장수목 분석

3.각 사고 경 별 방사선원항 평가

15.

고 폐

기물

처분시

안 분석

①기술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 3가지 처분시 방안을

상으로 처분시 결정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를

심으로 비교 분석함. 기술 측면,안 성 측면,경

제 측면,윤리 측면,환경친화성,원자력 지속성,원

자력계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가장 바람직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착수 시 으로서 2041년을 제안함.

한 처분물량과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분석을 통해

정한 처분기간을 도출하 음.

②고 폐기물 국가 리 원칙, 리 사업자 비용,처

분 상 고 폐기물,2041년 CANDU사용후핵연료 처

분시 을 바탕으로 결정한 고 폐기물 리 사업 로

드맵,고 폐기물 리사업 수행 방안 등을 제안한

고 폐기물 리 기본계획(안)을 작성함.

처분시

분석

기본계획

(안)작성

등

자체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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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 의 CANDU사용후핵연료 처분시

2.고 폐기물 리 기본계획(안)

세부연구

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추진 략

1.선진핵주기

선원항

평가기술

개발-2010

①지난 단계에서 개발된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A-SOURCE)에 해 핵연료 방사선원항 평가모듈에

한 검증계산을 수행함.

-ORIGEN-S 계산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계산을 완

료함.5cases이상 비교를 완료하 으며,그 결과 ±5%

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 음.

- 한 ORNL에서 보유 인 핵연료 화학분석결과와 비교

를 통해 검증계산을 완료함.5가지 이상에 해 비교를

완료하 으며,그 결과 ±10%이내에서 일치함을 확인하

음.

②개발된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A-SOURCE)에 해

구조재 방사선원항 평가모듈에 한 검증계산을 수행

함.

-원자력연구원 PIEF와의 조체제 하에 PLUS7구조재

시편을 채취하여 시료로 제작하 으며,화학분석부와의

조체제하에 시편내 방사화핵종 재고량을 정량화함.

-방사능실측치와의 비교계산을 수행한 결과 ±5%이내에

서 일치함을 확인하 음.

③지난단계에서 개발된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에 해

속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 모듈의 편의환경을 개선하

으며, 한 국가 재고량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석모듈

을 개선함.

로그램

개발 등

과정

자체개발

▸연구목표 달성도

1.A-SOURCE 로그램의 핵연료 방사선원항 평가모

듈의 검증:ORIGEN-S계산결과와 ±5%이내에서 일

치하며,ORNL에서 보유 인 핵연료 화학분석결과와

±10%이내에서 일치.

2.A-SOURCE 로그램에 해 구조재 방사선원항 평

가모듈에 한 검증:방사능실측치와의 비교계산을

수행한 결과 ±5%이내에서 일치.

2.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개발-2010

① 온분사코 구리처분용기의 마개를 하기 해 기

존의 용 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용 부의 물리 변형

이나 구조 차이를 극복하기 해, 온분사코 용기

와 구리마개 사이를 용기재질과 동일한 형성법인 온

분사코 으로 합하는 방법을 최 로 시도하 으며,

온분사 합부에 한 헬륨 설시험을 한 결과,

온분사

용기

제작

탁

(RIST)

처분용기

<<2단계:2010년-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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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x10
-6
stdcm

3
/sec(공기 헬륨 농도 3.5x10

-6
std

cm3/sec)로 측정되어 설율이 ~0으로 설이 없

었음.이에 해당 기술을 특허출원 에 있음. 한

JAEA 단시험용 구리용기 1/20축소모형(직경5cmx길

이18cm)를 용 이 없이 분사코 기술만 용하여 성공

으로 제작하 음.

②한국형 공학 방벽의 물리 변수를 검증하기 해,

경주 Ca벤토나이트의 물리 변수에 한 반 인

검토 신뢰도를 분석함.경주산 Ca벤토나이트의 온

도와 시간에 따른 팽윤압 변화를 심층 조사하기 해 2

년간의 장기 팽윤압 시험을 계속 실시.

③Cl-이온의 Through-diffusiontest를 통해 칼슘벤토나

이트 내 음이온의 Kd값의 도출 이에 맞는 확산모델

식을 완성하 음.정립된 확산 모델식을 Sufide이온의

확산에 의한 구리부식모델로 확장하고,KURT 환경에

서의 다양한 부식인자에 한 구리수명 측 모델식을

수립.KURT 지하수를 이용한 실험실에서의 4종의 구

리시편을 이용한 2년간(24개월)의 장기부식실험을 완료

하고 최종 부식그래 를 완성하여,구리 부식율이 1㎛

/year이하임을 실험 으로 증명.KURT 장에 장기

부식시험을 한 독립실험실을 구축하고,KURT 장

에서 1년간 테스트된 장기부식장치를 보완한 신규장기

부식장치를 제작 설치하여,구리를 포함한 5종의

속(총 100개의 부식셀)을 2개의 시험 챔버에서 20년 목

표로 부식시험을 시작함.

설계

완충재

성능향상

자체

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 온분사코 을 이용한 구리용기-마개의 합:헬륨

설시험에 의한 기 확인

2.경주 압축벤토나이트 2년장기팽윤시험 실시:7,000시

간째 측정.

3.KURT 지하수 조건에서 24개월 장기 부식시험완료:

구리시편의 최 부식 두께 1㎛/year이하 확인.

4.KURT 환경의 다양한 부식인자에 한 구리수명

측 모델식 수립.

5.KURT 장 20년장기부식실험실 설치.

3.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2010

①처분터 배치를 하여 지화학 환경을 고려하여 심도

를 지하 500미터로 결정하고,KURT 주변 시추공 자

료를 반 한 수리모델을 구축함. 한,KURT주변 단

열 의 특성을 분석함.이를 바탕으로 처분터 길이와

개수를 반 한 처분구역을 선정함. 한 처분터 방

향 선정을 한 지하수량 분석을 수행하고 반 함.

②처분시스템 비용평가를 한 용 로그램 CAFE의 단

비용을 국산화를 하여 주요 인자를 선정함. 국내

실정에 맞는 단 비용을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문가와

함께 추정하고 입력자료 DB를 구축함[TR작성].

신개념

처분용기

자체

개발

처분방식

자체개발

해외 문

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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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로 공정 고 폐기물(monazite 세라믹폐기물)의

발열량을 A-SOURCE와 ORIGEN-ARP을 이용하여 구

함. 처분터 길이 배치 결정을 하여 ABAQUS

로그램을 이용한 열 해석을 통하여 결정함. 운 기

간 환-배기를 한 5가지 배치안에 한 분석을 통

하여 2가지 안을 선정하고 환-배기 정량 분석을 수행

함. 이를 바탕으로 고 고방열 폐기물의 장기 리

에 한 환-배기에 따른 열 거동 해석.
▸연구목표 달성도

1.KURT주변 시추공 자료를 반 한 수리모델을 구축.

2.처분시스템 단 비용을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문가

와 함께 추정하고 입력자료 DB를 구축.

3.운 기간 환-배기를 배치안 선정 정량 분석

4.선진핵주기

선원항

평가기술

개발-2011

①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핵 성능평가를 완료

함.-개발된 A-Source 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분용기

내 폐기물의 방사선원의 세기 방사선 스펙트럼의 평

가.

-앞서 도출된 방사선원항과 최종제시된 선진핵주기 처

분시스템 개념을 용하여 MCNP코드로 방사선 차폐

해석을 수행하고,용기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성능목

표치 1Gy/hr이하로 유지됨을 확인.

-앞서 도출된 결과에 해 설계계산서 작성을 완료하

음.

②주요 장반감기 핵종 국내 재고량 평가의 완료.

-핵분열성 핵종,Tc,I등의 10가지 이상 핵종에 해

원 부지별로 2100년까지 상되는 재고량을 도출.

③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 검증 사용자 편의 개선

-1차년도까지 개발된 로그램에 해 사용자 편의환경

을 개선하고, 로그램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해 1차

년도에 수행된 검증계산을 재수행.

로그램

검증은

일본

JAEA와

비교

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MCNP와 Microshield 로그램을 이용한 처분용기

주변 흡수선량 평가 완료 결과 검증. 방사선

성능기 만족함을 확인.

2.자체 개발한 ASOURCE 로그램을 활용한 국내 원

으로부터 발생된 TRU를 포함한 10여가지 핵종의

총 재고량 산정 시.

3.국내 사용후핵연료 DB를 바탕으로 이로 물질수지

를 반 하여 방사선원항 계산을 수행할 수 있는

ASOURCE 로그램 완성 검증완료.

5. 이로

공정

폐기물

처분용기

①한국형 공학 방벽의 물성인자를 검증하고,자체 개발

한 1/30규모의 단시험기기를 이용한 한국형 공학

방벽에서의 처분용기 단시험을 실시.경주 Ca압축벤

토나이트의 2년 장기팽윤시험을 계속 진행하고,비교시

험으로 미국산 Na압축벤토나이트의 팽윤시험을 실시.

처분용기

개발

단시험

장치 등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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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2011

감온 승온 효과의 검증과 다 팽윤시험을 해 6개

의 multi-swelling측정 시스템을 구축.

② 단시험 해석을 해 한국형 공학 방벽의 물성인자

를 용한 2가지 탄성 모델로서 산모사를 수행하고

실제 단시험과 비교 해석.처분용기의 장기부식시험

셀수를 확장하고,얻어진 장기부식시험 결과를 이용한

1차년도 개발된 수명 측 로그램을 ±20% 이내로 모

델식 개선.
개발

수행
▸연구목표 달성도

1.처분용기에 한 단응력 시험을 한 1/30규모 장

치를 자체 개발하고 단응력 시험을 완료함.다양한

조건에서 Ca-벤토나이트와 Na-벤토나이트에 한 팽

윤압 측정을 완료함.

2. 단응력 시험을 해석하기 한 2가지 탄성 모델을

이용한 산 해석을 수행함.실험실에서 수행된 730일

장기 부식시험을 상으로 자체 개발한 수명 측

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완료함.

6.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2011

①단 방벽 공학 평가:설계된 처분시스템에 해 수직

수평 처분공을 기 으로 단 방벽의 열 ,구조 ,

방사선 성능평가 수행.이를 통해 열 처분 도를

10%이상 향상시키는 방안 도출.

②개발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에 한 성능평가 안

성평가를 완료함.이에 한 국제기구 문가검토

(peerreview)를 거쳐 처분시스템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하여, 문 종합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IAEA 측에

발송 완료함.

③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처분모듈)을 비용평가하고,직

처분비용과 비교 분석함.

처분시스

템 개발

과정(설

계,

성능평가,

비용평가

등)자체

수행/종합

보고서는

국제

기구

문감

검토

▸연구목표 달성도

1.처분시스템 단 방벽에 한 성능평가(열 ,구조

안정성,방사선 )완료 이를 통한 열 처분 도

10% 이상 향상 방안 도출. 차기 단계 과제 내용에

포함.

2.5년간 수행 연구내용을 정리하여, 문 종합보고서를

완료하여,IAEA 문가검토를 해 발송함.

2. 련분야에의 기여도

기존 한국형 처분시스템을 향상시키기 해서 여러 가지 고 폐기물에 한 심

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을 개발하 다.해당 고

폐기물은 CANDU 사용후핵연료,HANARO 사용후핵연료,새로운 핵연료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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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상되는 고 폐기물 원자력발 소 해체로부터 발생하는 장반감기 폐기

물을 상으로 하 다.이를 하여 국내 발생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를 종합한

데이터베이스 로그램을 개발하고,이를 바탕으로 이로공정 폐기물의 선원항을

물질수지에 맞추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로그램을 자체 개발하 다. 이 로그

램을 활용하면,다양한 후행 핵주기 공정에 한 방사선원항 계산을 수행할 수 있

을 뿐만 아니라,주요 핵종들에 한 국내 총 재고량 평가도 가능하다. 한, 장

수송 등의 설계 성능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방사선원항의 평가도 가능하다.

후행 핵주기에 필요한 방사선원항 평가 로그램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향후 상되

는 다양한 종류의 유사한 상황(핵물질 감시 등)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 다고

단된다.

CANDU 사용후핵연료의 안 한 처분을 해 처분용기 개발하 으며,회수가 가

능하면서 보다 많은 CANDU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시스템을 개발하

다. HANARO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발생량이 많지 않아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 방안과 유사한 방식을 취하 다.고온 해분리 공정에서 나오는 고 폐기

물은 공정 시스템을 분석하여 다양한 폐기물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에 합한 처

분용기를 개발함과 동시에 심지층 처분시스템을 제안하 다.

처분용기는 기존 5㎝ 두께 구리용기의 안으로 주철용기 표면에 1㎝ 두께 구

리코 을 한 처분용기를 개발하여 량과 제작비용을 획기 으로 인 용기를 개발

하여,처분장 건설에 있어서 경제성을 확보에 도움을 주었다. 1/10규모 온분사

코 구리 처분용기 시제품을 제작하여,기술성을 확인하 으며,구리 시편에 해

KURT 장에서의 장기 부식시험을 수행하여,향후 처분용기 상용화에 필요한 기

자료를 구축하 다. 한편 개발된 구리코 처분용기의 수명을 측할 수 있는

독자 인 해석 모델을 개발하여 처분용기의 건 성을 용이하게 확보하 다.

처분시스템의 완충재는 우리 연구원에서 특성이 규명된 국산 칼슘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 설계하 으며,완충재 성능 향상을 하여 열 도도 요오드-129동

원소의 흡착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다.

지하 처분시스템의 처분 도를 높이기 해서 확보된 국내 표 암반인 화강암의

특성을 근거로 처분장 설계에 반 하 다.그 결과 CANDU 사용후핵연료와

HANARO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은 이 단계와 유사한 수직공 처분시스템을 보

완하는 방향으로 설계 방향을 설정하 으며,선진핵주기 고 폐기물의 경우 처분

도 향상을 한 다양한 처분개념을 도입하 다. KURT 주변 암반 특성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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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열 해석을 통하여 처분장을 설계하 으며,수리학 특성과 환기 측면을 반 하

여 처분장 배치를 결정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을 설계,성능평가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다.

한국형기 처분시스템의 안 성 평가를 하여 축 된 원자력발 소를 포함한 원

자력 시설의 운 안 성 평가기술을 바탕으로 처분시설의 운 안 성 평가 체

계를 확보하 다.사용후핵연료 리와 련된 정책 설정과 련하여 본 연구에서

는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을 제시하여 국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 다.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 개발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해결하여야만

하는 요한 항목이며,본 연구를 통해서 한국형기 처분시스템 개발이 기술 도입

단계를 벗어나 기술 발 단계로 나아가는 토 를 마련하 다고 평가된다. 세부

으로 살펴보면,①다양한 고 폐기물을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복합 처분시스템

개발,②처분장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처분 도 향상,③처분된 폐기물의 회수

성 향상,④장기 리 기능의 확보를 마련하 다.

결론 으로,본 연구에서 얻어진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개발 연구

결과는 원자력의 지속 이용에 따른 막 한 양의 사용후핵연료 리에 한

한 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됨으로써 향후 상되는 처분부지 확보와 련된 많

은 사회 문제의 해결에 도움일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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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경제 활용

본 과제에서 개발된 선진핵주기 고 폐기물 처분시스템이 선진핵주기와 함께

연계될 경우 상되는 경제․산업 효과는 막 할 것으로 단된다.개발된

A-KRS처분시스템이 요구하는 처분부지 면 은 획기 으로 축소되어 처분 부지

확보에 따른 경제 ,사회 향이 막 하다. 재 설계에 따르며 직 처분과 비

교하여 처분면 이 약 1/50정도로 축소되며,이를 1/100정도로 만들기 해서는

공학 방벽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공학 방벽 성능 향상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이 요구된다.

재 국내 28기 원자로의 가동으로부터 상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에 필요한

처분용기는 략 15,000여개로 상되며,처분용기 1개의 제작비용이 3억 여 원으로

추정된다.따라서 본 개발한 처분용기 제작법에서는 구리 소요량을 획기 으로

으며,제작도 수월하다. 따라서 처분용기 제작비만으로도 큰 감 효과(수 천억

원 이상)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 향후 실규모 제작이 성공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많은 심 상된다.이를 하여 온분사코 을 통한 실규모 제작을 통해 기술성

과 안 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보다 실 지원을 통한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고 폐기물 방사선원항 평가를 하여 개발한 ASOURCE 로그램의 경우 다

양한 후행 핵주기 정책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로그램이다. 본 로그

램의 핵심에 해당되는 ‘depletionmodule'의 경우 미국 ORNL연구소가 개발한 모

듈을 이용하고 있으나,이에 한 국산화 작업도 착수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며,

이를 완성할 경우 후행 핵주기의 다양한 분야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한편,개발된 CANDU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스템은 처분 도가 크게 향상되어,

CANDU원자로를 개발한 캐나다에서의 심도 클 것으로 기 하고 있다.이 경우

이와 련된 많은 기술 교환이 캐나다와 이루어질 수 있다.

2.사회 활용

사용후핵연료의 한 리 방안의 수립은 원자력으로부터 수혜를 입은 세 의



- 752 -

의무이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처분시스템은 기존 방식과 달리 회수

장기 리를 가능하게 개선함으로써 미래에 더욱 바람직한 기술이 개발될 경우까지

비하 으며,이는 세 간의 마찰도 일 것으로 본다.사용후핵연료 리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이슈인 부지 문제를 ‘장기 리 기능’을 갖춤으로써 간 장-처분 2개

의 부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일 부지로 해결할 수 있게 하여,부지 확보과정에

서의 사회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다. 한,처분 도가 향상되어 요구되는 부지

면 도 축소되어 부지확보 과정도 보다 수월해 질 것으로 본다.

3.기술 활용

선진핵주기 폐기물 처분시스템은 재 국내 원자력계가 극 으로 검토하고 있

는 SFR원자로 이로 공정과 함께 미래 원자력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

서 개발된 선진핵주기 처분시스템의 우수성이 실증될 경우,선진 핵주기의 도입에

매우 정 인 결과를 유도할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에 한 국가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는 국내 상황을 고려하

면,기술 측면에서 분석된 국내 고 폐기물 국가 리 로그램은 국가 정책 결

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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