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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capacity of spent nuclear fuel storage pool at reactor sites becomes saturated in ten years, long term dry 
storage strategy has been recently discussed as an alternative option in Korea. In this study, we reviewed safety-
criteria-related research results on spent nuclear fuel performance and integrity under long-term dry storage and 
proposed the direction and the scope of future domestic research and development. Creep and hydride effect in 
relation to the embrittlement are known to be the major degradation mechanisms of the spent fuels during the long 
term dry storage. However, recent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hydride reorientation and hydride embrittlement 
are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to the spent fuel integrity. Accordingly safety criteria of US and Japan for the 
storage system are basically founded on those mechanisms. However, in Korea, not only in-pile but out-of-pile 
experimental data have not been generated to understand fuel cladding degradation and to determine the criteria 
to ensure the safety. In addition, the transient behavior of the spent fuel during transportation also needs to be 
thoroughly examined. Therefore, various experi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 will be required to establish our 
own safety criteria for future long-term dry storage of domestic spent fuels.

최근 국내에서도 원전 부지 내에 건설된 습식저장조의 용량이 곧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 논문에서는 앞으로 다양하게 논의될 저장시스템의 안전성과 함께 장기 건식저장 시 발생하는 사용후핵

연료의 특성 및 건전성 변화에 대해 이제까지 국내외에서 연구 보고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추구해야 할 연구방

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건식저장 기간 동안 진행될 수 있는 여러 피복관 열화기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구는 

크립 변형과 수소화물에 의한 영향이었으며, 이들이 사용후핵연료 장기 건식저장 시 규제기술기준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과거에는 피복관의 크립 변형이 가장 중요한 열화기구로 평가되었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통

해 수소화물에 의한 영향이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미국의 규제기준과 새로운 온도 범위를 제시하고 있는 일본의 

규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수소화물에 의한 영향이 발생하는 응력과 온도 조건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연구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며, 나아가 사용후핵연료의 취급 시 거동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부분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내 사용후핵연료 특성에 맞는 건식저장조건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이

들 자료에 대한 충분한 생산과 평가 및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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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에는 각각 19 기와 4 기의 가압경수로와 중

수로가 가동 중이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원전

은 총 11 기 이다. 이들 원전에서 방출되는 사용후핵연료

는 최종 처분되기 전 원자로 부지 내의 습식 저장조에서 5 

년부터 15 년 정도 임시 보관된다. 이 기간이 끝난 후 사

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방법은 심지층에 영구 처분하거

나, 혹은 재처리 후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처분

하는 방식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최종 처분 방식

을 결정하지 못하고 국내 경수로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

료 모두를 발전소 내 수중 저장조에서 보관되고 있다. 그

러나 국내 원전의 저장조 용량의 한계로 2025년경에는 이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

료를 처분하기 위한 그 중간단계로 사용후핵연료를 공기

나 불활성 기체로 채워진 별도의 용기에 저장하는 건식저

장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건식저장 방

식의 경우 안전성,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

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방식을 이용하

고 있는 추세이다.

 Fig. 1 은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연소도 

추이를 보여준다[1].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기준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평균 연소도는 45 GWd/tU 에 이르

고 있으며 최대 연소도 또한 55 GWd/tU 를 초과한 연료가 

방출되었고 2012년 12월 기준[2] 국내 경수로 사용후핵연

료 저장량은 5,744 톤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 부지 내 습식저장

조에서 최소 5 년 이상 저장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습식저

장 이후 건식저장을 위해 저장조로부터 인출되어 진공 건

조 및 헬륨장입 과정을 통하여 피복관 및 집합체 표면에 

남아 있는 습기를 제거한 후 건식저장용기에 장입된다. 습

식저장조에서 인출되는 시점이 건식저장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잠열에 의

해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온도는 400℃ 이상에[3, 4] 이

르게 된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들로는 크립(creep)[5-7]과 수소화물재배열[8-10], 지연수

소화균열(Delayed Hydride Cracking, DHC)[11-13], 응력

부식균열[14, 15], 산화 및 부식에 의한 파괴 등을 들 수 있

다[16]. 미국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U.S. Nuclear Regula-

tory Commission, NRC)는 건식저장 초기에는 여러 열화

기구 중에서 크립을 주요 열화기구로 지목하고 피복관의 

온도를 제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나 [17-20] 이후 크립 

변형률을 1%내로 제한하였다[21]. 그러나 최근에는 수소

화물재배열, 지연수소화균열, 수소취성 등의 수소화물로 

인한 연료의 건전성 저하가 피복관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주요 열화기구로 거론되고 있다[22-24]. 따라서 규제 요건 

또한 피복관의 원주응력을 90 MPa 이하로 유지하고 열주

기(thermal cycling) 횟수를 제한하는 등[25, 26] 수소화물

로 인한 연료의 건전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

화하고 있는 실정이다[27].

위에서 언급된 열화기구들은 원자로 내 연소에 따른 

기체상 핵분열생성물에 의한 봉내압과 산화막 두께, 수소

농도 등의 피복관의 재료적인 조건에 의해 직·간접적으

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방출 연소

도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산화막 두께, 수소농도, 봉내

압 등의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열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재료적 조건을 조사하였

고 Origen-ARP를 이용하여 연소이력에 따른 사용후핵연

료의 방사능 및 붕괴열에 대해 계산하였다. 또한 건식저장 

동안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주요 열화기구로 작용하고 

있는 수소화물재배열, 지연수소화균열 등의 주요 열화기

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식저장을 경험한 일부 선

진국의 규제요건을 재료적인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2.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재료적 특성 

건식저장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연성 감소 
Fig. 1. Annual Production Amount and Burn-up Trend of Domestic Spent 

Nuclear Fue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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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은 크게 수소화물에 의한 것과 중성자 조사에 의한 것

이 있는데 조사에 의한 경화는 상대적으로 높은 피복관의 

온도로 인해 어느 정도 완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조사에 의한 영향을 제외한 사용후

핵연료 피복관의 재료적 특성을 보고자 하였다.

2.1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산화막과 수소농도

일반적으로 핵연료의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피복관의 

산화막 두께와 수소농도는 증가한다. 산화막 두께 증가에 

의한 피복관내의 수소농도 증가는 결국 피복관을 취화시

켜 재료적 건전성을 저하시킨다. 지르코늄의 산화는 기본

적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Fig. 2는 2000년 대 중반 미국전력연구원(Electric Pow-

er Research Institute, EPRI)에서 보고한 연료봉 평균 연소

도에 따른 피복관의 최대 산화막 두께를 보여준다[28]. 그

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소도 40 GWd/tU 을 넘어서면서

부터 산화막 두께는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동일

한 연소도에서도 연소이력에 따라 산화막 두께가 달라지

기 때문이다[29].

Fig. 3은 최근 국내에서 보고된 연구결과로 국내 사용

후핵연료 피복관의 산화막 두께에 미치는 연소도의 영향

을 보여준다. 연구결과 산화두께의 평균적인 거동은 EPRI

결과와 매우 유사하지만 동일한 연소도를 가질지라도 산

화막 두께는 연소이력에 영향을 받고 연소도가 증가할수

록 그 영향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연소도 55 GWd/tU 에서는 100 ㎛ 이상의 산화막이 

생성될 수 있으며 연소이력에 따라 약 40 ㎛ 이상의 편차가 

생길 수 있다. 고연소 연료에서 산화가속화가 일어나는 원

인으로 수소화물에 의한 영향이 지목되고 있으며[30-32], 

산화막 표면에 크러드(CRUD)가 침전되는 경우 크러드의 

낮은 열전도도로 인해 금속계면의 온도는 더욱 증가하여 

산화막의 두께는 더 증가할 수 있다[33].

피복관의 수소화는 지르코늄과 냉각수의 부식으로 인

한 필연적인 반응 생성물이다. 즉 수소 흡수(pick-up)란 

지르코늄 금속의 수소 친화성으로 인해 산화 반응에서 생

성되는 수소의 일부가 지르코늄 기지 내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으로 흡수되는 분율은 지르코늄합금의 종류와 산화온

도, 압력 등의 함수이지만 최종적으로 피복관 내에 축적되

는 총 수소의 양은 산화량에 비례한다. 경수로에서 운전되

는 Zircaloy-4 피복관의 경우 그 분율은 0.15-0.16 의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34, 35].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산

화막측정은 와전류탐상시험(Eddy Current Testing)을 이

용하여 비교적 손쉽게 측정할 수 있지만, 수소분석의 경우 

파괴시험을 수행하고 수소분석기를 이용하여야만 함유량

을 측정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많은 연구결과들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거나 

모델링을 통해 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Fig. 4 는 EPRI 

Fig. 2. Cladding Surface Oxide Layer Thickness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Average Burn-up[28].

Fig. 3. Effect of Thermal History on Oxide Layer Thickness Distribution 
of Domestic Spent Nuclear Fuel (SNF) as a Function of Rod Average 

Burn-up[29].

Zr+2H2O=ZrO2+4H or 2H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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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에서 제시한 연소도에 따른 수소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수소농도는 산화막 두께

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연소도 45 GWd/tU 이상

에서 400 wppm 이상의 수소가 피복관 내에 존재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5는 최근 국내 연구결과로 연소

이력이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수소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1990년 후반부터 국내에서 발생된 사용후핵연

료 피복관(Zircaloy-4)의 최대 방출 연소도가 50 GWd/tU 

를 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의 국내 사용후핵연

료 피복관도 600 wppm 이상의 수소를 함유하고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2.2 사용후핵연료의 봉내압

원자로운전 중 방출된 핵분열생성 기체들에 의한 봉

내압은 장기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기간 동안 피복

관의 크립과 수소화물재배열, 지연수소화균열을 유발하는 

직접적 인자로 피복관 열화에 큰 영향을 준다. 사용후핵연

료의 봉내압 또한 산화막 두께나 수소농도와 마찬가지로 

연소이력에 따라 핵분열생성 기체의 방출량이 달라진다. 

또한 수소분석과 마찬가지로 핫셀시설에서 조사된 핵연료

의 파괴시험을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하다. Einziger 등[36]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Surry 원자로에서 방출된 사용후핵

연료의 경우(건식저장용기에 15 년 동안 저장된 사용후핵

연료, 방출연소도: 36 GWd/tU) 조사후시험 결과 핵분열생

성 기체의 방출률은 0.5-1%이었던 반면, Limerick 원자로 

사용후핵연료(9×9 GE, 3-cycle, 56 GWd/tU)의 경우는 방

출률이 5-17% 였고, Robinson(15×15 FRA-ANP, 5-7 cycle, 

57 GWd/tU) 의 경우는 1.4-2.4% 이었다[37]. Limerick 사

용후핵연료의 경우 핵연료 소결체 내의 무수한 미세균열

이 높은 방출률의 원인으로 판단되었다. 기본적으로 기체

상 핵분열생성물의 방출률은 연소도가 낮을 때에는 시간

의 제곱근에 비례하지만 연소도가 증가하여 30 GWd/tU 

를 넘어서게 되면 증가하기 시작하며 55 GWd/tU 를 초과

할 경우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8]. Fig. 6

은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연소이력에 따른 봉내압 평가 결

과이다 [29].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연소도가 증가할수록 

봉내압은 증가하고 동일한 연소도를 가질지라도 연소이력

에 따라 봉내압의 편차는 커진다. 이는 향후 사용후핵연료

를 구분하는 기준을 선정할 때 연소도 뿐만 아니라 연소이

력 또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Fig. 4. Hydrogen Content Distribution as a Function of Burn-up in 
Low-tin Zircaloy-4[28].

Fig. 5. Effect of Thermal History on Hydrogen Concentration Distribution 
of Domestic SNF as a Function of Rod Average Burn-up[29].

Fig. 6. Internal Rod Pressure Distribution of Domestic SNF at 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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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가연성 흡수체(Burnable Absorber) 연료

봉의 경우 출력이 낮아 산화막 두께, 수소농도, 봉내압 등

이 일반 연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다(국

내에서는 가돌리니아(Gd2O3) 연료가 주로 사용). 그러나 

IFBA (Integral Fuel Burnable Absorber) 연료는 소결체에 

보론 (ZrB2)이 코팅되어 있어 헬륨방출로 인해 봉내압이 

일반 연료와 비교하여 높은 값을 갖는다[39].

봉내압은 결국 피복관에 원주응력을 형성시키는데 원

주응력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으로 환산할 수 있다.

여기서, σθ = 원주응력(MPa), ri = 피복관 안쪽 반경, r0 

= 피복관 바깥쪽 반경, Pi = 봉내압, P0 = 외부기압, t = 산화

막을 제외한 피복관 두께.

Fig. 6에서 제시된 봉내압은 상온(25℃)에서 제시된 값

으로 건식저장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에 작용하는 원주응

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식저장 시스템에서 핵연료의 

축 방향 온도분포뿐만 아니라 연료의 제원, 열팽창, 연료봉 

내부의 핵분열생성기체가 차지하는 공간 등에 대한 계산

이 이루어져야 한다. Fig. 7 은 피복관의 외부 축 방향 온도

를 400℃로 가정하고 건식저장 조건에서 핵연료에 미치는 

응력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45 GWd/tU 

의 연료의 경우 응력이 90 MPa 이하였지만 일부 고연소 연

료의 경우 90 MPa 이상의 응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3.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및 열적 특성

3.1 방사능과 붕괴열

국내 사용후핵연료 방출량 추이에 따르면 2020년 경

에는 16×16 표준형 사용후핵연료가 가장 많이 방출될 것

Fig. 7. Cladding Hoop Stress Distribution of Domestic SNF at 400℃[29]. 

Fig. 8. Radioactivity (left) and Decay Heat (right) of Domestic Spent 
Nuclear Fuel Assembly. 

σθ= t
riPi r0P0 (2)

Fig. 9. Variation of Decay heat in Korea Standard Fuel Assembly (42 
GWd/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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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상되어[1] 16×16 표준형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대

상으로 Origen-ARP[40]를 이용하여 사용후핵연료에서 발

생하는 방사능과 붕괴열에 대한 평가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연소이력이 붕괴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 

앞서 조사된 연소이력과 연소도를 [29] 바탕으로 최대연

소도(55 GWd/tU), 평균연소도(42 GWd/tU), 최소연소도

(25 GWd/tU)를 가진 집합체를(초기 농축도 각각 4.45%, 

3.99%, 2.37%) 대상으로 백만년의 시간 변화에 따른 총 방

사능과 붕괴열을 계산하였다. Fig. 8은 시간에 따른 방사

능과 붕괴열변화를 보여준다. Fig. 8 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원자로 노외 방출 직후 방사능과 붕괴열의 평균값은 각

각 ∼106 Ci와 ∼5000 W에 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

수적으로 감소하여 100만 년이 지나면 ∼10 Ci와 ∼0.1 

W 정도로 낮아진다. 평가결과 방사능과 붕괴열은 연소도 

차이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의 계

산 결과를 토대로 건식저장 시 중요하게 평가되는 10 년, 

100 년 시점에 방사능과 붕괴열은 초기 대비 각각 0.1%와 

0.01%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Fig. 9은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붕괴열에 기여하는 주

요 핵종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붕괴 후 

천 년을 전후로 하여 지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종에 차

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천년 이전에는 주로 90Sr, 
90Y, 137Cs, 137mBa과 같은 단반감기·고발열성핵종과 238Pu, 
241Am, 242Cm, 244Cm 등 일부 악티나이드 계열의 핵종의 양

이 지배적이며 특히, 241Am의 경우 붕괴열이 크지 않은 다

른 초우라늄 핵종으로부터 꾸준히 생성되어 붕괴열에 대

한 기여도가 점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단반감

기·고발열성핵종이 모두 소멸되는 천 년 이후에는 239Pu, 
240Pu, 243Am 등 악티나이드 계열의 핵종들에서 주로 붕괴

열이 발생한다. 그러나 그 발생량이 수 와트 이하로 피복관 

온도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Fig. 10은 국내 표준형 핵연료의(55 GWd/tU) 연소이

력에 따른 붕괴열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산화막 두께와 

수소농도, 봉내압은 연소이력에 큰 영향을 받았지만, 그림

에서 알 수 있듯이 붕괴열은 연소이력에 큰 영향을 받지 않

는다. 저장 초기에는 작은 차이를 갖지만 냉각 10 년 이후

에는 모든 경우에서 동일하였다. 이는 방출 후 약 10 년까

지는 주로 단반감기·고발열성핵종들로부터 붕괴열이 발

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기 10 년은 습식저장에 해당되

므로 붕괴열 계산에 있어서 연소이력은 고려하지 않아도 

Fig. 10. Decay heat of Korea Standard Fuel Assembly (55 GWd/tU) as a Function of Time (left) and Its Thermal History 
Used in Calcula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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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으로 판단된다.

3.2 건식저장 중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온도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 용기에 이송하기 위해 습식

저장조에서 인출하는 순간 붕괴열에 의해 피복관의 온도

는 상승한다. 또한 피복관 외부의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 

진공 건조를 진행하는 동안 피복관의 온도는 앞서 언급하

였듯이 400℃ 이상에 [3, 4] 이르게 된다. 그러나 실제 진

공 건조 과정 중에 핵연료의 온도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

는지는 진공 건조 시간에 달려있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래 수식은 미국 전력연

구원(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EPRI)[41]이 제시

한 건식저장 기간 동안의 피복관의 온도이력 변화를 나타

낸 식이다. 

여기서 T는 절대온도[K], t는 저장시간[year] 이다. 이 

온도분포는 저장용기 바깥의 외부 온도는 40℃ 로 고정하

고 공기의 열전달계수를 상수로 가정한 다음 FALCON코

드를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피복관의 온도변화를 구한 식

이다. 또한 초기 저장온도를 400℃ 로 가정하였고 연소도 

60 GWd/tU의 사용후핵연료가 8.5 년 동안 습식 냉각된 

후의 붕괴열을 기반으로 하였다. 한편 실제 핵연료를 운반

용기에 저장하고 15 년 후에 인출하여 실험한 Surry 연료

의 경우 아래의 온도 변화 곡선을 제시하였다[42]. 

위 온도변화는 초기 저장온도인 344℃와 14.8 년 후 측

정결과인 155℃를 고정하고 대기 중 온도를 가장 더운 여

름의 온도(38℃)로 가정하여 도출되었지만 측정 당시 저

장용기의 뚜껑을 열고 측정하였기 때문에 저장용기 내의 

열이 측정값이 실제 값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Fig. 11

은 위의 두 온도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연소도 60 GWd/

tU 로 계산된 연료의 경우에는 건식저장 40 년 이후의 온

도가 약 245℃ 지만 연소도 35.7 GWd/tU 의 Surry 연료의 

경우 약 60℃이다. 이러한 온도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앞서 언급된 연소도에 따른 붕괴열, 냉각기간에 따른 

연료의 특성과 저장용기의 냉각 성능에 따라 결정된다. 저

장용기 내부는 다양한 재질을 가진 연료바스켓, 차폐체, 캐

니스터 등으로 이루어져 사용후핵연료의 잠열은 다소 복

잡한 열전달 과정을 거쳐 냉각된다. 현재 건식저장 시스템

은 COBRA-SFS[43]와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PHOEN-

ICS-3.2[44], STAR-CCM+[45], FLUENT[46, 47] 등을 이용

하여 온도를 해석하고 있지만 대부분 집합체 자체를 하나

의 열원으로 가정하여 해석한다. 최근 피복관의 온도를 해

석하기 위해 개개의 연료봉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고 있지

만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48, 49].

Fig. 11. Cladding Temperature Variation during Dry Storage. 

Fig. 12. Zirconium Creep Deformation Map.

T=517.48+155.52exp(－0.0877t)－0.06922575t (3)

T=308exp(－0.064t)+309 (4)



JNFCWT(Korean) Vol.11 No.4 pp.333-349, December 2013         

Juseong Kim. et al : Review on Spent Nuclear Fuel Performance and Degradation Mechanisms under Long-term 
Dry Storage

340

4.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열화기구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식저장 기간 중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물성을 저하시키는 열화기구는 크립, 수소화물

재배열, 지연수소화균열, 응력부식균열, 산화 및 부식 등

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주요한 열화기구인 크립

과 수소화물에 의한 열화기구에만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4.1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크립

장기간 동안 고온에 노출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조건에서는 연료봉 내부에 축적된 핵분열생성기체로 인

한 내부 압력에 의해 피복관의 크립 변형이 발생하고 응력

이 높은 경우 크립에 의한 파단(rupture)이 발생할 수 있다. 

지르코늄합금 피복관에 작용하는 주요 크립 기구는 지르

코늄의 크립 지도[20]에서 알 수 있듯이 응력과 온도에 따

라 다르다(Fig. 12). 그러나 작용할 수 있는 크립 기구 중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피복관 환경조건에서 작용할 것으

로 예측되는 기구는 전위 상승과 활주(dislocation climb 

and glide), 결정입계 미끄러짐(grain boundary sliding)

과 Coble 정도이다.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경우 중성자 조사와 수소화물

의 영향으로 조사되지 않은 핵연료보다 크립 변형량이 작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Einziger 등[51]은 연소도 27-31 

GWd/tU의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을 대상으로 482-571℃

의 온도에서 7,600 시간 동안 실험하였는데, 실험 결과 크

립 변형률은 1.7-7%이었으며 피복관에 심각한 균열이 발

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Peehs 

등[18]은 피복관의 첨두 온도가 400℃ 이하일 경우 전체적

인 피복관의 변형률이 2-3%를 넘지 않는다면 크립은 피

복관의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Spilker 등[52]은 80-150 MPa, 250-400℃에서 시험을 수행

하였고 크립 변형률 1% 이내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Ito 등[53]은 피복관에 변형경화법칙

(strain hardening rule)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상

상태 크립에서 제 3 차 크립으로 전환되는 변형률로 1% 변

형률을 제시하였다. 또한 Goll 등[7]은 연소도 54-64 GWd/

tU, Zircaloy-4를 이용해 300℃와 370℃, 320-630 MPa 응

력 조건에서 크립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2% 이내의 균일 

소성 변형률 이하에서는 파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EPRI[54]는 2% 크립 제한 변형률을 제시한 

바 있고 67 GWd/tU, Zircaloy-4의 크립 변형률이 5% 이상

에서도 파단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고된바 있다[5]. 실제 

건식저장 조건에서 크립은 발생하지만 피복관에 적용되

는 온도와 응력이 낮고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와 응력이 감

소하는 건식저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재는 건전성에 심

각한 위협을 주는 열화기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4.2 수소화물에 의한 피복관 열화

4.2.1 수소화물재배열

지르코늄합금 수소화물의 배열 방향은 결정방위(tex-

ture)와 응력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피복관 제조 시 필

거링(Pilgering) 과정을 통해 원주방향으로 수소화물이 생

성되도록 Fn 지수(전체 수소화물에 대한 반경 방향 수소화

물의 비)를 0.3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피복관의 온

도가 상승하게 되면 석출된 지르코늄 수소화물은 용해되

고 이후 서서히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재침전(re-precipi-

tation)된다. 원주방향의 수소화물이 재침전될 때 높은 응

력에 의해 반경 방향의 수소화물로 배열되는 현상을 수소

화물재배열(Hydride reorientation)이라 한다. Fig. 13은 

원주방향의 수소화물과 반경방향의 수소화물을 보여준다

[5]. 수소화물재배열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반경 방향의 수

소화물이 피복관내에 존재하는 경우 그 연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10, 55-58]. 건식저장 기간 중에는 외

부응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배열이 발생하더라도 재

료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지만 수송 중 갑작스런 충격이

나 외부응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복관이 심각하게 훼

손될 수 있다.

수소화물재배열은 온도, 응력, 수소화물의 농도, 냉

Fig. 13. Hydride Morphology in Irradiated Cladding: Circumferential 
Hydride (left), and Radial Hydride (righ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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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속도, 열주기 횟수 등의 함수로 알려져 있다. 이 중에

서도 수소화물재배열을 발생시키는 문턱응력(Threshold 

stress)이 가장 중요하다. Kese [59]는 미조사 피복관 인

장실험을 통해 문턱응력이 90 MPa 이라고 결론 내렸고 

Chung [60]은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건

식저장 조건에서 재배열이 나타날 수 있는 문턱응력 값을 

90-100 MPa로 주장하였다(Fig. 14). 현재는 이 주장이 받

아들여져 수소화물재배열과 관련된 90 MPa 의 응력이 규

제요건으로 사용되고 있다[26]. 그러나 최근 연구된 결과

에 따르면 90 MPa 이하의 응력에서도 수소화물재배열 현

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1, 62]. Daum 

등[62]은 조사되지 않은 Zircaloy-4와 조사된 피복관의 문

턱응력은 400℃에서 각각 80±10 MPa, 75±12 MPa이라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문턱응력 또한 피복관의 온도

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고되고 있다[55]. Goll 등[7]은 조

사된 Zircaloy-4를 대상으로 300℃, 100 MPa의 응력으로 

실험한 결과 원주방향의 수소화물이 반경 방향 수소화물

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Oohama등[63] 또한 300℃

에서 100 MPa을 문턱응력 값으로 제시하였다. 국내에는 

Zircaloy-2 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Zircaloy-2의 문턱응력

은 Zircaloy-4와 비슷하거나 더 낮은 값을 갖고[10, 64, 65] 

Zirlo와 같은 신합금 피복관 같은 경우는 그 자료가 부족

한 실정이다.

수소화물재배열은 일반적으로 열주기 횟수가 증가할

수록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9, 66] 명확한 모델은 제

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NRC는 열주기 동안 온도 변

화를 6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시된 65℃는 지르코

늄합금 내 수소의 고용도 이력 현상과[67-70] 관계된 값으

로 Kammenzind 등[35, 71]의 결과를 바탕으로 열주기가 

65℃이내인 경우 수소화물재배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

4.2.2 지연수소화균열

지연수소화균열(DHC)은 장기간 저장해 둔 Zr-2.5Nb

의 봉단마개 접합부에서 발생한 균열을 통해 발견하였으

며[72], 그 후 실제 운전 중인 중수로 원자력발전소의 압력

관(pressure tube)에서 발견되었다[73]. 이 후 많은 연구자

들에 의해 DHC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경수로 사용

후핵연료 피복관에서는 아직 DHC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건식저장 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열화기구로 거론

되고 있다. 건식저장 조건에서 DHC는 장기적인 온도 감소

에 따른 수소화물의 석출량 증가와 봉내압에 의해 발생된

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응력, 온도, 냉각방식 그

리고 수소화물재배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특히 수

소화물의 크기, 방향과 응력의 관계는 DHC의 진행 및 속

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HC는 피복

관 내부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 균열선단에서 수소화물이 

집중되면서 수소화물로 인한 균열성장에 의해 결국은 파

단에 이르게 되는 현상이다. DHC는 온도에 직접적인 영향

을 받는다. 180℃ 이하에서는 가열 및 냉각에 무관하게 균

열성장이 발생하는 반면 180℃ 이상의 온도에서는 냉각시

Fig. 14. Threshold Stress for Hydride Reorientatio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60].

Fig. 15. Offset Strai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High Burn-up Zirlo 
and Zircaloy-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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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만 균열성장이 발생하고 300℃ 이상의 고온에서는 균열

성장이 느려진다[74]. 이는 수소화물의 연성-취성 천이 온

도와 수소고용도의 이력 현상[67]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선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DHC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균열의 진행 메커니즘에 따라 DFM (Diffusion First Mod-

el)과 PFM (Precipitation First Model)이 있다. DFM[11, 

13, 75, 76]은 응력 구배에 의해 수소고용도가 영향을 받아 

수소가 벌크로부터 균열선단으로 확산하여 DHC가 발생

하는 이론이고 PFM[12, 77, 78]은 균열 선단에서의 냉각수

소고용도가 낮아져서 수소화물 석출로 인해 DHC 가 발생

하는 이론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DHC연구는 Zr-2.5Nb 합

금에 의해 국한되어 있어서 Zircaloy-4 나 Zirlo와 같은 재

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4.2.3 연성-취성 천이 

일반적으로 수소는 재료에 취성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수소를 함유한 지르코늄합금의 경우 고온에서는 연

성을 유지하지만 온도가 감소하면 연성은 확연하게 감소

하고 취성 파괴된다. 이러한 현상을 연성-취성 천이(Duc-

tile-Brittle Transition, DBT)라고 하고 천이가 발생하는 온

도를 연성-취성 천이 온도(DBTT)라고 한다[57].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수소화된 피복관의 연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소화물의 연성이 증가하거나 혹은 지르코늄합금 기지의 

연성이 증가하기 때문인데 지르코늄합금 내에 수소화물이 

존재할 때 수소화물은 소성 변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

기되었으나 [79, 80] 순수 수소화물은 600℃의 고온에서도 

취성파괴를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성의 증가

는 지르코늄 기지의 연성증가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지

배적이다[81, 82]. DBTT가 중요한 이유는 재료의 연성·취

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건식저장 

중 온도 분포(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약 40 년 건식저장 

후에 60 GWd/tU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온도는 약 250℃

이고 35.7 GWd/tU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온도는 약 60℃

이다. 사용후연료 피복관의 DBTT 가 100℃라고 가정하였

을 경우, 두 핵연료 피복관에 충격이 가해진다면 60 GWd/

tU 연료의 경우는 연성을 가지고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지만 35.7 GWd/tU 연료는 저연소 연료임에도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고 취성파괴될 것이다. 즉 DBTT는 사용후

핵연료 운반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이다.

DBTT는 수소화물의 농도와 수소화물의 배열 그리고 

재료의 함수이다. 최근 미국[57, 83]에서는 고연소도 사용

후핵연료가 수송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계적 충격에 

의한 피복관 손상을 판단하기 위해 피복관 압축실험을 진

행하였다. 대상 피복관은 Zircaloy-4, Zirlo, M5 등으로 수

소화물재배열을 발생시킨 다음 상온에서 200℃ 까지 압

축실험을 실행하였는데, 이 실험에서는 반경 방향 재배열

을 유발하는 원주 방향 응력을 변수로 반경 방향 수소화물 

연결 인자(Radial Hydride Continuity Factor, RHCF)를 모

델링하고 RHCF 에 따른 피복관의 연성, 취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방법론이 개발 중이다. Fig. 15 [57]는 실험온도

에 따른 조사된 지르코늄합금 피복관의 변형률을 보여준

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RHCF가 높은 Zirlo의 경우 

DBTT가 100-200℃ 사이에 있어 상온에서 취성파단이 발

생했지만 RHCF가 상대적으로 낮은 Zircaloy-4는 상온에서

도 어느 정도 연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6 

[83]은 조사된 M5의 압축실험 결과이다. 60 GWd/tU 이상

의 고연소도에도 불구하고 M5의 수소 농도는 100 wppm 

이하였고 원주응력 110 MPa이 작용하였을 때 대부분의 

수소화물이 반경 방향으로 재배열되었지만 같은 조건의 

Zirlo 에 비하여 DBTT 가 낮았다. 이상의 실험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DBTT 는 수소화물의 반경방향 배열과 수소

농도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Billone 등[57, 83]

은 실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연성·취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2% 변형률을 제시하였지만 링 압축시험의 특성

[84, 85]을 고려할 때 2% 변형률은 탄성영역을 살짝 벗어

난 보수적인 값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RHCF 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지만 수소화물 재배열 정

도를 나타내는 인자는, 효과적인 수소화물재배열인자(Ef-

Fig. 16. Offset Strain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for High 
Burn-up M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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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ctive hydride reorientation factor) [10, 63], 수소화물연

결인자(hydride continuity coefficient) [86, 87], 수소화물

재배열비율(hydride reorientation fraction)[88], 반경 방향 

수소화물비율(radial hydride fraction) [89]등 여러 가지 인

자가 존재하고 피복관의 연성을 정의하는데 어떤 인자가 

효과적인 것인 가에 대한 평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원주방향의 수소화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성이 심각하

게 저하되지 않고[58, 90] 수소화물 재배열과 관련된 인자

가 증가할수록 DBTT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57, 87, 

91, 92].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DBTT를 정량적으로 결정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소농도에서 반경 방향과 원주방

향의 비율에 따른 각각의 지르코늄합금 (Zircaloy-4, Zirlo, 

HANA)에 대한 실험자료와 수소화물재배열에 대한 분석

이 필수적이다. 

5. 사용후핵연료 규제요건

사용후핵연료의 장기 저장에 관한 연구와 함께 28 년 

이상의 저장 경험을 갖고 있는 미국 NRC는 과거 크립에

의한 변형과 크립파단을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건전성

을 위협하는 주요 열화기구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이유

로 NRC는 건식저장 기간 중 확산지배공동성장(Diffusion 

controlled Cavity Growth, DCCG) 모델에 기반해 핵연

료 피복관 온도 제한을 설정하였으며[93], 이후 연소도 45 

GWd/tU 를 고연소와 저연소 핵연료의 구분 기준점으로 

하고 실질적인 사용후핵연료의 크립 자료[52]를 바탕으로 

1% 변형률로 제한하는 방법을 받아들였다 [21]. 그러나 개

정된 Interim Staff Guidance(ISG)-11, Rev.2 [94]에서는 

피복관의 첨두 온도가 400℃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 크립으

로 인한 심각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잠정적인 결론

을 내리고 정상상태 및 짧은 비정상상태에서 피복관의 온

도를 400℃ 이하로 유지하고 수소화물재배열을 고려하여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열주기 횟수를 최소화하고 열주기

로 인한 온도변화 범위를 65℃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

였다. 그러나 개정된 ISG-11, Rev. 3[25]에서는 저연소 연

료의 경우 크립이 발생할 확률이 낮다고 판단하여 수소화

물 재배열만을 고려한 400℃의 온도 제한이 아닌 90 MPa

의 원주응력을 제한 기준으로 제시하였고 이 기준이 현재 

규제요건으로 사용되고 있다[26].

일본의 경우 원자력안전기구(Japan Nuclear Energy 

Safety Organization, JNES)를 중심으로 사용후핵연료의 

인허가를 위한 고유 저장기준 설정을 위한 시험을 수행하

였다[10]. JNES는 수소화물재배열과 수소취성을 피복관 건

전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열화기구로 규정하고 피복

관 재질에 따라 피복관의 연성저하가 나타나지 않는 세부

적인 조건을 설정하였다[27](Table 1). 규제요건을 살펴보

면 크게 연소도에 따라 연료를 구분하였고 NRC 기준보다 

낮은 응력과 온도로 저장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48 GWd/

tU 의 Zircaloy-4 의 경우 피복관의 첨두 온도는 275℃이

하, 원주응력은 100 MPa 이하를 유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 이 기준은 수소화물재배열과 DBTT를 고려한 것으로

(275℃ 에서 수소화물의 고용도는 약 55 wppm) 수소화

물재배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양이 작아서 피복관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장관점에서 본다면 

NRC 기준보다 JNES의 기준이 더 자세하고 저장온도가 더 

Cladding Type
Threshold of No Ductility Degradation Affected by Hydride Reorientation

Temperature (℃) Hoop Stress (MPa)

BWR Zry-2
(RX)

40 GWd/tU No Liner ≤ 200 ≤ 70

50 GWd/tU with Liner ≤ 300 ≤ 70

55 GWd/tU with Liner ≤ 300 ≤ 70

PWR
(SR)

39 GWd/tU Zry-4 ≤ 275 ≤ 100

48 GWd/tU Zry-4 ≤ 275 ≤ 100

55 GWd/tU MDA ≤ 250 ≤ 90

55 GWd/tU ZIRLO ≤ 250 ≤ 90

Table 1. Spent Fuel Integrity Criteria for Interim Dry Storage in Japan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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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관계로 추가적인 냉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 건식저장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 스페인 등은 1% 크

립 변형률과 각각 370℃와 400℃의 저장기준을 갖고 있

다[95]. 

건식저장 운영초기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에 대한 연구

는 미국과 독일의 주도아래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그 당시 주요 피복관 재질이었던 Zircaloy-2와 

Zircaloy-4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때까지의 

연료는 대개 45 GWd/tU 이하의 저연소 연료였으며 미국

은 유카마운틴 처분장이 개시되기 전까지인 20 년 만 운

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처분장 운영이 연기됨에 따라 추

가적인 40 년 인허가 연장을 허용하였고 최근 처분장 계

획이 전면 취소됨에 따라 200 년 이상의 장기 건식저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약 28 년이 경과한 지

금, M5, ZIRLO, MDA, HANA 등 다양한 피복관이 개발되

었으며, 고연소도 운전과 함께 45 GWd/tU 이상의 고연소

된 사용후핵연료가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에

서도 가까운 미래에 Zircaloy-4, Zirlo 사용후핵연료와 함

께 HANA 피복관도 방출될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에

서 알 수 있듯이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와 함께 다양한 피

복관 재질에 대한 건전성 연구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 비

록 신합금 피복관의 경우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고 산화 저

항성이 향상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건식저장 상황

에서의 재료적 특성과 수송상황에서의 기계적 물성 등에 

대한 값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식저장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의 특

성 및 건전성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고되고 논의된 사항들

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향후 추구해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평균 방출연소도는 이미 45 

GWd/tU를 초과하였고 방출연소도는 꾸준히 증가하

는 추세이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고연소도를 가진 사

용후핵연료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소도가 

높을수록 연소이력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건식 저장 

초기 재료적 조건이 열악해진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를 

상기할 때 앞으로 진행될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

장 연구 개발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0년대 초까지 피복관의 크립 변형이 장기 건식저

장 시 가장 중요한 사용후핵연료 피복관의 열화기구로 

알려졌었으나, 최근 연구 결과 수소화물에 의한 영향이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가장 큰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들에 의한 주요 열화 기구

로는 수소화물재배열과 지연수소화균열 등이 있고 수

소화물로 인한 연성-취성 천이 또한 고려해야 할 대상

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수소화물 재배열이 발생하는 문턱응력으로 90 

MPa이 제시되어 저장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90 MPa 이하의 응력에서도 재배열이 발

생되고 문턱응력 또한 온도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고되

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는 저연소 국

내 사용후핵연료(방출연소도 45 GWd/tU 이하)의 경우 

피복관에 걸리는 응력이 90 MPa 이하일 것으로 예측되

지만 고연소도 영역에서는 90 MPa을 초과하는 연료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

내에서도 명확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 평가를 위해 

수소화물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아울

러 새로운 피복관 재질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연구범

위 확대도 동반되어야 한다. 

·미국은 단일한 저장온도(400℃) 기준과 저연소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비교적 관대한 규제기준을 (90 

MPa) 적용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최근 10년의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보수적인 규제기준을 제시

하였다. 일본의 경우, 특정한 단일의 열화기구 생성을 

억제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피복관이 전체적으로 재

료적인 열화를 겪지 않을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많은 나라에서 1% 이하의 크립 변형률을 공

식적인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규제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내 고유의 규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 피복관 열화에 대한 충분한 실험자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공통적인 규제기준으로 사용되고 있

는 크립 실험을 비롯하여 수소화물 재배열, 온도에 따

른 피복관 인장·압축 실험, 파괴인성, 지연수소화균열 

실험 등의 사용후핵연료 열화와 관련된 광범위한 기초 

실험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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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사용후핵연료에 대

한 충분한 자료 생산 및 분석이 우선되어야 하며, 건식저

장 환경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거동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

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고

유 저장시스템의 설계 및 규제기준 정립에 기여할 수 있으

며, 나아가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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