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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because the wet pool storage facilities of NPPs in Korea has become saturated, there has been much active R&D 
on an interim dry storage system using a transportation and storage cask. Generally, the shielding evaluation for the design 
of a spent fuel transportation and storage cask is performed by the design basis fuel, which selects the most conservative 
fuel among the fuels to be loaded into the cask. However, the loading of actual spent fuel into the transportation metal cask 
is not limited to the design basis fuel used in the shielding evaluation; the loading feasibility of actual spent fuel is deter-
mined by the shielding evaluation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itial enrichment, the maximum burnup and the 
minimum cooling period. This study describes a shielding analysis method for determining the minimum cooling period 
of spent fuel that meets the domestic transportation standard of the dual purpose metal cask. In particular, the spent fuel of 
3.0~4.5wt% initial enrichment, which has a large amount of release, was evaluated by segmented shielding calculations 
for efficient improvement of the results. The shielding evaluation revealed that about 81% of generated spent fuel from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until 2008 could be transported by the dual purpose metal cask.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in establishing a technical basis for developing operating procedures for transportation of the dual purpose 
metal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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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소내 습식저장시설이 

2024년경 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올해 5월에는

‘국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국내 방사성폐기물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

단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운반/저장 시스템개발을 

목표로 금속 겸용용기 및 콘크리트 저장용기의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금속 운반용기 및 금속/콘크리트 저장용기는 

정상조건 및 사고조건에서 방사선적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안전성확보를 위해 각 용기별 기술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1-4].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 

시, 일반적으로 장전 대상연료들의 특성(연소도, 농축도 및 

냉각기간이 반영된 선원항 등)을 분석하여 가장 보수적인 기

준연료를 채택하고 이를 대상으로 방사선차폐해석, 핵임계, 

열 안정성 및 격납해석을 수행한다[5]. 

현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개발중인 사용후핵연

료 금속 겸용용기(KORAD-21)는 WH형 및 CE형 연료에 

대하여 운반/저장 겸용으로 설계되었다. 노심방출 연소도 

45,000 MWD/MTU 이상의 고연소도 연료는 차폐성능 확보

를 위한 용기두께의 증가로 인하여 국내 상용원전에서 사용

중인 용기 크레인의 허용용량을 초과하므로 설계기준연료의 

최대연소도는 그 이하로 설정하였다. 설계기준연료의 주요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그러나, 각 용기에 장전되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은 상

기와 같은 설계기준연료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원전

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초기 농축도와 노심 방출 연소

도 범위를 최소냉각기간 조건과 연계하여 반복적인 방사선 

차폐평가, 핵임계 평가 및 열전달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그

리고 피복관이 손상되었거나 손상이 의심되는 핵연료집합체

는 금속운반용기로 운반되지 않으며, 운반되는 핵연료 집합

체는 동일한 타입의 21다발 연료만 허용된다.

본 연구의 목표는 공단에서 개발한 금속 겸용용기의 운

반/저장 운영절차 개발을 위하여 안전성해석 시 적용된 설계

기준연료 외 장전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미임계, 방사선 차폐 및 열 전달 성능 등의 연료장전 

평가요소 중 가장 지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방사선 차폐평

가를 기준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사용후핵연료의 최소

중심단어: 사용후핵연료, 금속겸용용기, 초기농축도, 연소도, 최소냉각기간 

최근 국내 원전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운반 및 저장용기를 이용한 건식저장시

스템 개발이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운반 및 저장용기 설계를 위한 차폐해석 시 장전 가능 연료 

중 가장 보수적인 연료를 설계기준연료로 선정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 금속 운반용기에 장전되는 사용후핵연료

는 해석평가에 적용된 설계기준연료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초기농축도, 연소도, 최소냉각기간의 특성을 고려한 

차폐평가를 통하여 장전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속 겸용용기에 장전 가능한 연료를 대상으로 국내 운

반기준을 만족하는 최소냉각기간의 결정을 위한 차폐해석 방법을 기술하였다. 특히 발생량이 많은 초기농축도 3.0~4.5wt%

의 사용후핵연료는 차폐해석 구간을 세분화하여 평가하여 연구결과의 활용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차폐평가를 통해 

2008년까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장전대상연료 중 약 81%의 사용후 핵연료를 금속겸용용기로 운반할 수 있는것으로 평가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금속 겸용용기의 운반조건에 장전 가능한 연료의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운반 시 운영절차의 개

발을 위한 기술적 근거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tem Specifications

Loading Fuel Types CE 16×16, WH 14×14, 16×16, 17×17

235U Initial Enrichment 4.5wt%

Max. Burnup 45,000 MWD/MTU

Min. cooling period 10 year

Max. Decay Heat 0.8 kw/assembly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design basis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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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을 평가하기 위한 일련의 방사선원항 평가 및 차폐

평가를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3].

2. 해석방법 및 절차

2.1 사용후핵연료 발생 특성 분석

국내 PWR 사용후핵연료는 운영 중인 21기의 경수

로 원전에서 발생하며, 연료형태에 따라 WH형과 CE형으

로 구분된다. 2008년 12월 말 기준으로 11,121다발이 발

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료형태별로 WH형 및 CE

형이 각각 7,921다발과 3,200다발로 구성된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은 1990년대 초까지 농축

도 3.5wt%, 연소도 40,000 MWD/MTU가 주종을 이루었

다. 최근에는 원전의 경제성 향상을 위하여 핵연료의 효

율성을 높인 고농축/고연소도의 핵연료가 연구개발되어 

실용화됨에 따라 원자로에 장전되어 연소된 고연소도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 추세이다. 농축도 및 연소도는 

각각 3.0~4.5wt% 및 30,000~45,000 MWD/MTU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 농축도 및 최대연소도

는 각각 4.5wt% 및 57,853 MWD/MTU으로 분석되었다[6].

연소도 및 농축도에 따른 발생량 분포를 연료형태로 구

분하여 각각에 대한 분석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연

소도 및 농축도는 각각 55,000 MWD/MTU 및 4.5wt% 이

하에서 11,097다발로 9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계기

준연료로 설정한 농축도 4.5wt% 이하 및 연소도 45,000 

MWD/MTU 이하에서 9,471다발로 약 85.2%를 차지한다.

2.2 장전가능 연료집합체 범위 선정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속 겸용용기(KORAD-21)

의 설계기준연료는 초기 농축도 및 연소도가 각각 4.5wt% 

이하 및 연소도 45,000 MWD/MTU 이하로 설정되었으

며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범위내의 사용후

핵연료 중 최소 10년 이상의 냉각기간을 갖는 연료들이 

Fig. 1. Storage state of the PWR spent nuclear fuel in Kore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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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되도록 설계되었다.

감마선원항의 경우 설계기준연료가 기타 장전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농축도 및 연소도에 따른 선원항에 비하여 

모든 에너지 범위에서 보다 많은 선속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

지만 총계값은 설계기준연료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그

러나, 중성자의 경우 저농축도와 고연소도로 구성된 연료집

합체(예, 3.0wt%, 45,000 MWD/MTU의 연료)는 에너지 범

위별 중성자속 및 총계값이 설계기준 연료의 중성자속을 초

과한다. 이에 따라 이러한 사용후핵연료들로 구성된 21다

발의 금속겸용용기 운반조건에 대하여 방사선적 기술기준

을 만족하도록 차폐평가를 수행하여 최소 냉각기간을 결정

하여야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농축도 및 연소도의 

증분에 따른 선원항 분석과 차폐평가가 요구되며, 차폐평가

에서 도출된 선량률이 기술기준에 부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후 농축도 및 연소도별 최소냉각기간을 결정하기 위

해서 반복적인 선량률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과 유

사한 사례로서 미국의 AREVA-TN에서 개발한 MP-187 운반

용기는 장전 가능한 사용후 핵연료의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0.1wt%의 농축도 증가분에 대하여 저, 중, 고

연소도 구간으로 구분하여 증분의 비율을 차등 적용하여 평

가하고 있다[7]. 최소냉각기간을 기준으로 Fig. 2와 같은 장

전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결정을 통해 발전사업자의 

운영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중인 사용후핵연료 금속겸용용기

의 운반조건에 장전 가능한 연료의 농축도 및 연소도에 따

른 최소냉각기간을 결정하기 위해, AREVA- TN의 MP-187 

운반용기를 포함한 여러 국외 운반용기에서 적용한 장전 

가능 사용후핵연료의 최소냉각기간 평가방법을 검토하

여 농축도는 0.1wt%의 구간, 연소도는 저연소도(26,000∼

35,000 MWD/MTU)의 경우 3,000 MWD/MTU의 구간, 고

연소도(36,000∼45,000 MWD/MTU)의 경우 1,000 MWD/

MTU의 구간으로 평가 조건을 설정하였다. 현재 개발중인 

사용후핵연료 금속 겸용용기는 원전의 습식저장건물에서 사

용후핵연료를 인출하여 임의 저장시설의 저장구역까지 운반

되어 저장되는 연계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있다. 따라서 금속 

겸용용기에 장전되는 사용후핵연료 및 캐니스터는 상하부 

충격완충체 제거 후 금속 저장용기로 연계되므로 운반용기

의 정상 운반조건에 대한 선량률 제한치를 기준으로 장전 가

능 연료의 최소 냉각기간을 평가하였다.

2.3 금속 겸용용기의 설계제원 및 형상

본 연구의 방사선적 안전성 평가를 위한 금속겸용용기

는 국내 표준형원전인 한빛 및 한울 3, 4, 5, 6호기에서 발

생한 Combustion Engineering (CE)형 CE 16×16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와 WestingHouse (WH)형 원전인 고리 1, 2

호기의 WH 14×14, 16×16 사용후핵연료 및 고리 3, 4 및 

Fig. 2. The minimum cooling time of spent fuel on loading MP-187 transportation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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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한울 1, 2호기의 WH 17×17 사용후핵연료를 21다발까

지 건식으로 운반/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용기이다. 금속

겸용용기의 제원 및 형상을 Fig. 3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2.4 방사선원항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항은 유효핵연료에서 방출되

는 감마선 및 중성자와 원자로 운전기간 중 핵연료집합체 구

조재의 방사화로 인해 생성된 60Co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방

출되는 감마선으로 구성된다. 이 중 1차 감마선과 자발핵

분열 및 (α, n)반응에 의한 중성자는 SCALE 5.1 전산코드

의 SAS2H/ORIGEN-S 모듈을 사용하여 반응단면적 라이브

러리를 생성한 후 핵연료집합체의 연소도와 냉각기간을 반

영하여 평가하였다[8]. 그리고 방사화 물질에서 방출되는 감

마선은 SAS2H 모듈과 유효연료영역의 플럭스에 대한 각 구

조재 영역 플럭스의 상대적 분율을 나타내는 플럭스 보정인

자(Flux Scaling Factor)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9]. 또한 중

성자 포획반응에 의해 방출되는 2차 감마선의 경우, 별도의 

방사선원항 계산과정 없이 차폐해석 시 전산해석 코드내의 

적절한 옵션을 사용하여 반영하여 계산하였다.

2.4.1 설계기준연료 방사선원항

운반용기의 설계기준연료 유효핵연료에서 방출되는 감마

선 및 중성자선속을 각각 Table 3 및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Item Dual Purpose Metal Cask

Capacity 21 PWR F/A (WH & CE type)

Design basis fuel

Max. Burnup : 45,000 MWD/MTU
Initial Enrichment : 4.5wt%

Min. Cooling Period : 10 year
Max. Decay heat : 16.8 kW / Canister

Canister

Dimensions : (O.D) 1.7 m × (L) 4.9 m
Weights : 33 t (with loaded fuel)

Materials : Stainless steel, BORAL
(B4 C+Al) or METAMIC

Cask
Dimensions : (O.D) 2.2 m × (L) 5.3 m

Materials : Forged carbon steel, 
NS-4-FR (Neutron shielding)

Total weights 104.7 t (with a canister)

Cooling Internal Heat conduction & external natural 
convection 

Table 2. Specification of dual purpose metal cask

Energy Range
[MeV]

Gamma Flux 
[Photons∙sec-1∙FA]

Energy Range
[MeV]

Gamma Flux 
[Photons∙sec-1∙FA]

0.01 ~ 0.05 9.556×1014 1.33 ~ 1.66 6.175×1012

0.05 ~ 0.10 2.672×1014 1.66 ~ 2.00 1.262×1011

0.10 ~ 0.20 1.936×1014 2.00 ~ 2.50 4.647×1010

0.20 ~ 0.30 5.712×1013 2.50 ~ 3.00 2.83×109

0.30 ~ 0.40 3.744×1013 3.00 ~ 4.00 2.683×108

0.40 ~ 0.60 1.526×1014 4.00 ~ 5.00 7.264×106

0.60 ~ 0.80 1.724×1015 5.00 ~ 6.50 2.915×106

0.80 ~ 1.00 7.964×1015 6.50 ~ 8.00 5.718×105

1.00 ~ 1.33 4.600×1013 8.00 ~ 10.0 1.214×105

Total 3.520×1015

Table 3. Gamma flux of active fuel region of the design basis FuelFig. 3. Dual purpose metal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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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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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k shell
(neutron shield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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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nnion

Cask body

Heat transfer Fin

Neutron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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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은 연료집합체의 구조재 방사화로 인한 60Co에서 방

출되는 감마선속을 나타낸다. 

2.5 차폐평가를 위한 장전대상연료 단위 구간 선정

설계기준연료 외에 운반용기에 장전 가능한 사용후핵연

료의 농축도별 연소도에 따른 최소 냉각기간을 결정하기 위

한 차폐평가를 위하여 2.0∼4.5wt%의 농축도 범위에서는 

0.5wt% 단위구간별 방출연소도 및 냉각기간을 고려하였으

며, 3.0∼4.5wt%의 농축도 범위는 0.1wt% 단위구간별 장전

대상연료에 대하여 방출연소도 및 냉각기간을 고려하였다.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발생현황에 따른 농축도 전 구간

에 대한 장전연료 차폐평가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

가대상이 상당히 방대하므로 우선 Table 6과 같이 대략적

으로 농축도 0.5wt%의 단위구간과 연소도 2,000 및 3,000 

MWD/MTU 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후 농축도 3.0wt% 

이상의 사용후핵연료는 연소도 및 농축도에 따라 설계기준

연료에 해당하는 전체연료(9,421다발)의 약 81%에 해당하므

로 이 구간에 해당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상세평가가 필요하

여 농축도 0.1wt% 및 연소도 1,000 MWD/MTU의 단위구간

별로 평가하였다.

Energy Range
[MeV]

Neutron Flux 
[Neutrons∙sec-1]

Energy Range
[MeV]

Neutron Flux 
[Neutrons∙sec-1]

1.00×10-11 ~ 1.00×10-8 8.40×10-5 1.00×10-5~ 3.00×10-5 10.4

1.00×10-8~ 3.00×10-8 3.32×10-4 3.00×10-5~1.00×10-4 65.7

3.00×10-8~5.00×10-8 4.70×10-4 1.00×10-4~5.50×10-4 9.35×102

5.00×10-8~1.00×10-7 1.60×10-3 5.50×10-4~3.00×10-3 1.19×104

1.00×10-7~2.25×10-7 5.89×10-3 3.00×10-3~1.70×10-2 1.61×105

2.25×10-7~3.25×10-7 6.16×10-3 1.70×10-2~0.10 2.24×106

3.25×10-7~4.00×10-7 5.31×10-3 0.10~0.40 1.52×107

4.00×10-7~8.00×10-7 3.62×10-2 0.40~0.10 3.31×107

8.00×10-7~ 1.00×10-6 2.23×10-2 0.90~1.40 3.31×107

1.00×10-6~1.13×10-6 1.57×10-2 1.40~1.85 2.66×107

1.13×10-6~1.30×10-6 2.20×10-2 1.85~3.00 4.99×107

1.30×10-6~1.77×10-6 6.82×10-2 3.00~6.43 4.51×107

1.77×10-6~3.05×10-6 2.32×10-1 6.43~2.00 4.25×106

3.05×10-6~1.00×10-5 2.05

Total 2.10×108

Table 4. Gamma flux of active fuel region of the design basis Fuel

Material of Fuel assembly Gamma Flux from decay of 60Co
 [Photons∙sec-1∙FA]

Top End Fitting 2.3310×1012

Top Nozzle (Inconel Spring) 9.0132×1012

Plenum Spring 1.0976×1012

Fuel Rod Top Grid 1.7013×1012

Fuel Cladding 3.4854×1012

Fuel Rod Bottom Grid 8.1104×1012

Bottom End Fitting 3.2431×1012

Table 5. The Gamma Flux from Decay of 60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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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금속겸용용기 운반조건에 장전 

가능한 사용후핵연료 사양을 평가하기 위해 SCALE 5.1 전

산코드의 SAS2H/ORIGEN-S 모듈을 사용하여 방사선원항

을 평가하였다. 이후 선원항 평가결과를 차폐해석에 반영

하여 사용후핵연료 금속 겸용용기 정상운반조건에서 용기

로부터 2 m 이격지점에서의 선량률 제한치(0.1 mSv·h-1)

에 부합하도록 차폐평가를 수행하여 최소 냉각기간을 도출

하였다. 운반용기 사고조건에 해당하는 기술기준 적용은 설

계기준연료에 대한 차폐평가 시 상당한 여유도(기술기준의 

약 30%의 선량분포)를 나타내는 선행 결과를 반영하여 배

제하였다[10]. 

주요 평가 연료사양에 대한 유효핵연료에서 방출되는 감

마선 및 중성자에 대한 선원항 평가결과는 Table 7 및 Table 

8과 같다. 

2.6 방사선 차폐평가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및 금속/콘크리트 저장용기의 장

전 가능연료 사양 결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반용기에

대한 선량률 제한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운반용기에 대

한 선량률 제한치는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으로 구

분되지만 본 평가에서는 기술기준에 가장 지배적인 정상운

반조건에서의 운반용기 표면 2 m 이격지점 선량률 제한치에 

대한 부합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운반용기 상하부에 대

한 선량률 평가 제외).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 제14호,“방사선 안전관리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및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4-50호,“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정상운반조건에서 운반용기 표면 2 m 이격지점

에서의 선량률 제한치는 0.1 mSv·hr-1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11].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운반조건에 대한 차폐해석

은 통계적 방법인 몬테카를로법을 사용하여 복잡한 3차원

의 기하학적 구조에 대해서도 실제상황과 매우 유사한 방

사선 수송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MCNP5 전산코드를 사용

하였다[12].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운반조건 방사선 차

폐해석에 적용한 운반용기 모델링에 적용한 가정사항은 

Table 9와 같으며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캐니

스터 및 충격완충체를 포함한 운반용기에 대한 상세한 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금속겸용용기는 국내 경수로에서 발생한 WH형 및 CE

형 연료가 장전가능 하도록 공용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이들 

연료타입 중 가장 큰 선원항(감마선 및 중성자속) 결과를 나

타내는 WH 17×17 RFA 핵연료의 선원항 결과를 적용하였

으며, 해석모델에 적용된 연료집합체의 가로×세로 폭 및 높

이는 장전연료타입 중 각각 가장 큰 값의 연료집합체 사양

을 채택하였다.

MCNP5 전산코드의 2차원 Plotter를 이용하여 작성한 사

용후핵연료 금속 겸용용기 운반조건 모델링에 대한 수직/수

평 단면도는 Fig. 4와 같다. 금속 겸용용기의 운반조건 방사선 

차폐해석의 목적은 용기 외부에서의 방사선량률을 계산하는 

것이지만, MCNP 코드에는 직접적으로 선량률(mSv·hr-1)을 

평가할 수 있는 Tally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FMESH 및 F5 Tally를 통해 측정지점에 가상의 구역을 설정

하여 해당 영역에 대한 평균선속(Flux)을 측정한 후, 선속-선

량률 환산인자(Flux to Dose Conversion Factor)를 입력함으

로써 출력 파일에 선량률이 표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환산

인자는 ICRP-74의 자료를 사용하였다[13].

Initial Enrichment [wt%] Burnup [MWD/MTU]

2.0
33,000

35,000

2.5

35,000

38,000

40,000

3.0

38,000

40,000

43,000

45,000

3.5

40,000

43,000

45,000

4.0
43,000

45,000

Table 6. Spent fuel section for shielding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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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토의 

설계기준연료 외의 금속겸용용기 운반조건에 장전 가

능한 사용후핵연료의 사양 결정은 SCALE 5.1전산코드의 

SAS2H/ORIGEN-S 모듈을 이용하여 초기 농축도, 연소도 

및 필수 냉각기간의 다양한 조합에 대한 일련의 계산을 수

행한 후 중성자 및 감마선 방출률과 구조재의 방사화에 의

한 방출 감마선을 평가하여 결정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전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분석은 ① 대략적

으로 2.0∼4.5wt%의 농축도 구간에서 0.5wt%의 단위구간

과 25,000∼45,000 MWD/MTU의 연소도 구간에서 2,000 및 

3,000 MWD/MTU 단위 연소도에 대하여 다양한 냉각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② 3.0wt%이상의 농축도에 해

당하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0.1wt%의 단위 농축도구

간과 1,000 MWD/MTU의 단위 연소도구간에 대하여 다양한 

냉각기간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금속 운반용기에 장전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사양은 반

복적인 차폐평가를 통해 결정되었다. 국내 기술기준에 따른 

평가지점에서의 결과에 대한 상대오차는 10% 이내임이 확

인되었으며, 주요지점에서는 5% 이내로 나타났다. 최대연

소도 및 초기 농축도별 최소 냉각기간의 조합으로 결정된 

운반용기에 장전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대략적인 사양은 

Energy Range 
[MeV]

2.5wt%, 
35 GWD/MTU, 10 yr

3.0wt%, 
38 GWD/MTU, 10 yr

3.5wt%,
40 GWD/MTU, 10 yr

4.0wt%, 
43 GWD/MTU, 10 yr

0.01 ~ 0.05 7.01×1014 7.75×1014 8.30×1014 9.02×1014

0.05 ~ 0.10 1.93×1014 2.14×1014 2.31×1014 2.52×1014

0.10 ~ 0.20 1.39×1014 1.55×1014 1.67×1014 1.82×1014

0.20 ~ 0.30 4.07×1013 4.54×1013 4.91×1013 5.36×1013

0.30 ~ 0.40 2.65×1013 2.96×1013 3.21×1013 3.51×1013

0.40 ~ 0.60 1.21×1014 1.31×1014 1.37×1014 1.47×1014

0.60 ~ 0.80 1.35×1015 1.47×1015 1.54×1015 1.65×1015

0.80 ~ 1.00 6.22×1013 6.78×1013 7.09×1013 7.67×1013

1.00 ~ 1.33 3.66×1013 3.98×1013 4.18×1013 4.54×1013

1.33 ~ 1.66 6.06×1012 6.54×1012 6.80×1012 7.31×1012

1.66 ~ 2.00 1.01×1011 1.08×1011 1.14×1011 1.21×1011

2.00 ~ 2.50 4.53×1010 4.59×1010 4.59×1010 4.64×1010

2.50 ~ 3.00 3.03×109 3.00×109 2.90×109 2.90×109

3.00 ~ 4.00 2.95×108 2.90×108 2.79×108 2.77×108

4.00 ~ 5.00 7.48×106 7.69×106 7.21×106 7.58×106

5.00 ~ 6.50 3.00×106 3.09×106 2.89×106 3.04×106

6.50 ~ 8.00 5.88×105 6.05×105 5.67×105 5.96×105

8.00 ~ 10.0 1.25×105 1.29×105 1.21×105 1.27×105

Total Gamma Flux 2.68×1015 2.93×1015 3.10×1015 3.35×1015

Table 7. Gamma flux from active fuel region according to each spent fuel specification
[Unit : Photons∙sec-1∙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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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Range 
[MeV]

2.5wt%, 
35 GWD/MTU, 10 yr

3.0wt%, 
38 GWD/MTU, 10 yr

3.5wt%,
40 GWD/MTU, 10 yr

4.0wt%, 
43 GWD/MTU, 10 yr

1.00×10-11~1.00×10-8 8.61×10-5 8.88×10-5 8.32×10-5 8.76×10-5

1.00×10-8~3.00×10-8 3.41×10-4 3.51×10-4 3.29×10-4 3.46×10-4

3.00×10-8~5.00×10-8 4.84×10-4 4.98×10-4 4.66×10-4 4.90×10-4

5.00×10-8~1.00×10-7 1.65×10-3 1.69×10-3 1.59×10-3 1.67×10-3

1.00×10-7~2.25×10-7 6.06×10-3 6.23×10-3 5.84×10-3 6.14×10-3

2.25×10-7~3.25×10-7 6.34×10-3 6.52×10-3 6.11×10-3 6.43×10-3

3.25×10-7~4.00×10-7 5.46×10-3 5.62×10-3 5.27×10-3 5.53×10-3

4.00×10-7~8.00×10-7 3.73×10-2 3.83×10-2 3.59×10-2 3.78×10-2

8.00×10-7~1.00×10-6 2.29×10-2 2.36×10-2 2.21×10-2 2.32×10-2

1.00×10-6~1.13×10-6 1.62×10-2 1.67×10-2 1.56×10-2 1.64×10-2

1.13×10-6~1.30×10-6 2.26×10-2 2.33×10-2 2.18×10-2 2.29×10-2

1.30×10-6~1.77×10-6 7.02×10-2 7.22×10-2 6.77×10-2 7.11×10-2

1.77×10-6~3.05×10-6 2.39×10-1 2.46×10-1 2.30×10-1 2.42×10-1

3.05×10-6~1.00×10-5 2.11 2.17 2.04 2.14

1.00×10-5~3.00×10-5 10.7 11.0 10.3 10.8

3.00×10-5~1.00×10-4 67.6 69.6 65.2 68.5

1.00×10-4~5.50×10-4 9.61×102 9.89×102 9.27×102 9.75×102

5.50×10-4~3.00×10-3 1.22×104 1.26×104 1.18×104 1.24×104

3.00×10-3~1.70×10-2 1.65×105 1.70×105 1.59×105 1.67×105

1.70×10-2~1.00×10-2 2.30×106 2.37×106 2.22×106 2.34×106

0.10~0.40 1.56×107 1.61×107 1.51×107 1.59×107

0.40~0.90 3.41×107 3.51×107 3.29×107 3.46×107

0.90~1.40 3.41×107 3.50×107 3.29×107 3.45×107

1.40~1.85 2.72×107 2.81×107 2.63×107 2.77×107

1.85~3.00 5.10×107 5.26×107 4.94×107 5.20×107

3.00~6.43 4.62×107 4.76×107 4.46×107 4.69×107

6.43~20.0 4.37×106 4.50×106 4.21×106 4.43×106

Total Neutron Flux 2.15×108 2.21×108 2.08×108 2.18×108

Table 8. Neutron flux from active fuel region according to each spent fuel specification
[Unit : Neutrons/sec-1∙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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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에 나타내었으며, 장전대상연료의 80%(전체 9,471

다발 중 7633다발)에 해당하는 농축도 3.0wt% 이상의 연

료에 대한 상세구간 적용을 통한 장전가능 연료의 사양은 

Fig. 5에 나타내었다.

4.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Table 10 및 Fig. 5의 사용후

핵연료의 특성과 최저냉각기간을 만족하는 사용후핵연료는

Modeling Item Notes

Fuel assembly

○  Rectangular homogenization model application of effective fuel area & upper/lower structural components
○  Conservative fuel assembly applied. 
    •  Length and width of WH 17×17 RFA nuclear fuel specifications were applied (WH type: 21.4 cm, CE type: 20.8 cm) to 

the effective fuel area. Height of CE type nuclear fuel specification was applied (WH type : 365.8 cm, CE type: 381.0 cm)
    •  Upper/lower structural components were applied to CE type fuel data because there was less 59Co content and longer 

than WH type.
○  Effective fuel area: Comprised of UO2 fuel rod and cladding

Cask 
○ The exclusion of steel between red wood in impact limiter
○ Considering 10 m air layer around cask and impact limiter in order to apply the skyshine effect 

Table 9. Detail modeling notes of the fuel assembly and cask

(a) The vertical cross section of transportation metal cask (b) The horizontal Cross section of transportation Metal cask

Fig. 4. Shielding evaluation modeling of the transportation metal cask. 

Upper impact Limiter

Lower Impact Limiter

Spent Fuel

Cask Lid
Canister Lid

Basket Support Disk

Neutron Shielding material (Resin)

Spent FuelCask Body
(Carbon Steel)

Heat Transfer Fin

Disk Support Rod

Canister Shell

Disk Hole

Resin Sheath

Neutron Shield
Cask Body

(Carbon Steel)

Trun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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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겸용용기로 장전 및 운반이 가능하며, 2008년까지 

국내 원전에서 발생한 초기농축도 4.5wt% 이하, 연소도 

45,000 MWD/MTU 이하, 최소냉각기간 10 년의 장전대상연

료 중 차폐평가를 통해 약 81%의(장전대상연료 9465다발 중 

7690다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겸용용기로 운반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KORAD-21 금속 겸용용기를 이

용하는 대규모 중간저장시설로의 운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2.0 2.5 3.0 3.5 4.0 4.5

33,000 ≥ 10 - - - - -

35,000 ≥ 12 ≥ 10 - - - -

38,000 - ≥ 13 ≥ 10 - - -

40,000 - ≥ 15 ≥ 12 ≥ 10 - -

43,000 - - ≥ 15 ≥ 13 ≥ 10 -

45,000 - - ≥ 18 ≥ 15 ≥ 12 ≥ 10

Table 10.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basis fuel on loading the transportation metal cask
[Minimum cooling time Unit : year]

Burnup
[MWD/MTU]

Initial Enrichment 235U
[wt%] 

Fig. 5. PWR Fuel assembly qualification for the dual purpose metal cask (KORA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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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 시 해당용기에 장전 가능한 사용후핵연료의 특성을 차

폐적인 측면에서 규정함으로써 운반/저장 용기 운영절차 개

발 시 방사선방호와 관련한 ALARA 요건에 부합하는 작업시

간, 작업절차, 작업자 수 등의 결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단에서 개발한 금속겸용용기

는 사용후핵연료 장전 후 이중용접 및 밀봉된 캐니스터를 장

전하여 운반/저장하는 용기로써 사용후핵연료를 임의의 저

장시설로 운반 후 저장시설에 바로 저장이 가능하다. 그리하

여 원전 연료건물의 습식 저장조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인출

하여 임의의 대규모 중간저장시설까지 운반되어 저장되는 

연계시스템 마련을 위한 저장규모 산출 및 소요 용기수량의 

파악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효율성이 증대를 위한 자

료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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