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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용후핵연료란 원자력발전소에 장전되어 핵분

열 반응으로 일정기간 에너지를 발생시킨 후 원자

로 외부로 방출된 연료를 말한다. 원자로에서 인출

된 사용후핵연료에는 핵분열성 물질이 남아 있어 

재활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동안 높은 준

위의 방사성과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발전소내 사

용후핵연료 수중 저장조(Spent Fuel Pool Storage)에
서 수십 년 동안 냉각, 보관된다. 발전소를 건설할 

때 소내 저장조의 용량은 일반적으로 10~20년을 기

준으로 설계되므로(1,2), 40~60년이 되는 원자력발전

소 운전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

하기 위해서는 조밀랙 교체를 통한 기존의  저장조 

확장이나, 저장 여유가 있는 인접 발전소의 저장조

로 이동, 보관시킨다. 
사용후핵연료의 최종관리방안은 재처리하여 재

활용하는 방안과 영구 처분하는 방법이 있다. 재처

리는 자원 활용 및 고준위폐기물 저감 측면에서 바

람직한 대안이나, 핵확산에 대한 우려와 고속증식

로의 실용화 지연 및 우라늄 가격의 안정화에 따른 

경제성 문제 등으로 인해 당분간 재처리 수요는 그

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은 지하 500~1000m 정

도의 깊이에 심층 처분하는 것이 기본이나, 최근에

는 심해저처분에 대한 타당성 연구도 진행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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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 관리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에

너지 정책, 경제성, 환경문제, 국민의 수용태세 등 

자국의 제반사항 뿐만 아니라 핵확산 문제와 관련

된 정치 외교적 요소 등 국제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측면을 가지

고 있다. 현재는 일부 국가만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이 결정되었을 뿐, 우리나라는 제3의 방안인 관

망정책(Wait & See Policy)을 채택하고 있다(2).
사용후핵연료의 최종관리방안이 지연됨에 따라, 

가동 원전의 저장조는 포화상태로 접근하고 여기에 

수명을 다한 원전은 해체계획을 준비 중인데 사용

후핵연료 처분이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발
전소내 저장조에서 임시 보관중인 연료를 재처리나 

영구처분하기 전에 중간단계로 어느 한곳에 모아 

저장하는 방안을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이를 중간저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구처분 전에 사용후핵연료

를 50년 이상 중간저장 하는 것이 기본정책이다. 사
용후핵연료 중간저장기술은 습식저장기술과 건식

저장기술로 구분되며, '80년대 중반까지는 실증경험

이 풍부한 습식저장이 주로 채택되었으나, '90년대

에 들어서면서 용량확장과 장기관리 측면에서 유리

한 건식저장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하여 독일, 헝가

리, 체코, 미국, 영국 등 현재 많은 나라에서 건식저

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3).
이상과 같이 사용후핵연료 관리프로세스는 Fig. 1

과 같이 발전소내 저장조에서 임시저장, 중간저장, 재
처리 또는 영구처분으로 이어지는데(2),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운반시 고려해야 되는 기술사항들 즉, 운반용기의 

요건, 사용후핵연료의 취급특성, 운반규정 및 물리

적방호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Fig. 1 Nuclear Spent Fuel Management Process

2. 사용후핵연료 특성

2.1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  

경수로 핵연료는 원자력발전에 약 5년간 사용되

며, 사용전과 사용 후의 외형상 차이는 거의 발생하

지 않지만, 중성자 조사로 인한 핵연료 구성품의 취

성화로 구조적 건전성은 취약하게 된다. 신핵연료

는 방출되는 열이 없고, 방사선량이 매우 낮아 사람

이 접근할 수 있으나, 사용후핵연료는 물질의 구성

이 변화되어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한다. 원
자로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의 U235 농축우라늄

에 의한 붕괴열의 양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

되면서, 방사능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까지 약30만년이 걸리며, 재처리를 위해 플루토늄

과 마이너액티나이드(Minor actinide)를 제거할 경우

는 약 300년이 소요된다(1,2). 

Fig. 2 Radioactivity Nuclide Changes over Time

2.2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고온 고압의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는 

수십 년 동안 습식저장 후에 중간저장 시설로 이동

되어, 또 수십 년 동안 건식저장된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도 사용후핵연료가 손상없이 보관될수 

있다는 보증을 위하여, 중간저장시설로 이동전에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사가 요구된다.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검사에 가장 핵심이 되는 특

성은 후프응력(Hoop Stress)과 열화에 따른 피복관

의 응력부식균열(Stress Corrosion Crack, SCC), 상단

고정체의 체결력 및 연료봉의 누설확인 등이다(4,5). 

2.2.1 피복관 열화손상

핵연료봉은 원자로에서 연소 중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로 인해 내부압력이 생성되어 건식저장동안 핵

연료 피복관에 후프응력을 가하게되고, 이 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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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지는 동안 피복관이 열화되면서 크리프파괴

(Creep Rupture)에 의한 손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크리프파괴의 유발 인자로써는 피복관의 부식 정도

와 수소방향성 (Hydride Reorientation)검사가 요구

된다(6,). 산화는 핵연료 피복관의 열전도도를 나쁘게 

하는 반면, 수소화는 취화를 일으킨다. 핵연료 연소 

주기 말에 산화막 두께는 100㎛,및 수소함량 제한치

는 500∼600 ppm으로 제한된다. 산화막의 두께가 

100㎛ 정도가 되면 산화막이 깨질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수화물의 성장에 영향을 주어 산화를 더

욱 촉진하게 된다(6,7).

2.2.2 상단고정체 체결력 약화

지지격자에 의해 고정된 핵연료봉은 상단고정체

와 슬리브 또는 스크류로 체결되어 있는데, 원자로

내 고온 고압 고방사선환경에서 입계응력부식균열

(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 IGSCC)로 

인해 취약해 질 수 있다. IGSCC현상이 심하면 사용

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하기 위해 크레인으로 집합체

를 들어 올릴 때 상단고정체가 연료 집합체에서 분

리되어 사용후핵연료가 파손되는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다. 수중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상단고정체 체

결부위의 IGSCC현상을 검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므로 Fig. 3과 같이 집합체의 안내관이나 계측관의 

위치에 체결 봉(Tie Rod)을 설치하는 방안이 미국 

원전에서 활용되고 있다(8).

 

(a)                        (b)
Fig. 3 Fuel Assembly Tie Rod (a) Top Nozzle,  (b) Bottom 

Nozzle

2.3 사용후핵연료집합체 손상검사

사용후핵연료집합체에서 핵분열성물질이 누출되

면 건식저장용기에 담지 못하거나, 특별히 설계된 용

기에 보관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건식저장 용기로 

이동전에 사용후핵연료집합체는 전량 핵분열성 가

스 누출 유무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가 

진공흡입장치(Vacuum Sipping Unit)이다. 이 장비는 

하나 이상의 누출 연료봉이 포함 된 사용후핵연료집

합체를 식별한다. 검사방법은 검사대상 집합체를 챔

버에 넣고, 챔버를 밀봉한 후에, 챔버 상부에 공간이 

발생하도록 물을 일부 제거한다. 챔버 내에 공기 공

간이 생성되면,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공간 내 공기

를 배기시키다. 결과적으로 챔버 내는 압력 감소가 

되고, 파손된 연료봉이 있다면 연료봉 내부의 핵분열 

가스가 방출되어 공간으로 배출하도록 유도한 후, 이
를 포집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Fig.4는 PWR용과 

CANDU용 진공흡입장치이다(9,10,11). 

(a)                       (b)
Fig. 4 Vacuum Sipping Units for (a) PWR Fuel (b) 

CANDU Fuel

3.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및 건식저장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는 원자로 격납용기와 동일

한 개념으로 정상운반조건에서 살수, 취급높이 낙하, 
적층 및 관통 등의 시험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또한 

가상사고 조건에서도 법적한도인 방사능 누설과 방사

선량율을 만족한다는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12).
원자력 선진국들은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대

형화를 추진하여 최근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32 다발 

용량까지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으며, 운반과 저장

용기를 겸용화하고 있다.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용기는 Table 1과 같이 조사후시험용 사용후핵연료

를 운반하기 위해 1985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원자력연구원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 1다발 및 4
다발을 운반할 수 있는 KSC-1 및 KSC-4 운반용기를 

개발하였고, 한수원(주)에서는 12다발 및 18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KN-12 및 KN-18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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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용기를 개발하여 소내 운반에 사용하고 있다. 한국

원자력환경공단에서는 건식 중간저장에 대비하여 21
다발의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할 수 있는 KORAD-21 
운반저장겸용용기를 개발하여 인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CANDU 사용후핵연료 120다발을 운

반할 수 있는 HI-STAR63 운반용기를 한수원(주)에서 

개발하여 월성원전 소내 운반에 활용하고 있다. Fig. 
5는 KN-12와 KORAD-21 캐스크이다(1,2). 

Table 1 Status of Spent Fuel Container Development 
in Korea

Fig. 5 KN-12 and KORAD-21 Cask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일반적인 형상은 원통

형이며, 반경방향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적재하는 바

스켓, 내부 쉘, 감마 차폐층, 중간 쉘, 중성자 차폐층 

및 외부 쉘이 있고, 상부에 뚜껑과 상하부에 충격완

충체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두산중공업이 개발

한 DOOSAN -DSS21은 캐니스터(TSC21), 운반용기

(TC21), 이송용기(TFR21), 금속저장용기(MSO21)로 

구성되어 사용후핵연료를 운반 및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 사용후핵연료가 장전된 캐니스터는 운반

용기를 이용해 핵연료 건물로부터 원전 내 건식저

장시설로 이동한다. 건식저장시설에서는 캐니스터

를 운반용기에서 꺼내 이송용기를 사용하여 저장용

기로 옮겨 담는다. 이송용기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를 보호하고 작업자의 피폭을 최소해 

캐니스터를 안전하게 운반용기로부터 저장용기로 

이송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Fig. 6은 DOOSAN 
-DSS21 운반용기 시스템이다.

4. 사용후핵연료 운반규정 및 물리적방호

4.1 사용후핵연료 운반규정

방사성물질의 안전운송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는 IAEA Safety Standard인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s, 
TS-R-1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여기에서는 운반용기

의 설계, 제작, 유지, 이송, 운반수단 등 방사성물질의 

운반을 위한 운전 및 조건 등이 제공된다. 미국의 운

반규정 10 CFR Part 71, Packing and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도 IAEA 규정과 유사하며, US 
NRC NUREC -153는 운반규정에서 제시하는 사고조건 

이외에 도로나 철도에서 발생한 대형사고 결과를 분

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사용후핵연료 운

반용기의 안전성 평가 사례를 소개한다. 국내 방사성 

물질운반은 Fig. 7과 같이 운반물의 종류에 기반하여 

국내 관련법에 따라  운반용기 설계, 제작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13~15). 

Fig. 6 Spent Fuel Cask System, DOOSAN-DSS21

Fig. 7 Regulations for the Transportation of Spent Nuclear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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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안전법에서는 방사성물질 운반의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요건을 규정

하고, 운반물의 안전수준이 방사성내용물의 잠재적 

위험성과 상응하도록 기본을 두고 운반물 형태를 

다음과 같이 6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L형 운반물(Excepted Package)은 포장되는 방

사성 물질의 양이 충분히 작아서 최소한의 요건이 

적용되는 운반물을 말한다. 다른 운반물의 설계 및 

취급에 관한 요건 중에서 최소한의 요건만이 적용

된다. 외부표면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5마이크로시

버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IP형 운반물(Industrial Package)은 저준위비방

사능물질(LSA; Low Specific Activity Material) 또는 

표면오염물체(SCO; Surface Contaminated Object)를 

운반하는데 사용된다. IP형 운반물은 L형 운반물의 

설계요건에 덧붙여서 작은 재해를 포함하는 정상운

반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IP형 운반물은 방사능 

제한치를 바탕으로 방사성내용물의 위험과 관련하

여 3등급이 나누어진다. 
  ∙ IP-1형: L형 운반물에 부여되는 요건이외에 

온도와 압력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IP-2형: 자유낙하와 적층시험조건을 만족하여

야 한다.
  ∙ IP-3형: 부가적으로 물분사시험과 관통시험조

건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A형 운반물(Type A Package)은 방사성물질이 

비교적 작은 양을 수송하기 위한 운반용기를 포함

하는 운반물이다. 이 운반물은 정상운송조건하에서 

자유낙하시험(9m), 관통시험(1.7m), 물 분사시험, 적
층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된다. 운
반하는 방사성물질이 액체상태인 경우에는 액체상

태의 방사성내용물 체적의 2배를 흡수할 수 있는 충

분한 흡수재를 갖추어야되며, 1차 내부격납에서 누

설이 발생하면 2차 외부격납 안에서 액체 내용물을 

확실히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B형 운반물(Type B Package)은 더 많은 양의 방

사성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B형 운반용기로 구성한 

운반물이다. 운반물 기준을 충족하여 한 국가에서 승

인한 운반물이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B(U)
형과, 부분적으로 미흡함이 있어 운반물이 통과하게 

되는 모든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B(M)형으로 구분된

다. 이 운반물은 가혹한 사고의 영향을 견딜 수 있어

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충격, 관통, 

화재, 침수 같은 가상사고조건하에서의 시험이 요구

된다. 부가적으로 각각의 운반물의 설계는 국가 관계

당국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B형 운반물은 산

업에서의 방사선촬영, 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 등 방

사능이 높은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데 사용된다. B
형 운반물은 A형 운반물의 요건 및 B형 운반물에 적

용되는 추가적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운반물

의 운반용기는 각 국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설계승

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과하는 국가의 일광조건과 섭

씨 -40도부터 섭씨 38도까지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건전성 유지가 보장되어야 한다. 
5) C형 운반물(Type C Package)은 매우 많은 양의 

방사성물질을 항공운송하기 위한 좀 더 강화된 성

능요건을 적용한 운반물이다. B형 운반물이 항공운

반의 방사성물질등과 그 방사능 한도량을 초과할 경

우, C형 운반물은 물질 그 자체가 분산성에 대하여 

충분한 방어요건을 제공하지 않을 때 운반물에 추가

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부여함으로써 확산되는 오염

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류되었다. 주요 시

험요건은 324 km/h(90 m/s) 속도의 낙하시험과 60분
간의 화재시험이다. 이 운반물의 운반용기는 각 국

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핵분열성물질 운반물(Package Containing Fissile 

Material)은 방사성내용물이 핵분열성물질인 것을 말

한다. 핵분열성물질을 포함한 운반물은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기준과 더불어 핵임계방지를 위한 기준, 평
가 및 관리가 추가되어야 한다. 특히, 육불화우라늄

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생산의 공정에서 사용되

며 보통압력 56 ℃에서 증발한다. 방사선에 대한 위

험성은 비교적 작으나 독성이 크고 부식성이 있으므

로 운반 시에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운반용기는 

일정 수준의 압력에 견디는 특수 압력용기로 구성되

며 최대 내부압력과 특정 낙하시험 및 열시험에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다. 이 운반물의 운반용기는 각 국

가의 관계당국으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야 한다.

Table 2 Test Requirements for Transportation Container  
under Normal Opera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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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물리적 방호

원자력이용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핵물

질 및 원자력시설의 사고와 더불어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방사능테러 등의 위협 요인이 날로 증가하

고 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World Trade Center) 테러사태 이후,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테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

되면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었

으며, 각 국가는 방사능테러 위협의 감소와 이의 대

응을 위한 방호체계의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방사선 사고나 방사능테러는 방사선장해

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

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호체계 

구축을 갖추어야 한다.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란 핵물질 및 원

자력시설에 대한 국내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를 저지하는 한편, 사
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최소화하는 일체의 조

치를 말한다.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서는 테러의 유형에서 원자

력시설에 대한 공격이나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방사

능폭탄(Dirty Bomb)을 가정하고,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안전지침과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였다. 우리

나라의 방호체계는 2003년 5월 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에 따라 구축되어 

이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

지침서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물리적방호의 국제기준이 되

는 IAEA INFCIR/225에 따르면 핵물질은 Table 2와 

같이 형태별로 3종으로 분류되며, 물리적 방호 수칙

은 다음과 같다(16,17).
제1종 : 1종에 속하는 물질은 불법적 사용을 방지

하기 위해 고도의 신뢰성 있는 체제로 보호해야 한

다. 고도로 방호된 구역에 저장하고 사용한다. 즉, 2
종과 같은 구역에 저장하되 신분이 확인된 자에 한

하여 접근을 허락하고, 경비당국과 통신연락을 취

할 수 있는 경비원이 감시해야 한다. 핵물질의 무단 

반출, 접근, 기습을 예방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

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수송은 2종, 3종과 같

은 예방조치는 물론 호송에 의한 감시와 경비당국

과의 통신 연락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2종 : 접근이 제한된 보호구역내에 저장하거나 

사용할 경우, 즉, 경비나 전자장비의 상시 감시와 적

절한 통제하의 제한된 출입구를 가진 방벽으로 쌓

인 구역이나, 이와 동일한 보증구역 내에 있는 것으

로 한다. 수송은 발송자, 인수자, 운반자간의 사전 

약정 및 수입국과 수출국 각각의 규제와 사법 권한

에 있는 실체간의 사전 합의를 포함하는 예비조치

를 마련해야 하고, 국제적인 수송 시에는 수송책임

의 인계에 관한 절차, 장소,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제3종 : 접근이 제한된 구역에 저장 및 사용되며, 

수송은 발송자, 인수자, 운반자 사이의 약정과 수입

국과 수출국 각각의 규정과 사법권의 대상이 되는 

실체간의 사전합의를 포함하는 예비조치를 마련해

야 하고, 국제적인 수송 시에는 수송책임의 인계와 

관련하여 절차, 장소,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Table 3 Categorization of Nuclear Material

5. 결  론

국내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이 지연됨에 따라, 
가동 원전의 저장조는 포화상태로 접근하고 있고, 
여기에 고리1호기와 같이 수명을 다한 원전은 해체

계획을 준비 중이다. 원전해체의 첫 단계는 사용후

핵연료의 이동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프로세스는  

임시저장, 중간저장 그리고 재처리 또는 영구처분

으로 이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이 과정에서  사용후

핵연료 운반시 고려해야 되는 기술사항들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

과 높은 열을 방출하므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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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며 국제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시설로 이동하기 전에 건식환경

에서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일련의 건전성 검사가 수행된다. 후
프응력과 열화에 따른 피복관의 응력부식균열, 상
단고정체의 체결력 및 연료봉의 누설확인 등이 주

요 검사항목이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는 원자로 격납 용기와 동

일한 개념으로 설계되며, 정상운반조건 및 가상사

고 조건에서도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운반용

기 설계,  인허가 규정과 운반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IAEA 국제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국가는 방사능테러 위협의 감소와 이의 대

응을 위한  물리적 방호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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