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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국내에는 17개의 경수로와 4개의 수로 원 이 가

동 이며, 추가 으로 7기의 원 이 건설 ( 정)에 

있다. 재까지 된 사용후 핵연료의 양은 2009년 

기 으로 10,761톤이며[1], 사용후핵연료는 약 1%의 

루토늄과 약 93%의 우라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새로운 에 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한 재처

리 기술의 개발이 필수 이다. 따라서 1990년 부터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핵확산 항성이 있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이로 공정을 연구해 오고 있다.

이로 공정의 원료물로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는 

량의 복합 인 방사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고온의 화학공정에서 처리하는 과정  많은 

방사성 물질이 환경 으로 방출될 수 있으므로 시설

의 도입에 앞서 상 방출량  이로 인한 환경 향

을 평가하여야 한다. 하지만 재 이로 설비는 개념

설계 수 이므로 기술기   규제요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복계산을 통해 선량목표치

를 만족시키는 이로 설비의 정상운  시 연간 방사

성핵종 방출량을 산출하 으며, 산출된 방출량을 통한 

연간 개인 선량분포를 계산하 다.

 재료  방법

이로 공정은 크게 처리, 해환원, 해정련, 

해제련 그리고 염폐기물 재생 고화공정으로 구성된

다. 이  처리 공정은 핵연료집합체 해제 단, 탈

피복, 휘발성산화  분말성형체 제조 공정으로 구성

된다. 휘발성산화공정에서는 고온 진공상태에서 핵연

료(UO2)를 U3O8으로 산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휘발성

물질  핵분열가스들이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제거되

며, 이 핵종들의 제거율은 100%에 가까운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2, 3]. 이들은 배기체 처리 시스템을 거쳐 

환경으로 방출된다.

한편 사용후핵연료는 인출시 매우 높은 방사능과 

붕괴열을 가지므로 재처리 이 에 충분한 냉각을 필

요로 한다. 따라서  공정에서 제거되는 핵종  상

으로 긴 반감기를 가진 핵종을 심핵종으로 선

정하 다.

PWR w17x17형, 4.5wt%, 연소도 55GWd의 운

조건과 10년의 냉각기간을 가진 핵연료를 기 핵연료

로 선정한 뒤, ORIGEN-ARP를 이용하여 핵종 재고

량을 계산하 다. 다음 표 1에 선정된 핵종과 재고량 

그리고 가정된 화학형을 나타내었다.

Table 1.  Selected Radionuclide and Inventory

Nuclide
Half-Life
[year]

Inventory
[TBq/ton of UO2]

Chemical Type

H-3 12.32 2.059E+01 Vapour

C-14 5,700 1.850E-02 Dioxide

Kr-85 11 2.841E+02 -

I-129 1.6E+07 1.683E-03 Elemental

Cs-134 2.1 4.346E+02 Particulate F

Cs-137 30 5.115E+03 Particulate F

이로 설비의 연간 처리용량은 100 ton/y로 가정

하 으며, 선량목표치는 0.1 mSv/y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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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이로 설비의 부지에 한 정보가 없으므로 

월성 원 의 기상데이터를 사용하 으며, 이를 이용해 

INDAC 코드 내 XOQDOQ 모듈을 통하여 기확산

인자를 산출하 다. 산출된 기확산인자와 앞서 선정

된 핵종 그리고 가정된 화학형을 이용하여 4개 연령

군(유아, 소아, 십 , 성인)에 한 16방  별 선량평

가를 수행하 다. 이  최  선량을 주는 방 를 선

정하여 선량목표  고시 기 치[4]를 만족시키는 방

출 방사능을 INDAC 내의 GASDOS 모듈을 이용하

여 앞서 계산된 핵종 재고량으로부터 감소시켜가는 

방식의 반복계산을 통하여 역산하 다. 한 산출된 

방출량으로 인한 거리별 그리고 방 별 연간 개인 선

량분포를 계산하 다.

 결과  고찰

에 언 된 방법을 통해 산출된 연간 방출량은 다

음 그림 1과 같다.

Fig. 1.  Estimated annual release rate [TBq/y]

단  방사능 방출 당 연간 개인선량은 I-129(30.7), 

Cs-134(8.35) 그리고 Cs-137(4.69) 순이나, 사용후핵

연료 내 핵종 재고량은 세슘이 요오드에 비하여 십만

배 이상 높으므로 세슘이 환경으로 방출되지 못하도

록 매우 높은 효율로 포집하여야 한다. 한 요오드의 

경우 재고량은 으나 단  방출 당 갑상선에 주는 

선량이 높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산출된 방출량으로 부터의 각 방 별 거리별 선량

분포를 다음 그림 2에 나타내었으며, SW방향 500m 

거리에서 목표선량의 89%로 나타났다. 최  피폭지

에서의 선량 기여도는 H-3, C-14, Kr-85, I-129, 

Cs-134 그리고 Cs-137에 하여 각각 26.7, 4.0, 0.6, 

52.26, 15.8, 그리고 0.6%로 나타났다. 

Fig. 2.  Annual individual dose distribution

 결  론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이로 설비로부터 방

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결정하기 한 비 연구

를 수행하 다. 이는 설비의 방출 목표 설정  방출 

기 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며, 향후 필터성능과 연간처리용량 등의 자료가 가용

해진다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다 자세한 설비의 

환경 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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