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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수로(CANDU Reactor)에서 배출되는 고 폐기물을 지하 500m의 화강암 암반의 처분장에 장기간(약 

10,000년 동안) 처분하기 하여 여러 구조  안 성 평가 수행을 통하여 개발된 처분용기에 하여 구조  안 성 평가 

보완 해석을 수행하 다. 기존에 설계된 수로용 처분용기 모델은 내부에 33개의 고  폐기물 다발을 직경 122cm의 원

통형 처분용기가 지탱하는 구조물로 구조  안 성은 문제가 없으나 무 무거운 단 이 지 되었다. 따라서 구조  안

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경량화 된 처분용기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로 처분용기모델을 경량화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외력조건  안 계수 등에 한 조건을 완화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수로 처분용기내의 고

폐기물다발의 개수를 여 구조물 단면 형상을 최 화시키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처분용기 개발 시 

용된 외력조건 등에 한 조건들을 완화하여 설계 완성된 기존의 처분용기에 하여 외력 조건  용기의 재원(직경 등) 

들을 변화시키면서 구조해석을 재수행하고, 동시에 기존 33개의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를 여서 용기의 여러 재원에 

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최 의 경량화된 단면형상을 도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외력 조건에 따른 처분용기의 재원 

등을 재산출하 다. 보완 해석결과 기존의 122cm의 처분용기의 직경을 여 경량화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핵심용어 : 수로, 고 폐기물 처분용기, 구조  안 성 평가, 처분장, 보완 해석, 최 화

Abstract

In this paper, a complementary analysis for the structural safety evaluation of th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canister developed 

for the Canadian Deuterium and Uranium(CANDU) reactor for about 10,000 years long term deposition at a 500m deep granitic 

bedrock repository has been performed. However this developed structural model of th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canister which 

has 33 spent nuclear fuel baskets and whose diameter is 122cm is too heavy to handle without any structural safety problem. 

Hence a lighter structural model of th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canister which is easy to handle has been required to develop 

very much. There are two methods to reduce the weight of the CANDU canister model. The one is to alleviate severe design 

conditions such as external loads and safety factor. The other is to optimize the cross section shape of the canister by reducing the 

spent nuclear fuel basket number. Hence, in this paper a complementary analysis to alleviate such severe design conditions is 

carried out and simultaneously structural analyses to optimize the cross section shape of the canister by reducing the spent nuclear 

fuel basket number below 33 are carried out by varying the external load and the canister diameter for the reduction of the canister 

weight. The complementary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diameter of canister can be shortened below 122cm to reduce the weight 

of the spent nuclear fuel disposal canister.

Keywords : Canadian Deuterium and Uranium reactor, spent nuclear fuel disposal canister, structural safety 

evaluation, repository, complementary analysis,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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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 폐기물이란 원자로에서 타고 난 사용 후의 핵연료 

혹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 했을때 발생하는 1차 폐액 

는 이 폐액을 고형화한 폐기물을 말한다. 고 폐기물은 방

사붕괴에 의해서 높은 열과 다량의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이

의 취 에 특별히 주의가 요구되며, 한 장반감기 핵종들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이를 처분할 경우 장기간에 걸친 안

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 폐기물의 처분은 원자력 발

과정에서 나오는 고 폐기물의 안  처분에 심을 갖기 

시작한 기에는 심해, 우주 는 극지방의 얼음층 등과 같

이 인간의 근이 어려운 곳에 처분하는 방안을 고려한 도 

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 해서는 자료가 부족하고 안 성

과 기술성에 한 확신이 부족하 다. 안을 찾은 끝에 지

하 5백~1천미터 깊이의 암반층에 처분하는 방안이 가장 타

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재는 미국을 비롯하여 캐나다, 

스웨덴, 독일, 국, 핀란드, 일본 등 여러 나라가 자국의 환

경에 맞는 심지층 처분개념과 처분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재 우리나라는 사용 후 핵연료 리에 한 정책이 결정

되어 있지 않으나, 재활용 경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

진 CANDU형 사용연료의 경우는 직 처분이 불가피할 것으

로 상된다. 고 폐기물 처분기술의 안 성 확보는 원자력 

발 의 안정  추진을 한 필수 안 과제이다. 고 폐기

물은 다량의 장반감기 핵종들을 함유하고 있어 인간이 약속

할 수 있는 제도  리기간(200~300년)을 월한 어도 

일 만년 이상 인간으로부터 격리 보 되어야 하므로 처분 안

성 확보가 가장 요한 핵심사항이다.

그러나 고 폐기물을 처분한 다음 어도 일만년 이상

동안 안 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기술  확신을 아직 

얻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 환경이 각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사회ㆍ환경 여건에 부합되는 처분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 환경에 합한 처분기술의 자체개발이 불

가피하며, 장기간에 걸친 실증시험을 통한 처분 안 성 입증

은 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고 폐기물 처분용기(canister)를 설계하는데 있어 반드시 

요구되는 기계  구조해석 특성을 연구하는데 목 이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처분용기에 한 여러 가지 구조해석(권 주 

등, 2002, 2003, 2004; Kwon 등, 2001)을 수행하여 일

차 으로 처분용기에 한 설계를 완성하여 처분용기모델을 

결정하 다(권 주 등, 2004). 그러나 도출된 처분용기 모

델은 구조  안 성은 문제가 없으나 무 무거운 단 이 지

되었다. 따라서 구조  안 성을 유지하면서 좀 더 경량화 

된 처분용기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기 개발된 처분

용기모델이 무거워진 한 가지 이유는 처분용기 개발 시 용

된 외력조건  안 계수 등에 한 조건들을 무 엄격하게 

용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완화하

여 처분용기의 재원들을 조정하여 에서 언 한 여러 가지 

구조해석들을 다시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처분용기가 지

하 처분장에 처분되어진 후 처분용기에 가해지는 하 은 첫

째로 정상 으로 받는 하 으로서 처분장에 스며드는 지하수

에 의한 수압을 들 수 있다. 지표의 물이 지하로 스며드는 

경우 보통 지표로부터 깊이에 비례하는 정수압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하 500m의 지하 처분장까지 지하수가 

스며들었으면 정수압(hydrostatic pessure)은 지하수에 의

한 정수압으로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P=γwh=10,000kg/m2sec2×500m=5,000,000Pa

=5MPa

γw=9,800kg/m2sec2 ≅ 10,000kg/m2sec2

처분용기에 실제로 작용하는 외력은 지하수가 벤토나이트 

버퍼에 스며들어서 팽창하는 벤토나이트 버퍼의 팽윤압

(swelling pressure)이다. 지하수가 벤토나이트 버퍼에 스

며들면 벤토나이트 버퍼에 팽윤압이 발달하게 된다. 이 팽윤

압의 크기는 버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건조한 버퍼

의 도는 1,590kg/m3, 지하수가 포화된 경우 버퍼의 도

는 2,020kg/m3) 버퍼에 지하수가 포화되는 도 의 팽윤압 

크기와 지하수가 버퍼에 완 히 포화된 후의 팽윤압의 크기

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Werme, 1998; Karnland, 1998). 

지하수가 버퍼에 포하되는 도 의 팽윤압의 크기는 4～

5MPa로 4MPa는 지하수가 버퍼에 포화되고 있는 간의 

팽윤압을, 5MPa는 포화되는 마지막 단계의 팽윤압으로 고

려된다. 따라서 처분용기에 가해지는 체압력은 지하수의 

정수압과 벤토나이트 버퍼의 팽윤압의 합이다. 지하수가 버

퍼에 완 히 포화된 후에는 5MPa의 팽윤압에 5MPa의 정

수압이 가해져서 총 10MPa의 수압이 처분용기에 가해진다

고 볼 수 있다. 만약에 처분용기가 처분공에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처분공의 형상이 약간 굴곡이 져 있으면 버퍼에 지하

수가 완 히 포화된 후에 처분용기에 가해지는 수압은 비

칭 형상으로 비균일하게 발달할 수도 있다. 안 설계를 하

여 기 개발된 처분용기 모델에서는 처분용기에 가해지는 팽

윤압의 크기를 실제 가해지는 팽윤압 4～5MPa의 두배인 

8～10MPa로 가정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권 주 등, 

2002). 그 결과 처분용기모델이 무겁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 설계 완성된 처분용기모델에 하여 외력 

조건을 실제 작용하는 팽윤압인 4～5MPa로 완화하고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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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metry and dimensions of the designed 

spent nuclear fuel disposal canister for CANDU 

reactor(unit：cm)

의 재원(직경 등)들을 변화시키면서 구조해석을 재수행하여 

처분용기에 한 구조  안 성 평가를 보완한다. 이를 바탕

으로 외력 조건에 따른 처분용기의 최소 직경 등을 재산출한

다. 한편 가압경수로(PWR)에 한 평가보완 해석(최종원 

등, 200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외력조건만 실제 작용

하 으로 완화하여도 처분용기의 직경이 102cm까지 안 계

수 값 S=2.0이상을 만족하기 때문에 안 계수에 한 조건

완화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된다. 수로 처분용기를 

경량화하는  하나의 방법은 33개의 고 페기물 다발의 

개수를 조정하고, 그 배열을 최 화하여 처분용기의 강도를 

유지하면서 처분용기의 직경을 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33개의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를 30개, 27개로 

조정하여 고 폐기물 다발을 처분용기 단면 심에 칭구

조로 배열한 수로 처분용기모델에 하여 내부고 폐기

물 다발과 외곽 쉘과의 두께를 변화시키면서 구조해석을 수

행하여 최소두께를 산출한다.

2. 구조해석 문제의 구성

2.1 구조해석 모델

기 설계된 처분용기모델의 구조형상  재원은 Fig. 1과 

같다. Fig. 1에서의 수로 고 폐기물 처분용기는 내부에 

원형 단면(직경 11.5cm) 형상을 갖는 33개의 고 폐기물 

다발이 있고, 이를 주철(cast iron)로 된 내부삽입물(직경 

112cm)이 감싸고 있으며, 이 내부삽입물을 5cm 두께의 구

리로 된 외곽 쉘이 감싸고 있다.  역시 구리로 된 5cm 두

께의 아래 덮개가 있다. 각 구조의 주요 재원은 Fig. 1에 

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g. 1에서 모든 재원은 그

로 유지하고 처분용기의 직경을 122cm에서 5cm씩 감소하

여 117cm, 112cm, 107cm, 102cm로 변경하여 계산을 수

행 한다. 한 고 폐기물 다발과 외곽 쉘 사이의 두께는 

15cm에서 12.5cm, 10cm, 7.5cm, 5cm로 각각 감소시켜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수로 처분용기 단면 심에 하여 

칭으로 배열된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30개, 27개인 

처분용기 모델에 해서도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33개

인 처분용기모델과 동일하게 처분용기 직경을 변화시키면서 

각각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2.2 물질상수

Fig. 1에 그려진 처분용기의 각 구성부품들의 재질은 내

부 삽입물은 주철(cast iron), 외곽쉘  아래 덮개는 

구리(Cu)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의 고 폐기물 다발은 

「spent fuel+Zry-4 tube」의 수십～수백개의 다발로 되어

있어, 이를 정확히 구조해석에서 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

에 이들을 균일물질로 가정하는 등가물성치를 계산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Table 1에 본 논문에서 사용한 각 

구성 재질들의 물성치 값들이 나타나 있다.

2.3 외력조건  경계조건

① 지하수 포화과정 의 하 의 크기  외력조건-Load 

Case 1

지하수가 벤토나이트 버퍼에 포화되는 과정 의 외력조건, 

이 때 벤토나이트 버퍼에 발달되는 팽윤압의 크기는 4MPa

로 고려된다.

② 지하수 포화 후 하 의 크기  외력조건-Load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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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Properties

Insert
Outer shell, 

Lid & Bottom
Fuel Bundle

Cast iron Copper

Fuel+Zry-4 tube

(equivalent 

value)

Young's 

Modulus

E(GPa)

126.5 117 18.459

Poisson's ratio

ν
0.25 0.3 0.3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α(10
-6
/℃)

10.85 16.5 3.24

Mass density

ρ(kg/m3)
8,000 8,900 2,000

Yield stress

σy(MPa)
200 64 -

Ultimate 

strength

σu(MPa)

1,400 200 -

Thermal 

conductivity

k(W/m℃)

52 386 0.135

Specific heat

C(J/kg℃)
504 383 2,640

Table 1 Material property value of each canister 

component part

Fig. 2 Load condition during ground water saturation 

(both fixed ends, L=length of canister, load case 1)

Fig. 3 Uniform load condition after ground water 

saturation(load case 2)

수압이 처분용기에 균일하게 칭 으로 발달하는 경우이

며, 이 때 처분용기에 작용하는 압력은 10MPa이다.

이 때 구조해석 시 처분용기에 강체운동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한 경계조건을 주어야 한다.

③ 열하 (thermal loads)

사용 후 고 폐기물 다발은 높은 고온을 유지하며 서서

히 열을 방출하여 처분용기 장 시 열원(heat source)으로 

작용하여 처분용기  주 물질에 열을 달하여 열팽창을 

일으켜서 열하 으로 작용한다.

- 수로(CANDU Reactor) 고 폐기물 다발의 열발생

률(Choi 등, 1999)

P(t) = 114.32 exp[1/(0.16331+0.1296t)]

(0<t<30 yrs) (W/tHM)

P(t) = 1,456.73t-0.67667 (30≤t<106 yrs) (W/tHM)

상기의 정상 인 외력 이외에도 처분용기에 가해지는 외

력에는 갑작스러운 지각변동에 의한 암반 갈라짐(sudden 

rock movement)이나 처분용기 내에 발생하는 응력(정수압

+팽윤압)이나 고온에 의하여 발생하는 크리 변형 등의 비

정상 인 외력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비정상외

력들은 취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에 한 추가 인 해석

은 필요하다.

3. 구조해석에 한 수치해석

3.1 수치해석 모델

Fig. 1의 수로(CANDU reactor) 처분용기구조물에 

한 보완 구조해석 모델에 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해

서 8개 의 육면체 유한요소(eight node hexahedron 

element)를 이용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었다(Fig. 4 참조). 

해석에 사용된 여러 직경의 처분용기 수치해석모델의 유한

요소(element)와 (node)의 수는 Table 2에 표시하

다.

3.2 수치해석 

Fig. 4의 처분용기( 수로(CANDU reactor) 고  폐

기물 처분용기)모델에 하여 외력  경계조건을 가하여 해

석을 수행한다.

3.2.1 지하수 포화과정 의 외력조건에 한 해석

지하수가 벤토나이트 버퍼에 포화되는 과정 의 외력조건

으로 이 때 벤토나이트 버퍼에 발달되는 팽윤압의 크기는 

4MPa로 고려된다(Fig. 2). 이 때 내부 고 폐기물 다발

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열하 도 동시에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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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basket

Canister

diameter
102cm 107cm 112cm 117cm 122cm

33

No. of 

node
101,741 105,957 110,173 114,389 118,605

No. of 

element
97,992 102,072 106,152 110,232 114,312

30

No. of 

node
106,205 110,421 114,637 118,853 123,069

No. of 

element
101,952 106,032 110,112 114,192 118,272

27

No. of 

node
94,518 98,734 102,950 107,166 111,382

No. of 

element
90,732 94,812 98,892 102,972 107,052

Table 2 Node and element number of the numerical 

model(full model) 

Fig. 4 FEM model of the CANDU reactor canister

(1/2 model, D=122cm, number of spent nuclear fuel 

basket=33)

수로 처분용기의 내부 고 폐기물 다발에 발생하는 다

음의 열발생률을 이용하여 열하 을 계산한다.

q(t) = 228.64 exp[1/(0.16331+0.1296t)] (W/m3)

(0<t≤30 yrs)

q(t) = 2,913.46t-0.67667 (W/m3) (30≤t<106 yrs)

해석 상이 되는 처분용기는 고 폐기물 다발이 열발생 

후 40년이 지난 후 고 폐기물 다발이 내부에 장되어 처

분공(borehole)에 처분되므로 지하수 포화과정 의 외력조건

은 기 처분시기인 t=50년에 해당되는 상태로 생각된다. 따

라서 폐기물 다발의 열발생률은 t=50년에 해당하는 q(50)≅

206.42725W/m3로 계산된다.

처분용기 외곽에 작용하는 팽윤압은 4MPa=4×106 Pa= 

4×106N/m2 값을 사용한다.

- 해석단계

∙단계 1：q=206.42725W/m3에 한 열 달 해석 수행 

한 후 q=206.42725W/m3에 한 열응력 해석을 수행

한다.

∙단계 2：팽윤압 P=4MN/m2에 의한 응력 해석을 수행 

한다.

∙단계 3： 에서 수행한 각각 단계의 해석 결과를 통합

(load combination)하여 열하   팽윤압에 의한 응력

해석을 수행 한다

- 경계조건：양단(L/10 구간) 고정

L/10 처분용기 겉표면 에서 세 개의 자유도(ux, 

uy, uz)를 구속한다(ux=uy=uz=0).

- 유한요소 해석 모델：구조 으로는 1/2 칭이므로 1/2

칭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사용한다. 칭면(y=0)에 

칭 경계조건(uy=0)을 용한다. 유한요소 모델에 

용된 이들 조건들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Fig. 5와 같다.

3.2.2 지하수 포화 후 외력조건에 한 해석

지하수가 벤토나이트 버퍼에 완 히 포화된 후의 외력조건

으로 이 때 처분용기에 가해지는 외력은 지하수에 의한 수압

(5MPa)과 벤토나이트에 의한 팽윤압(5MPa)의 합인 총 

10MPa의 압력이 처분용기 외곽쉘 표면에 작용한다(Fig. 3 

참조). 이 때 처분공(borehole)의 비균일성에 의하여 압력이 

비균일하게 발달될 수도 있다. 이때도 역시 내부 고 폐기

물 다발에 의한 열발생을 고려해야 한다.

- 열하 (thermal load)：벤토나이트 버퍼에 지하수가 

포화되는 과정은 처분용기가 처분공에 처분되는 기에 

발생되므로 고 폐기물 다발의 열발생률을 t=50년으

로 고려하여 q(50)=206.42725W/m3으로 가정한다.

- 팽윤압(swelling pressure)：지하수 포화 후 처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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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ternal loads and boundary conditions

(load case 1)

에 작용하는 팽윤압은 P=10MPa=10×106Pa으로 계

산한다.

- 해석단계：

∙1단계：열하 에 의한 열응력 계산

q=206.42725W/m3에 의한 열 달 해석 후 열응력 

해석

∙2단계：P=10MPa에 의한 응력 해석

∙3단계：1단계 해석+2단계 해석 결과를 통합(load 

combination)

- 유한요소 해석 모델：구조 으로 뿐만 아니라 외력 조건

은 1/2 칭이므로 1/2 모델만 가지고 해석 수행

- 경계조건： 칭면(y=0)에서 칭경계조건(uy=0)뿐만 

아니라 강체운동을 방지할 수 있는 경계조건(ux=uy=0 

at x=y=0, ux=uy=uz=0 at x=y=0 & z=2.39)

을 용한다.

3.3 해석결과  분석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33개, 30개, 27개인 

수로(CANDU reactor) 고 폐기물 처분용기에 하여 각

각 처분용기 직경을 D=122cm, 117cm, 112cm, 107cm, 

102cm의 다섯 가지 경우로 변화시키면서 유한요소모델을 

만들어서 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수로 처분용기 유한요소

모델을 만들때 특히 단면에 한 좀 더 세 한 유한요소망 

생성이 해석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 한 유한요소망을 사용하 다. 실제로 

해석 수행결과를 비교분석하면 단면의 유한요소 개수를 약 

10% 세 하게 증가시키면 해석 결과의 정 도는 약 7%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3  

Fig. 6～Fig. 10에 나타내 다. 역시 처분용기 직경이 작아

질수록 처분용기 내에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는 증가하여 구

조물이 구조 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처분용기

에 가해지는 외력조건에 따라서 최고응력이 발생하는 치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지하수 포화과정 의 외력조건에서는 

처분용기 외곽쉘에 최 응력이 발생하지만 지하수 포화 후의 

외력조건에서는 주로 덮개(lid) 부분에 최 응력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가압경수로에 한 구조  안 성 평가보

완 해석(최종원 등, 2007)과 일치한다.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열발생에 의한 온도 분포는 연료다발의 심에서 최

온도가 발생하는데 처분용기 직경이 5cm씩 커질수록 연료

다발 심의 최 온도가 약 0.01℃씩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처분용기 직경이 커질수록 더 두꺼워지는 내부 주철 삽

입물의 열 차단 효과가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을수록 발생하는 최고온

도도 약간씩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처분용기의 구조  강도를 결정하는 처분용기 내부 주철삽

입물(cast iron insert)에 발생하는 응력을 비교 검토하면

(Table 3)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33개인 수로 

처분용기의 경우 경수로(PWR) 처분용기(최종원 등, 2007)

에 비해서 더 큰 응력들이 발생하고 있어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33개인 수로 처분용기가 같은 재원의 경수

로 처분용기에 비하여 구조 으로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특

히 지하수 포화 후의 외력조건(load case 2)에 하여 수

로 처분용기가 같은 재원의 경수로 처분용기보다 구조 으로 

더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33개인 수로 처분용기의 경우 외력조건을 실제 작용하는 

팽윤압인 4～5MPa로 완화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다섯 가

지 처분용기 모델들  D=102cm 처분용기는 지하수 포화

과정 의 외력조건(load case 1)에 하여 안 계수가 

S=1.98로서 안 설계기 인 S≥2.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

에 구조  강도 측면에서 수로 처분용기로 당하지 않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33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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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baskets

Diameter 102cm 107cm 112cm 117cm 122cm

33

Load
Case

1

Max. von 
Mises stress

(MPa)
100.8 95.59 91.32 88.31 85.93

Safety 
factor(S)

1.98 2.09 2.19 2.26 2.33

Max. 
deformation

(mm)
2.715 2.716 2.718 2.719 2.72

Load
Case

2

Max. von 
Mises stress

(MPa)
98.61 93.67 91.80 90.44 89.31

Safety 
factor(S)

2.03 2.14 2.18 2.21 2.24

Max. 
deformation

(mm)
2.704 2.586 2.592 2.596 2.599

Max. 
temperature(℃)

91.70 91.71 91.72 91.73 91.74

30

Load
Case

1

Max. von 
Mises stress

(MPa)
82.87 78.44 74.82 72.08 70.33

Safety 
factor(S)

2.41 2.55 2.67 2.77 2.84

Max. 
deformation

(mm)
2.702 2.699 2.698 2.696 2.695

Load
Case

2

Max. von 
Mises stress

(MPa)
79.76 78.18 76.85 75.77 74.88

Safety 
factor(S)

2.50 2.56 2.60 2.64 2.67

Max. 
deformation

(mm)
2.571 2.572 2.574 2.575 2.576

Max. 
temperature(℃)

91.56 91.57 91.58 91.59 91.59

27

Load
Case

1

Max. von 
Mises stress

(MPa)
80.49 75.92 72.42 69.89 67.49

Safety 
factor(S)

2.48 2.63 2.76 2.86 2.96

Max. 
deformation

(mm)
2.707 2.704 2.702 2.70 2.699

Load
Case

2

Max. von 
Mises stress

(MPa)
71.57 70.22 69.18 68.36 67.68

Safety 
factor(S)

2.79 2.85 2.89 2.93 2.96

Max. 
deformation

(mm)
2.581 2.581 2.582 2.582 2.583

Max. 
temperature(℃)

91.47 91.48 91.49 91.5 91.51

※ Cast iron의 항복응력 σy = 200MPa, 

 ≡ 


  ≤        

Table 3 Structural analysis results(stress occurring in 

the cast iron insert, deformation and temperature 

occurring in the canister)

(a) No. of basket=27

(b) No. of basket=30

(c) No. of basket=33

Fig. 6 Temperature contour inside CANDU canister 

(top section view, D=122cm,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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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of basket=27

(b) No. of basket=33

Fig. 7 Stress contour inside CANDU canister

(D=102cm, load case 1, half view, unit：MPa)

(a) No. of basket=27

(b) No. of basket=33

Fig. 8 Stress contour inside CANDU canister

(D=102cm, load case 2, half view, unit：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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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of basket=27

(b) No. of basket=33

Fig. 9 Stress contour inside CANDU canister

(D=122cm, load case 1, half view, unit：MPa)

(a) No. of basket=27

(b) No. of basket=33

Fig. 10 Stress contour inside CANDU canister

(D=122cm, load case 2, half view, unit：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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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처분용기는 D=107cm까지 경량화할 수 있다고 사료

된다. 그러나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를 30개, 27개로 감

소하는 경우 구조해석을 수행한 다섯 가지 처분용기 모델 모

두 두 가지 외력조건에 하여 안 계수 S≥2.0을 만족하기 

때문에 D=102cm까지 경량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27개인 수로 처분용기의 경우

는 두 가지 외력조건에 하여 같은 재원의 경수로 처분용기

와 등한 구조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구조  강

도 측면에서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27개인 수

로 처분용기가 처분용기로서 가장 최 으로 바람직하며 경수

로 처분용기와 같이 D=102cm까지 경량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수로 처분용기와 수로 처분용기는 동일한 처분

장에 동시에 처분되기 때문에 외부 재원을 동일하게 설계하

는 것이 처분용기 제작의 용이성 측면에서 요구된다. 왜냐하

면 이들 처분용기들은 동일하게 량으로 제작되어 처분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 강도 측면에서 경수로 처분

용기와 수로 처분용기가 거의 동일한 강도를 유지하게 설

계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4. 결    론

수로(CANDU Reactor) 처분용기의 구조  강도를 결

정하는 구조해석 수행 결과 처분용기 내부 주철 삽입물(cast 

iron insert)에 발생하는 응력을 검토하면 본 논문에서 고려

한 두 가지 하 조건인 지하수 포화 의 외력조건(load 

case 1)하에서와 지하수 포화후의 외력조건(load case 2)

하에서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33개인 수로 처

분용기의 경우 D=107cm까지 경량화할 수 있는 반면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를 30개와 27개로 인 수로 처

분용기의 경우 D=102cm까지 경량화할 수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27개인 수로 

처분용기인 경우 동일 재원의 경수로 처분용기와 거의 비슷

한 구조강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수로 처분용기의 설계 시 내부 고 폐기물 다발

의 개수는 27개 배열은 단면 심에 하여 칭배열로 하는 

것이 구조강도 측면에서 최 으로 안 성이 있으며, 이 경우 

D=102cm까지 경량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고

폐기물 처분용량을 고려한 경우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를 30개까지 설계하여도 D=102cm까지 경량화하는데

에는 구조  강도 측면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

다. 그러나 내부 고 폐기물 다발의 개수가 33개 이상인 

수로 처분용기의 경우 D=102cm까지 경량화하는 것은 구

조  강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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