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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seals are the main components that establish the containment boundary in bolted casks, which store spent nuclear fuel. These seals 
are degraded by heat and radiation. In addition, creep occurs when the seals are exposed to intense heat for an extended period. This creep 
results in the stress relaxation of the seals, which consequently impairs the seal integrity. The stress relaxation can reduce the sealing 
performance of the metal seal, which can further cause leakage in the storage cask. Moreover, the reduction of bolt tension leads to seal-
ing performance degradation.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high-temperature-accelerated tests were obtained to evaluate the containment 
integrity of metal seals and the decrease in bolt tension. During the tests, the leakage rate, bolt strain, and ambient temperature of the metal 
seals were measured and analyzed. The metal seals were found to maintain containment integrity for 50 years of storage. The validity of 
the acceleration test was also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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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습식저장조에 저장되고 있으며 저장용량 대비 약 

70% 이상 포화된 상태이다. 습식저장조내 사용후핵연료는 

중간 건식저장시설로 이송되어 최종처분 전까지 저장될 예

정이다. 사용후핵연료의 건식저장 방식은 크게 용기방식, 모

듈방식, 볼트방식으로 구분된다. 건식저장방식의 격납경계

는 용기방식의 경우 캐니스터 혹은 금속 밀봉재, 모듈방식

의 경우 캐니스터, 볼트방식의 경우 캐니스터로써 크게 보면 

캐니스터와 금속 밀봉재로 구분된다. 금속 밀봉재는 볼트체

결 저장용기의 격납경계를 형성하는 주된 구성요소이다. 일

반적으로 저장용기는 오랜 시간동안 방사능 물질을 내부에 

담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은 금속 밀봉재를 사

용한다. 이러한 밀봉재는 열과 방사선에 의해 그 성질이 저

하(degradation)된다. 밀봉재가 강한 열에 노출되면 크리프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크리프는 밀봉시스템에 응력 이완

(stress relaxation)을 가져와서, 결국 밀봉재의 건전성을 해

치게 된다.

독일, 일본, 프랑스, 미국 등의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금

속 밀봉재의 열적 특성 저하, 부식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

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알루미늄 또는 은 재킷을 가

진 금속 밀봉재의 크리프를 150℃에서 측정하였고, 정상 및 

사고조건, 기계하중 하에서의 금속 밀봉재의 밀봉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1]. 최근에는 40년을 초

과하는 장기저장을 고려하여 장기건전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금속 밀봉재 격납건전성 평가, 볼트 풀림, 온

도/시간/외부 환경에 의한 재료 열화 특성 및 금속 밀봉재의 

열적 열화에 대한 가속화 시험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온

도-시간 등가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2, 3].  

일본의 Wataru 등은 장기저장에 따른 금속 밀봉재의 격납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종류의 운반용기 뚜껑

을 포함하는 원형시험모델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19년 

동안 가속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누설률과 Larson-Miller 

인자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였고 알루미늄으로 쌓인 가스켓

은 초기 온도 134℃ 이하로, 은으로 쌓인 가스켓은 초기온

도 125℃ 이하로 운영되는 한 밀봉성능은 약 60년 동안 보

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4, 5]. 또한, 금속 밀봉

재의 열적열화를 모사할 수 있는 수치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열화 시나리오를 평가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6]. 본 시험은 국내기술로 개발된 저장용기에 대한 설계수

명 기간 내에 금속 밀봉재의 성능 유지여부를 평가하는 입

증시험으로 축소시험모델을 이용하여 저장초기조건을 고

려한 가속화 시험조건인 165℃와 180℃에서 수행되었다.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누설률과 볼트 변형률의 변화에 대

하여 평가하였다.

성능 저하가 예견되는 다른 구성요소 중 하나는 볼트이

다. 볼트는 높은 응력을 받기 때문에 열적 사건·사고나 기

계적 충격에 의해 손상되기 쉽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기간

을 거치며 발생하는 밀봉재의 성능저하와 볼트 체결력의 감

소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가속화 시험을 위주로 기

술하고자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볼트체결 저장용기의 격납경계를 형성하는 주된 구성요소는 금속 밀봉재이다. 이러한 금속 밀봉

재는 열과 방사선에 의해 그 성질이 저하된다. 또한, 금속 밀봉재가 강한 열에 장기간 노출되면 크리프 현상이 발생한다. 이

러한 크리프는 밀봉시스템에 응력 이완을 가져와서, 결국 밀봉재의 건전성을 해치게 된다. 이러한 응력 이완은 금속 밀봉재

의 밀봉성능 저하로 이어지며, 저하의 정도에 따라 저장용기의 누설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볼트 체결력의 감소도 밀봉성

능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금속 밀봉재의 격납건전성과 볼트체결력 감소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가속화 시

험의 결과에 대하여 기술한다. 전 시험기간 동안 각 시편에서의 누설률, 볼트 변형률, 금속 밀봉재 주변 온도를 계측하여 분

석하였고, 금속 밀봉재는 저장기간 50년 동안 격납건전성을 유지함을 입증하였다. 또한, 가속화 시험의 타당성에 대해서 기

술하였다.

중심단어: 장기저장, 금속 밀봉재, 격납건전성, 가속화 시험, 응력이완, 크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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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장치 및 측정시스템의 구축

2.1 시험모델

금속 밀봉재는 사용후핵연료 저장방식 가운데 볼트체결 

방식의 저장용기에 장착되어 방사능 물질의 누설 방지기능을  

수행하는 격납구조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금속 밀봉재는 테크네틱스 그룹이 특허권을 가지

고 제작하여 판매하는 Helicoflex이다. Fig. 1은 Helicoflex

의 이중 재킷 금속 밀봉재의 전체적인 모양을 나타내며, 두 

개의 재킷에 의해 싸여진 원형모양의 감긴 나선형 스프링 형

태로 구성된다. 안쪽 재킷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이며, 바깥

쪽 재킷의 재질은 일반적으로 높은 연성을 갖는 알루미늄 또

는 은으로 만들어진다.

밀봉재는 용기뚜껑에 가공된 홈(groove)에 삽입되고 압

축된다. 바깥쪽 재킷의 상부는 용기 뚜껑면과, 하부는 용기 

본체면과 접촉된다. 용기뚜껑과 본체가 조립되면 볼트에 의

해 하중이 전달되고 바깥쪽 재킷에 뚜껑의 중량과 볼트 체결

력에 의한 사하중이 작용한다. 안쪽 재킷 대비 바깥쪽 재킷의 

높은 연성으로 인해 바깥쪽 재킷은 구조물의 밀봉 플랜지 면

의 미세 요철에 국부적으로 소성변형되며 밀봉력을 제공한

다. 안쪽 재킷은 Fig. 2와 같이 압축력에 의해 발생한 감긴 스

프링의 압축하중이 바깥쪽 재킷에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중간매개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금속 밀봉재는 홈 형상 및 

볼트 체결력에 대하여 적절히 설계되고, 조립된 저장용기에

서 높은 밀봉성능을 나타낸다. 

본 시험에서 사용된 금속 밀봉재는 국내기술로 개발된 

KORAD21 금속저장용기에 장착되는 금속 밀봉재 타입으로

써 두 개의 금속 밀봉재가 하나로 연결된 형상을 가진 Heli-

coflex HND229 타입의 알루미늄 금속 밀봉재이다. 원형크

기로 성능시험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Fig. 3에서 보

는 것과 같이 동일한 금속 밀봉재 타입이지만 지름이 작은 금

속 밀봉재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알루미늄 밀봉재 

시편의 치수는 내경 164 mm, 외경 210 mm, 두께 6.2 mm인 

이중 밀봉재이며, 기본적인 제원은 내부 스프링은 Nimomic 

90, 내부라이닝은 인코넬, 외부라이닝은 알루미늄으로 구성

되어 있다.

2.2 시험장비 및 측정기기

금속 밀봉재의 장기격납성능시험을 위해 저장용기의 

뚜껑부를 모사한 소형플랜지는 Fig. 4와 같다. Fig. 4(a)와 

Fig. 4(b)와 같이 저장용기 뚜껑과 본체를 모사한 플랜지를 

제작하고 금속 밀봉재를 플랜지 안쪽의 가공홈에 안착시켜 

준비하였다. 소형 플랜지는 금속 밀봉재인 HND229모델을  

Fig. 1. Overall shape of metal seal.

Fig. 2. Compressed metal seal.

Fig. 3. Metal seal HND229 type.

Inner lining
Outer lining Helicoidal spring

Primary Lid

Closure Cask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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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위해 설계 및 제작되었다. 금속 밀봉재를 상부 플

랜지의 홈에 위치시키고 하부 플랜지에 얹어 놓은 후 Fig. 

4(c)와 같이 12개의 M20 볼트를 이용하여 200 N·m의 토크

로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속 밀봉재가 상부 플랜지에서 

떨어지거나 회전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 개의 

나사를 이용하여 상부 플랜지에 고정시켰다. 시간에 따른 볼

트 체결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볼트자리에 와셔타입의 하

중센서를 설치하여 볼트의 축방향 하중을 측정하였다. 또한, 

금속 밀봉재 주위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Fig. 4(c)와 Fig. 5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플랜지의 상부에 홈(groove)이 가공

되어 있고 홈에는 열전대가 설치된다.

금속 밀봉재의 누설시험을 위해 Fig. 5에서와 같이 플랜

지 측면에 가공된 입구를 통해 플랜지 중앙으로 헬륨을 공급

할 수 있는 통로가 가공되어 있다. 또한, 이중 금속 밀봉재의 

사이 공간에서 플랜지 측면 출구로 통로가 가공되어 있다. 누

설시험은 플랜지 측면에 가공된 헬륨 포트를 통해 1 bar의 압

력으로 플랜지 중앙부에 헬륨을 주입하고, 헬륨 출구에 누설

장비를 연결시켜 금속 밀봉재의 사이에 진공을 부과하여 새

어 나온 헬륨을 기준으로 누설률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운

반 및 저장용기의 금속 밀봉재에 대해서 뚜껑 조립 이후 표

준 헬륨 누설률(QHe/St)이 1×10-8 mbar·l·s-1 보다 작아야 한다

[7]. 헬륨을 이용한 누설측정장비는 adixen사의 ASM 143 모

델을 사용하였다. 

금속 밀봉재가 장착된 플랜지 어셈블리를 위치시키는 

Fig. 6과 같은 고온 챔버는 금속 밀봉재-플랜지로 구성된 시

험시편을 가열하여 온도를 올리고 일정한 온도로 유지시키

는 역할을 한다. 고온챔버는 챔버 내의 온도를 최대 300℃까

지 올려 유지시킬 수 있으며, 온도를 올려주는 히터와 내부

에서 온도 구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 순환 기능을 가지

고 있다. 

금속 밀봉재-플랜지 시험시편 2조가 챔버 내에 설치되었

다. 금속 밀봉재-플랜지 시험시편을 챔버에 넣어 온도를 올

리고 나서 성능시험이 시작되면 일정한 시간마다 누설시험

을 수행하여 밀봉성능을 평가한다. 누설시험은 시험을 시작

한 초기에는 하루에 수 회 실시하였고, 시간이 지나서 시험

의 계측값들이 큰 변화없이 안정적인 값을 유지한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 실시하였다. 주기적으로 측정된 자료는 측정일

자와 시간, 누설률, 시편온도, 와셔타입 하중센서에서 측정

된 볼트 변형률이다.

(a) Upper flange (b) Lower flange (c) Flange assembly

Fig. 4. The shape of flange.

Fig. 5. Helium inlet and outlet of the flange assembly installed in chamber.

Fig. 6. Test chamber.

Fig. 7. Piping arrangement in chamber.

Thermocouple He inlet

He outlet

Chambe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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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밀봉재에 대한 선행 연구기관의 시험에서 누설시

험이나 금속 밀봉재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플랜지를 챔버 

밖으로 인출하였다[8]. 이로 인해 금속 밀봉재의 온도가 변

화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

해 플랜지에 헬륨을 주입하고 검출하기 위해 가공된 포트들

을 고온챔버 내의 배관과 연결하여 챔버 밖으로 빼내어 콘넥

터에 설치하였다. 따라서, 누설시험을 하기 위해서 플랜지를 

고온챔버 바깥으로 인출하지 않고 플랜지를 챔버 안에 그대

로 둔 상태에서 금속 밀봉재의 온도변화 없이 누설시험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각 시편에서 측

정된 온도와 볼트 변형률 값을 실시간으로 나타내는 모니터

를 장착하였다. 

3. 금속 밀봉재 장기격납성능 평가시험

3.1 가속화 시험조건 설정

사용후핵연료 저장기간동안 금속 밀봉재의 격납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시간 시험을 수행한다고 할 때 50년 이상

의 시험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장기간의 효과를 모사하

는 시험을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으로 유사한 효과를 대상물

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 가속화 시험을 수행한다. 가속화 시

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속화 방법의 타당성을 입증하여

야 한다.

본 연구에서 밀봉재 장기 격납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고

온가속화 시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라슨-밀러 인자

(LMP: Larson Miller Parameter)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이

용하여 시험조건을 설정하였다. 라슨-밀러 인자, LMP를 사

용하면, 저온에서 장기간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고온에서 단

기간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금속 

밀봉재의 가속화 시험은 LMP에 근거해 금속 밀봉재의 운전

조건과 등가인 가속화 시험 조건을 설정하였다. 라슨-밀러 

인자 LMP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다.

LMP = T(C+Log10t)   (1)

여기서, T는 절대온도(K), t는 시간(h), C는 상수값이다. 

식 (1)의 C 값은 재료에 따라 결정되며 가속화 시험조건을 결

정할 때 매우 민감한 값이며, 여러 문헌들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 상수 C 값이 클수록 시험시간은 짧아지고 가

속화 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너무 큰 수를 사용하는 것은 지

양하는 것이 좋다. C값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메탈 씰에 사용

된 재질에 대한 다수의 크립 시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본 연

구에서는 해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보수성을 고려하여 상

수 C 값을 16으로 선정하였다[9]. 실제조건에 대한 t는 저장

용기의 설계수명인 5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온도 T는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건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

여 초기온도인 128℃로 결정하였다. 실제 저장조건에서는 초

기온도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T를 일정한 값으로 대입한다는 것에는 이미 보수성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해진 상수값 C에 대하여 LMP 식

의 등가조건을 이용하여 Table 1의 가속화 시험조건을 설정

하였다. 고온가속화 시험은 Table 1과 같이 180℃와 165℃

로 나누어 1차와 2차로 수행되었다. 식 (1)의 라슨-밀러 인자

값을 동일하게 하는 1, 2차 시험에 대한 고온가속화 시험 기

간은 각각 9주와 39주로 계산되었다. 즉, 라슨-밀러 인자 방

법에 기초하여 실제 저장조건의 보수성을 고려한 초기온도 

128℃가 50년 동안 지속된다는 조건과 1차 가속화 시험 조

건(180℃, 9주) 및 2차 가속화 시험 조건(165℃, 39주)은 모

두 금속 밀봉재에 동일한 열화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0].

3.2 가속화 시험 결과

두 가지 가속화 시험의 결과로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측

정된 누설률의 변화를 Fig. 8과 Fig. 9에 나타내었다. 1차 고

온가속화 시험은 180℃의 온도에서 실제기간 50년에 해당

하는 9주 동안 수행하였고, 이후 추가적으로 4주 동안 시험

을 연장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1차 가속화 시험은 총 13주 

동안 수행하였다. 2차 고온가속화 시험은 165℃의 온도에서  

Temperature (℃) Period

Real condition 128 50 years

1st accelerated test condition 180 9 weeks

2nd accelerated test condition 165 39 weeks

Table 1. Accelerated test condition based on Larson-Miller Parameter 
(C=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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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기간 50년에 해당하는 39주 동안 수행하였고, 이후 추가

적으로 25주 동안 시험을 연장하여 수행하였다. 따라서 2차 

가속화 시험은 총 64주 동안 수행하였다.

Fig. 8과 Fig. 9의 y축의 스케일은 서로 다르게 설정되

어 있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1차 고온가속화 시험에서의 누

설률은 Fig. 8과 같이 시험수행 전 기간 동안 허용 누설률 

이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즉, 두 개의 시편에서 모

두 설계수명인 50년 동안 누설률이 허용누설률인 1×10-8 

mbar·l·s-1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1차 가속화 시험이 종료된 

시점을 라슨-밀러 인자에 기초하여 환산한 85년 동안 격납건

전성이 유지되었다.

가속화 시험 2에서도 두 개의 시편에서 모두 설계수명

인 50년 동안 누설률이 허용 누설률 이하로 유지되었다. 2차  

가속화 시험은 라슨-밀러 인자 방법에 기초하여 환산하면  

90년이 넘는 시간동안 수행되었다. 2개의 시편 중 시편 1에

서는 시험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격납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시편 2에서는 80년에 해당하는 시점에 허용

누설률을 넘어서는 누설률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계속 진행

된 시험에서 Fig. 9의 y축의 범위를 벗어나는 누설률이 발생

하고 누설률이 계속 증가하여 금속 밀봉재의 격납성능이 손

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시편 2에서 80년을 넘어서는 시점부터 누설성능이 

손상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시편 1의 누설률은 50년 이후

에서 90년까지 허용누설률 보다 낮게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속화 시험 2의 시험결과

를 기초로 금속 밀봉재의 누설성능이 80~90년 정도라고 결

론을 내리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일

본에서는 소형 플랜지의 가속화 시험을 근거로 특정 금속  

Fig. 8. Variation of leakage rate over time in accelerated test 1.

Fig. 9. Variation of leakage rate over time in accelerated t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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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재가 약 105년 동안 격납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제

시한 바 있다[4].

가속화 시험 1과 2의 결과를 나타내는 Fig. 8과 Fig. 9에

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모든 시편에서 누설률이 완만하게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속화 경향이 높은 Fig. 8에서는 50

년 부근부터 누설률이 그 전보다는 좀 더 급한 기울기를 가지

며 증가하였고, 가속화 경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Fig. 9의 시

편 2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가속화 경향이 낮은 가속화 시험 2에서의 누설률이 가

속화 시험 1에서의 누설률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 보이나 가

속화 시험 2의 시편 1의 누설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

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가속

화 시험은 실제저장조건의 온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수행되

었기 때문에 기체의 확산속도 등이 증가하여 헬륨누설률이  

변화할 가능성이 존재하나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사료

되어 세부적인 평가는 제외하였다. 

본 시험은 금속 밀봉재의 고온환경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는 상황을 가속화하여 모사하였다. 금속 

밀봉재의 성능 저하에 영향을 주는 크리프 현상을 평가하기 

위해 금속 밀봉재의 면압을 주는 볼트 축력의 변화를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볼트 축력의 영향은 볼

트 하단의 와셔타입 하중센서에 의해 측정된 변형률의 변화

를 통해 관찰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볼트 와셔에 부착된 하중센서의 변

형률의 변화를 Fig. 10과 Fig. 11에 나타내었다. 시편 1과 시

편 2의 와셔의 변형률은 Fig. 10과 Fig. 11에서 빈 네모와 찬 

동그라미로 나타나 있다. 와셔 변형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커브피팅한 경향선이 시편 1에 대하여는 점선으로 시편 2에 

Fig. 11. Variation of washer strain relaxation over time in accelerated t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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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ariation of washer strain relaxation over time in accelerated te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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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실선으로 표현되었다. Fig. 10의 경향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울기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2차원 곡선의 형

태를 갖는 반면에 Fig. 11의 경향선은 기울기의 변화가 완만

한 직선에 가까운 곡선의 형태를 가진다. 경향선으로 본 와

셔 변형률의 초기값은 정확히 0은 아니다. 초기값이 0이 아

닌 이유는 다음과 같다. 

Fig. 4와 같은 금속 밀봉재-플랜지 시험시편은 열전대와 

하중센서가 장착된 상태로 챔버 내에 설치된다. 센서들과 연

결된 케이블은 챔버 밖으로 나와 데이터 취득장비에 연결된

다. 그 이후 계측을 시작하여 정상작동여부가 확인되면 챔

버 내의 온도를 설정값으로 상승시킨다. 온도를 먼저 상승

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챔버 온도를 상승시킨 이후에 계측장

비의 오작동 여부가 발견되면 챔버를 식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도가 설정값에 도달하고 정상상태가 되면서 하중

센서에서 계측되는 변형률은 오프셋 값을 가진다. 온도가 설

정값에 도달했을 때부터 계측을 시작하면 오프셋 값은 발생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Fig. 10과 Fig. 11은 오프셋을 보

정한 그래프이고, 와셔 변형률의 절대적인 값보다 두 시점에

서 와셔 변형률의 차이값이 유의미한 결과값이라 볼 수 있다.

두 종류의 가속화 시험에서 시간이 경과할수록 볼트 체

결력이 감소하고 이는 와셔 변형률의 증가로 표현된다. 이는 

금속 밀봉재의 반력이 열화로 인해 감소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독일에서는 볼트가 아닌 유압장치를 이용하

여 금속 밀봉재에 작용하는 면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시

간의 경과에 따른 금속 밀봉재의 회복력(resilience)을 측정

하였다[8]. 그러나, 실제 저장조건에서는 금속 밀봉재에 크리

프 현상이 발생하여 볼트 체결력이 감소하게 되고 금속 밀봉

재에 부과되는 면압의 크기는 감소한다. 볼트 자체도 시간이 

지날수록 축력이 감소한다. 저장용기의 밀봉성능은 (1) 금속 

밀봉재의 열화에 의한 복원력의 상실 정도와 (2) 크리프에 의

한 볼트 축하중의 감소 정도가 연성되어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볼트가 아닌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힘을 일정

하게 유지하는 실험은 실제 저장조건에서 금속 밀봉재의 하

중조건을 모사하기 보다는 일정한 면압 상태 하에서 평가를 

수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Fig. 10과 Fig. 11에서 와셔 변형률의 증가량은 50년을 

기준으로 할 때 가속화 시험 1의 시편 2에서는 약 250 μm̂ m-1 

이고, 가속화 시험 2의 시편 2에서는 약 240 μm̂ m-1이다. 시

편 1에서는 250 μm̂ m-1, 225 μm̂ m-1 정도로 차이가 조금 더  

벌어진다. 가속화 시험 1과 2의 와셔 변형률 저감 크기를 서

로 비교해 보면 최대 10%의 차이를 보인다. 만약, 기준시점

을 10년, 혹은 80년 등으로 선정하면 가속화 시험 1과 2의 경

향선의 형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볼트 변형률의 저감 크기

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가속화 시험의 유효성이 입증되

려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가속화 시험에서 결과의 경향이 유

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Fig. 10과 Fig. 11에서 경향선의 증가

추세는 유사하나 세부적인 유사성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실은 가속화 시험이 가지는 한계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가속화 시험 1은 가속화 정도가 높았다. 즉, 50년의 

저장기간을 9주의 시험기간으로 모사하기 위해 시험온도가  

180℃로 상당히 높았다. 반면에, 가속화 시험 2는 가속화 정

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속화 시험 1과 2에서 가속화 정

도가 낮아지면 경향선은 완만한 직선 형태로 표현되었다. 가

속화 정도가 더 낮아지면 경향선은 어떠한 형태가 될지 파악

하기 위해서는 더 긴 시험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해서 가속화 시험과 함께 비가속화 시험을 병행하

여 수행하여 상호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라슨-밀러 인자는 시간, 온도, 상수 C의 함수로 표현되지만 

다른 물리량을 추가로 포함한 함수를 구성하여 가속화 경향

을 연구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Fig. 11의 시편 2에서는 와셔 변형률이 표시된 약 60년 

이후에 y축의 범위를 벗어나는 와셔 변형률이 발생하였다. 

와셔 변형률이 증가하면서, 즉 볼트 축력이 낮아지면서 Fig. 

9의 시편 2는 80년 이후에는 밀봉성능이 손상됨을 보여주

었다.

4. 결론

사용후핵연료 저장기간동안 금속 밀봉재의 격납성능을 

입증하기 위한 두 가지의 가속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가속화 

시험을 위해 라슨-밀러 인자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저장조건

에 상응하는 2가지의 가속화 시험조건을 수립하고,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가속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전주기 동안 각 시편에서의 누설률, 볼트 변형률, 금

속 밀봉재 주변 온도를 계측하여 분석하였다. 금속 밀봉재는 

저장기간 50년 동안 격납건전성을 유지함을 입증하였다. 저

장기간 모사 시험기간을 넘겨서 추가적으로 수행된 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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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금속 밀봉재의 수명은 80년 이상임을 추론

하였다. 두 가지의 가속화 시험의 볼트 변형률 감소이력 결

과를 바탕으로 가속화 정도가 서로 다른 가속화 시험의 병행 

수행 및 비가속화 시험의 수행을 통해 가속화 시험의 타당성

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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