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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과제에서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

료봉을 개발하 으나 실제 상용로와 동일한 고온고압 조건하에서 조사시험을 할 

수 없어 핵연료 성능의 검증이 어렵던 차에 한․카․미․IAEA간의 국제공동연

구 과제진도회의에서 AECL측은 중성자비를 받지 않고 NRU에서 건식공정 산화

물핵연료를 조사시험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함에 따라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해외 수송방안을 검토하 다.

NRU 조사시험을 하고자 하는 핵연료봉은 국내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

를 IMEF M6 핫셀에서 재가공한 핵연료로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봉 10개(약 

6 kg)이며 운반물 분류등급에 따라 제7종 위험물로서 핵분열성물질에 해당한다.

조사연료를 국내 주도로 해외 수송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일 뿐 아니라 세계

적으로도 소량 조사후연료를 해외 수송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소량의 

조사 핵물질의 해외수송은 국가정책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곤 세계적으로 경험이 

전무하므로 규정해석도 보수적일 것이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수송할 수 있는 수송용기는  IMT 수송용기(AECL 

소유, 5.5 톤), LWT 수송용기(NAC사, 23 톤), GE-2000(GE사, 15톤) 등이 있으

며, 이중에서 IMT 수송용기가 임대가격 및 크기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항공 수송은 ‘01. 7월 이후 IATA 규정이 강화되어 항공수송의 규제요건이 강

화되었고 특히, 9.11 테러 이후 관계기관 승인이 좀더 엄격해졌다. 항공수송방안

을 검토한 결과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항공수송에 적합한 수송용기는 없는 것

으로 조사되어 항공수송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안으로 핵분열성

물질 면제범위를 이용한 항공수송방안도 검토하 으나 미국을 경유하여 일정량

이상의 Pu가 포함된 핵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미국 DOT에서 수송용기 시험을 

포함한 수송용기의 인허가를 받아야할 뿐 아니라 공통과가 예상되는 일본, 러

시아 등과도 기술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조사된 핵물질을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할 경우에는 SOLAS 규정에 따라 INF 

등급 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 INF 등급의 인증은 국내에서 시행한 경험이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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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국내에서 핵물질을 전담으로 수송하는 국내 선사에서도 이 문제를 심

층 검토한 결과 기술적 및 경제적인 이유로 INF 등급의 신청을 완곡히 거절함에 

따라 이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해외수송을 위해서는 전용선박을 이용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현 가능성

이 큰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많은 수송비가 소요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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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n order to develope DUPIC fuel, it is necessary to irradiate it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similar to real commercial reactor. 

Since the HANARO research reactor of KAERI does not have fuel test 

loop(FTL) for irradiating nuclear fuel under high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conditions, DUPIC fuel cannot be irradiated in the FTL of HANARO 

until about 2008. On the other hand, in the 13-th PRM, AECL proposed that 

KAERI fabricated DUPIC fuel can be irradiated in the FTL of the NRU 

research reactor without charge of neutr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of overseas transportation of KAERI 

fabricated DUPIC fuel from KAERI to AECL, Canada.

The transportation quantity of DUPIC fuel to Canada is 10 elements (about 6 

kg). They will be made from spent PWR fuel discharged from the Kori 

nuclear power plant. This transportation package is classified as the 7-th 

class according to "recommendation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ade by the United Nations. 

It is the first time for national team to lead transportation of irradiated fuel 

to foreign country. Furthermore, it is very rare even in the world to transport 

small quantity of irradiated fuel to other country. Therefore, since rigid 

application of code is expected, transportation of DUPIC fuel is considered to 

be difficult.

There are transportation casks for DUPIC fuel such as the IMT flask(AECL, 

5.5 ton), LWT cask(NAC, 23 ton), GE-2000 cask(GE, 15 ton), etc. Of these 

casks, the IMT flask was analyzed as the best cask in terms of rental cost 

and cask size.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regulation was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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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July 2001. Approvals from related authorities have been difficult since 

911 terror. It was found that at present there is no proper air transportation 

cask for DUPIC fuel. So, air transportation is considered to be impossible.  

An alternative of using the exemption limit of fissile material was reviewed. 

Its results showed that in case of going via USA territory, approvals from 

US DOT should be needed. The approvals include shipping and cask 

approvals on technical cask testing. Furthermore, since passes through 

territories of Japan and Russia have to be done in case of using a regular air 

cargo from Korea to Canada, approvals from Russia and Japan authorities are 

considered to be required. 

In case of transporting irradiated nuclear fuel by using a ship, an 

INF(Irradiated Nuclear Fuel) class ship should be used according to the 

SOLAS(Safety of Life at Sea) code. There is no INF class ship in Korea. 

Also, KRS(Korean Register of Shipping) have not experience on approving 

INF class ship. A Korean shipping company, which has dealt with nuclear 

fuel material, reviewed the feasibility of obtaining INF class certificate and 

concluded that it was difficult to obtain INF class certificate because of 

technical and economical problems. At present, it is concluded that in order to 

transport DUPIC nuclear fuel to Canada, it is the best way to charter an INF 

class ship. But this method is expected to cost too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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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과제에서는 IMEF M6 핫셀에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적인 재가공 방법에 의해 중수로 핵연료로 재 사용

할 수 있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개발하여 다목적 연구로인 하나로에서 조

사시험을 수행한 바 있다. 개발된 중수로 핵연료의 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

제 중수로 운전조건과 동일한 고온고압분위기에서의 조사시험이 필요하나 현재 

하나로는 fuel test loop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고온고압조건 하에서의 조

사시험은 당분간 불가능한 실정이다.

하나로에서 조사시험 결과만으론 개발된 핵연료의 특성 입증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특성을 입증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00년 11월

에 한국에서 개최된 한․카․미․IAEA간의 제13차 PRM에서 AECL측은 NRU

에서 중성자비를 받지 않고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조사 시험을 수행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 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NRU 조사시험을 구체화하기 

위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해외 수송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조사연료의 해외 수송방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송대상 핵연료의 특성

과 양을 결정하고, 국내외 관련법규 및 규정 등의 기본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이와 아울러 적합한 수송용기를 선정하고, 수송방법과 절차 등이 포함된 수송방

안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와 같이 소량의 조사된 

사용후핵연료의 해외 운반한 선례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험이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더욱이 조사연료의 해외수송시 적용하는 관련규정인 IAEA의 방사

성물질 수송 관련규정과 IATA DGR 및 IMDG 등이 최근에 개정되어 사용후핵

연료의 해외수송에 대한 규제는 보다 엄격해졌다. 또한 작년의 9.11 테러이후 위

험물운반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필요성

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봉의 해외수송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게 되었다. 

본 보고서의 제 2장에는 NRU 조사시험 핵연료의 특성에 대해 기술하고, 제3

장에는 국내외 관련법규 및 규정검토, 제 4장에는 건식공정 산화물연료봉의 수송

에 적합한 수송용기 선정, 제 5장에는 수송방법과 절차 그리고 비용측면에서 수

송방안을 분석하고, 제 6장에는 결론 및 건의사항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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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운반대상 핵연료의 특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해외수송을 위해서는 운반대상 핵연료의 특성과 양

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반대상 핵연료의 특성과 양은 건식공정 산화물핵

연료기술개발 과제에서 결정한 후 ‘01년 5월 및 11월 한국에서 개최된 제 14차 

및 15차 한․카․미․IAEA간의 PRM에서 협의하여 이를 JD에 반 하 다. 또한 

미국원산 핵연료의 국제이전에 따른 미국측의 사전동의를 ‘01년 4월 신청하여 

’02년 4월 미국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하 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에 사용

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주요 특성은 표 2-1과 같다.  

표 2-1.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제조에 사용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의 주요 특성

ID 

No.

수송

일자
원자로

연소

주기

노심내

위치

연소도

(MWD/MTU)
형태

방출

일자
비  고

G23 ‘90. 5 고리#1 4/5/6/7
A8/A8/B7/

D7
35,500

14x14 

PWR
86. 10. 24

Items Descriptions Specification

Fuel Assembly

- Rod array
- Rod pitch, mm
- Dimensions, cm
- No. of fuel rods
- No. of instrument/guide
  thimbles

14×14
14.122
19.712×19.712
179
17

Fuel Rod

- Outside diameter, mm
- Inside diameter, mm
- Clad material
- Length of fuel rod, cm

10.72
9.48
Zircaloy-4
385.7

Pellet(fresh)
- Material
- Enrichment
- Fuel stack length

UO2, sintered
3.21 w/o of U-235
365.76

Spent PWR Fuel
Composition
(kg/MTU)

- U-234
- U-235
- U-236
- U-238
- Pu-239
- Pu-240
- Pu-241
- Pu-242
- Fissile Pu
- Total Pu
- Total fuel(kg)/assembly

  0.136
  7.625
  4.211
941.39
  5.305
  2.229
  1.320
  0.556
  6.624
  9.410
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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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운반물로 허용되는 최대 방사능량은 A1 및 A2로 과학기술부 및 IAEA 

규정에 명시된 표에 정하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운반물의 형태에 따라 A1 값

은 봉선원과 같은 특수형방사성물질에 해당되며, A2 값은 사용후핵연료 및 방

사성폐기물과 같은 일반적인 개봉선원에 적용된다. 종류가 분명한 단일 방사성 

핵종에 따라 명확하게 A1 및 A2 값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혹은 방사

성폐기물과 같은 혼합 방사성 핵종은 과기부고시 2001-23호의 제 8조 및 IAEA 

ST-1의 404항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A2 값을 결정한다.

A 2=
1

∑
i

f(i)
X( i)

f(i) : 혼합 방사성물질 중에서 핵종 i의 방사능 농도비율

X(i) : 핵종 i에 대한 각각의 A2 값

또한 혼합 핵종 운반물에 대한 A형 운반용기의 허용기준은 IAEA ST-1의 414

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i

C(i)
A 2(i)

≤1

C(j) : 핵종 i에 대한 방사능

A2(j) : 핵종 i에 대한 각각의 A2 값

상기 두 식에서 X(i) 및 A2(i)는 같은 값이다. 그리고, 첫 번째 식에서 핵종 i의 

방사능 농도비율은 f( i)=
C( i)
T

이다. 

T : 전체 방사능 값

결국에 A2 값에 대한 첫 번째 식은 A 2=
1

∑
i

f(i)
X( i)

=
T

∑
i

C(i)
X( i)

와 같으며, 

A형 운반용기의 허용기준에 대한 두 번째 식도 ∑
i

C(i)
A 2(i)

=
T
A 2
≤1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 2-6과 같이 DUPIC 연료봉 10개에 대한 A2 값을 계산할 

수 있다. A2 값은 3.573E-2 Ci 이고, A형 운반기준에 대한 계산 값은 1보다 큰 

1129 이므로, B형 운반용기에 해당한다. B형 운반용기를 항공기에 의해 운반할 

경우에 A2 값의 3000배 이하인 1129 배이므로 가능하다. 그리고, A2 값에 의한 

운반용기 분류 이외에 핵분열성물질 운반에 대한 요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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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Radioactivity of DUPIC Fuel for NRU Irradiation Test 

(Basis: 10 DUPIC Elements)

Nuc
.

A IS Activity 
(TBq)

Nuc. A IS Activity 
(TBq)

Nuc. A IS Activity 
(TBq)

Nuc. A IS Activity 
(TBq)

H 3 0.000E+00 SB 126 M 1.180E-06 PO 212 2.047E-06 NP 240 M 2.991E-11

BE 10 1.475E-10 SB 126 1.652E-07 PO 213 2.582E-11 PU 236 1.421E-06

C 14 0.000E+00 TE 125 M 1.121E-04 PO 214 1.780E-10 PU 238 2.981E-01

SI 32 1.760E-12 I 129 4.989E-08 PO 215 1.877E-09 PU 239 5.991E-02

P 32 1.760E-12 CS 134 1.249E-03 PO 216 3.194E-06 PU 240 7.698E-02

CL 36 1.784E-06 CS 135 8.150E-07 PO 218 1.781E-10 PU 241 1.027E+01

AR 39 8.593E-09 CS 137 1.169E-01 AT 217 2.639E-11 PU 242 2.260E-04

K 40 5.093E-13 BA 137 M 1.106E+01 RN 219 1.877E-09 PU 243 3.623E-12

CA 41 2.791E-08 CE 142 4.404E-09 RN 220 3.194E-06 AM 241 3.862E-01

MN 54 7.594E-10 CE 144 2.294E-04 RN 222 1.781E-10 AM 242 M 3.118E-03

FE 55 2.519E-05 PR 144 M 2.753E-06 FR 221 2.639E-11 AM 242 3.102E-03

CO 60 3.314E-03 PR 144 2.294E-04 FR 223 2.443E-11 AM 243 1.863E-03

NI 59 1.552E-06 PM 146 4.401E-05 RA 223 1.877E-09 CM 242 2.569E-03

NI 63 2.283E-04 PM 147 4.399E-01 RA 224 3.194E-06 CM 243 1.516E-03

ZN 65 2.675E-09 SM 147 9.000E-10 RA 225 2.639E-11 CM 244 9.388E-02

SE 79 6.662E-07 SM 151 5.907E-02 RA 226 1.781E-10 CM 245 1.047E-05

KR 85 5.735E-03 EU 152 9.029E-04 AC 225 2.639E-11 CM 246 1.652E-06

RB 87 3.599E-11 EU 154 3.498E-01 AC 227 1.881E-09 BK 249 4.300E-14

SR 90 8.502E+00 EU 155 9.537E-02 TH 227 1.847E-09 CF 249 1.718E-11

Y 90 8.504E+00 GD 153 2.909E-10 TH 228 3.180E-06

ZR 93 3.004E-04 HO 166 M 2.110E-07 TH 229 2.638E-11

NB 93 M 1.655E-04 TM 171 1.638E-11 TH 230 4.424E-08

NB 94 2.064E-08 RE 187 9.294E-13 TH 231 4.367E-06

MO 93 1.888E-09 PT 193 2.436E-13 TH 234 6.235E-05

TC 98 8.586E-13 TL 206 2.508E-12 PA 231 5.357E-09

TC 99 4.349E-05 TL 207 1.871E-09 PA 233 5.060E-05

RU 106 4.340E-05 TL 208 1.148E-06 PA 234 M 6.235E-05

RH 102 3.009E-06 PB 205 2.721E-13 PA 234 8.105E-08

RH 106 2.170E-03 PB 209 2.639E-11 U 232 3.196E-06

PD 107 1.599E-05 PB 210 3.026E-11 U 233 5.796E-09

AG 108 M 1.774E-06 PB 211 1.877E-09 U 234 2.708E-04

AG 108 1.579E-07 PB 212 3.194E-06 U 235 4.367E-06

AG 109 M 5.093E-08 PB 214 1.780E-10 U 236 4.622E-05

AG 110 M 9.979E-08 BI 208 2.912E-12 U 237 2.519E-04

AG 110 1.327E-09 BI 210 M 2.518E-12 U 238 6.235E-05

CD 109 1.273E-08 BI 210 3.027E-11 U 240 2.991E-11

CD 113 M 9.295E-04 BI 211 1.877E-09 NP 235 4.057E-11

SN 119 M 5.010E-09 BI 212 3.194E-06 NP 236 5.896E-10

SN 121 M 2.507E-05 BI 213 2.639E-11 NP 237 5.062E-05

SN 126 1.180E-04 BI 214 1.780E-10 NP 238 1.559E-05

SB 125 4.593E-04 PO 210 2.789E-11 NP 239 1.863E-03 Total: 4.034E+01

* 1 Ci = 3.7E-2 T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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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Nuclear Material Analysis for Five Batches of DUPIC Fuel 

Fabrication 

(Basis: 10 DUPIC Elements)

average total active DFDF PIEF PIEF PIEF
burnup length length rodcuts rodcuts active sawdust

(MWD/MTU) (mm) (mm) (mm) (mm) rodcut(mm) (mm)
G23-A1 26,660 3668.0 3666.5 0.0 1.5
G23-B5 27,110 3664.0 3644.0 0.0 20.0
G23-B7 26,160 3666.0 3641.5 0.0 24.5
G23-C8 28,050 3666.0 3647.5 0.0 18.5
G23-D9 32,150 3882.0 3661.0 916.5 221.0 2731.0 13.5

total 15516.0

<Total Weight of DUPIC Pellets>
17 g/pellet X 35 pellets/element X 10 elements = 5,950 g

<Composition of Nuclides> *(ORIGEN2 Results) - (Removal by OREOX & Sintering)
Weight of Actinides: 971,848.2 g
Weight of Fission Products: 20,540.4 g
Weight of Activation Products: 134,710.3 g
Total Weight: 1,127,099.0 g

Total U weight in DUPIC pellets: 5085 g
U-233 weight in DUPIC pellets: 0.0 g
U-235 weight in DUPIC pellets: 55 g
Isotopic % of U-235 (U-235/Total U) 1.08 wt%U

Total Pu weight in DUPIC pellets: 40 g
Pu-239 & Pu-241 weight in DUPIC pellets: 29 g

weight of total HM: 5130 g
wt% of U-233 in initial HM: 0.00 wt%HM
wt% of U-235 in initial HM: 1.07 wt%HM
wt% of Pu-239 & Pu-241 in initial HM: 0.56 wt%HM
wt% of Pu in initial HM: 0.78 wt%HM

Batch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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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Composition of DUPIC Fuel for NRU Irradiation Test(1/2) 

(Basis: 10 DUPIC Elements)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LI 6 7.696E-05 GE 72 8.681E-05 IN 115 7.584E-04 GD 157 3.981E-04

LI 7 5.618E-03 GE 73 1.867E-04 SN 112 1.964E-04 GD 158 6.891E-02

BE 9 2.470E-06 GE 74 4.079E-04 SN 114 2.292E-04 GD 160 7.684E-03

BE 10 7.461E-07 GE 76 2.187E-03 SN 115 1.341E-03 TB 159 9.980E-03

B 10 1.688E-06 AS 75 8.635E-04 SN 116 3.910E-02 DY 160 9.209E-04

B 11 4.354E-03 SE 77 4.566E-07 SN 117 3.489E-02 DY 161 1.654E-03

N 14 1.310E-01 SE 78 1.053E-06 SN 118 3.875E-02 DY 162 1.369E-03

N 15 5.437E-04 SE 79 2.584E-06 SN 119 3.531E-02 DY 163 1.008E-03

O 16 7.081E+02 SE 80 5.921E-06 SN 120 4.109E-02 DY 164 2.178E-04

O 17 2.867E-01 SE 82 1.506E-05 SN 121 M 1.145E-05 HO 165 4.225E-04

O 18 1.629E+00 KR 82 3.496E-07 SN 122 3.866E-02 HO 166 M 3.177E-06

F 19 5.650E-02 KR 83 1.963E-05 SN 124 5.268E-02 ER 166 1.207E-04

NE 20 1.509E-06 KR 84 4.989E-03 SN 126 1.124E-01 ER 167 1.550E-05

NA 23 7.908E-02 KR 85 3.949E-06 SB 121 3.377E-06 ER 168 1.894E-05

MG 24 8.370E-03 KR 86 8.645E-05 SB 123 4.157E-06 TA 181 1.062E-06

MG 25 1.086E-03 RB 85 5.116E-05 SB 125 1.202E-07 W 180 1.223E-05

MG 26 1.243E-03 RB 87 1.111E-04 TE 122 1.820E-07 W 182 2.049E-03

AL 27 8.813E-02 SR 86 1.504E-03 TE 124 1.364E-07 W 183 1.914E-03

SI 28 5.871E-02 SR 87 1.094E-05 TE 125 7.527E-06 W 184 3.504E-03

SI 29 3.094E-03 SR 88 1.596E+00 TE 126 2.969E-07 W 186 2.314E-03

SI 30 2.115E-03 SR 90 1.684E+00 TE 128 4.628E-05 RE 185 2.104E-05

P 31 1.848E-01 Y 89 2.086E+00 TE 130 1.509E-04 RE 187 6.568E-04

S 32 5.788E-05 Y 90 4.224E-04 I 127 2.297E-05 OS 186 8.546E-06

CL 35 1.948E-02 ZR 90 8.485E-01 I 129 7.637E-05 OS 188 8.702E-05

CL 36 1.461E-03 ZR 91 2.682E+00 CS 133 5.067E-04 OS 189 1.871E-06

CL 37 7.077E-03 ZR 92 2.885E+00 CS 134 2.607E-07 PB 204 7.265E-05

AR 38 5.583E-06 ZR 93 3.231E+00 CS 135 1.913E-04 PB 206 1.209E-03

K 40 1.830E-06 ZR 94 3.298E+00 CS 137 3.632E-04 PB 207 1.220E-03

CA 40 1.020E-02 ZR 96 3.534E+00 BA 132 4.692E-06 PB 208 2.779E-03

CA 41 7.006E-06 NB 93 M 1.582E-05 BA 134 5.797E-01 BI 209 2.112E-03

CA 42 7.139E-05 NB 93 9.165E-06 BA 135 9.759E-04 TH 230 5.923E-05

CA 43 1.462E-05 NB 94 2.970E-06 BA 136 8.233E-02 TH 232 9.672E-06

CA 44 2.418E-04 MO 92 7.188E-03 BA 137 M 5.556E-07 PA 231 3.064E-06

CA 48 2.396E-05 MO 93 2.229E-06 BA 137 1.735E+00 U 232 4.035E-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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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Composition of DUPIC Fuel for NRU Irradiation Test(2/2) 

(Basis: 10 DUPIC Elements)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Nuc. A IS Weight 
(g/tHM)

TI 46 4.177E-04 MO 94 4.613E-03 BA 138 5.612E+00 U 233 1.618E-05

TI 47 3.850E-04 MO 95 3.253E+00 LA 138 2.851E-05 U 234 1.171E+00

TI 48 3.848E-03 MO 96 1.332E-01 LA 139 5.361E+00 U 235 5.459E+01

TI 49 3.424E-04 MO 97 3.344E+00 CE 140 5.358E+00 U 236 1.930E+01

TI 50 2.877E-04 MO 98 3.437E+00 CE 142 4.958E+00 U 238 5.011E+03

V 50 3.408E-05 MO 100 3.895E+00 CE 144 1.943E-06 NP 236 1.209E-06

V 51 1.570E-02 TC 98 1.513E-05 PR 141 4.935E+00 NP 237 1.940E+00

CR 50 8.589E-04 TC 99 3.328E+00 ND 142 8.953E-02 PU 238 4.706E-01

CR 52 1.775E-02 RU 99 1.832E-04 ND 143 3.741E+00 PU 239 2.604E+01

CR 53 2.046E-03 RU 100 3.320E-01 ND 144 5.586E+00 PU 240 9.128E+00

CR 54 5.824E-04 RU 101 3.227E+00 ND 145 3.044E+00 PU 241 2.693E+00

MN 55 8.749E-03 RU 102 3.141E+00 ND 146 2.933E+00 PU 242 1.600E+00

FE 54 5.311E-03 RU 104 2.123E+00 ND 148 1.605E+00 PU 244 4.563E-05

FE 56 8.722E-02 RU 106 1.683E-05 ND 150 7.504E-01 AM 241 3.040E+00

FE 57 2.473E-03 RH 103 2.047E+00 PM 146 2.671E-06 AM 242 M 8.667E-03

FE 58 3.203E-04 PD 104 8.235E-01 PM 147 1.282E-02 AM 243 2.525E-01

CO 59 4.582E-03 PD 105 1.565E+00 SM 146 2.614E-05 CM 242 2.100E-05

CO 60 7.920E-05 PD 106 1.341E+00 SM 147 1.070E+00 CM 243 7.934E-04

NI 58 8.476E-02 PD 107 8.401E-01 SM 148 7.086E-01 CM 244 3.136E-02

NI 59 5.537E-04 PD 108 5.741E-01 SM 149 1.545E-02 CM 245 1.648E-03

NI 60 3.431E-02 PD 110 1.876E-01 SM 150 1.254E+00 CM 246 1.453E-04

NI 61 1.646E-03 AG 107 2.427E-04 SM 151 6.068E-02 CM 247 1.055E-06

NI 62 4.694E-03 AG 108 M 1.836E-06 SM 152 5.853E-01

NI 63 1.000E-04 AG 109 3.025E-01 SM 154 1.489E-01

NI 64 1.275E-03 CD 106 1.009E-04 SM 156 4.181E-02

CU 63 3.600E-03 CD 108 7.207E-05 EU 151 7.506E-03

CU 65 1.840E-03 CD 110 7.626E-03 EU 152 1.411E-04

ZN 64 1.009E-01 CD 111 7.603E-03 EU 153 4.789E-01

ZN 66 5.977E-02 CD 112 5.970E-03 EU 154 3.502E-02

ZN 67 8.856E-03 CD 113 M 2.896E-05 EU 155 5.542E-03

ZN 68 4.156E-02 CD 113 4.841E-05 GD 152 3.336E-04

ZN 70 1.430E-03 CD 114 8.875E-03 GD 154 9.292E-02

GA 69 1.279E-04 CD 116 2.691E-03 GD 155 3.998E-02 Weight of HM: 5.131E+03

GE 70 6.129E-07 IN 113 5.660E-05 GD 156 1.609E-01 Total Weight: 5.950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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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Thermal Power of DUPIC Fuel for NRU Irradiation Test 

                                          (Basis: 10 DUPIC Elements)

Nuc. A IS Thermal Power (Watt)
H 3 1.381E-03
BE 10 2.321E-04
C 14 2.667E-01
SI 32 1.274E+00
P 32 5.626E-04
CL 36 4.229E-05
AR 39 3.881E-05
K 40 2.546E-06
CA 41 3.434E-04
MN 54 3.495E-03
FE 55 1.174E+00
CO 60 4.264E-03
NI 59 1.872E-04
NI 63 1.846E-04
ZN 65 8.458E-02
SE 79 1.875E-03
KR 85 2.108E-04
RB 87 3.134E-06
SR 90 1.217E-04
Y 90 2.671E-01
ZR 93 4.990E-02
NB 93 M 6.477E-02
NB 94 8.604E-03
MO 93 1.804E-04
TC 98 3.467E-01
TC 99 9.517E-05
RU 106 1.618E-03
RH 102 2.558E-03
RH 106 1.503E-03
PD 107 8.875E-02

Total: 3.643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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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Activity Value of DUPIC Fuel for NRU Irradiation Test(1/3) 

(Basis: 10 DUPIC Elements)

Remarks

Be-10 1.475E-10 6.000E-01 2.458E-10 3.655E-12 6.092E-12

Si-32 1.760E-12 5.000E-01 3.520E-12 4.363E-14 8.725E-14

P-32 1.760E-12 5.000E-01 3.521E-12 4.364E-14 8.727E-14

Cl-36 1.784E-06 6.000E-01 2.973E-06 4.422E-08 7.370E-08

Ar-39 8.593E-09 2.000E+01 4.296E-10 2.130E-10 1.065E-11

K-40 5.093E-13 9.000E-01 5.659E-13 1.262E-14 1.403E-14

Ca-41 2.791E-08 6.918E-10

Mn-54 7.594E-10 1.000E+00 7.594E-10 1.882E-11 1.882E-11

Fe-55 2.519E-05 4.000E+01 6.298E-07 6.244E-07 1.561E-08

Co-60 3.314E-03 4.000E-01 8.285E-03 8.215E-05 2.054E-04

Ni-59 1.552E-06 3.847E-08

Ni-63 2.283E-04 3.000E+01 7.612E-06 5.660E-06 1.887E-07

Zn-65 2.675E-09 2.000E+00 1.337E-09 6.631E-11 3.315E-11

Se-79 6.662E-07 2.000E+00 3.331E-07 1.651E-08 8.257E-09

Kr-85 5.735E-03 1.000E+01 5.735E-04 1.421E-04 1.421E-05

Rb-87 3.599E-11 8.921E-13

Sr-90 8.502E+00 3.000E-01 2.834E+01 2.107E-01 7.025E-01

Y-90 8.504E+00 3.000E-01 2.835E+01 2.108E-01 7.027E-01

Zr-93 3.004E-04 7.446E-06

Nb-93M 1.655E-04 3.000E+01 5.515E-06 4.101E-06 1.367E-07

Nb-94 2.064E-08 7.000E-01 2.949E-08 5.117E-10 7.310E-10

Mo-93 1.888E-09 2.000E+01 9.439E-11 4.679E-11 2.340E-12

Tc-98 8.586E-13 7.000E-01 1.227E-12 2.128E-14 3.040E-14

Tc-99 4.349E-05 9.000E-01 4.832E-05 1.078E-06 1.198E-06

Rh-102 3.009E-06 5.000E-01 6.018E-06 7.459E-08 1.492E-07

Ru-106 4.340E-05 2.000E-01 2.170E-04 1.076E-06 5.379E-06

Rh-106 2.170E-03 2.000E-01 1.085E-02 5.379E-05 2.690E-04 Ru-106

Pd-107 1.599E-05 3.964E-07

Ag-108 1.579E-07 9.000E-05 1.755E-03 3.915E-09 4.350E-05 no relevant data

Ag-108M 1.774E-06 7.000E-01 2.535E-06 4.398E-08 6.282E-08

Ag-109M 5.093E-08 9.000E-05 5.659E-04 1.262E-09 1.403E-05 no relevant data

Ag-110 1.327E-09 9.000E-05 1.475E-05 3.290E-11 3.655E-07 no relevant data

Ag-110M 9.979E-08 4.000E-01 2.495E-07 2.474E-09 6.184E-09

Cd-109 1.273E-08 2.000E+00 6.366E-09 3.156E-10 1.578E-10

Cd-113M 9.295E-04 5.000E-01 1.859E-03 2.304E-05 4.608E-05

Sn-119M 5.010E-09 3.000E+01 1.670E-10 1.242E-10 4.140E-12

Sn-121M 2.507E-05 9.000E-01 2.785E-05 6.214E-07 6.904E-07

Sn-126 1.180E-04 4.000E-01 2.951E-04 2.926E-06 7.314E-06

Te-125M 1.121E-04 9.000E-01 1.245E-04 2.778E-06 3.087E-06

Sb-125 4.593E-04 1.000E+00 4.593E-04 1.139E-05 1.139E-05

Sb-126 1.652E-07 4.000E-01 4.131E-07 4.096E-09 1.024E-08

Sb-126M 1.180E-06 9.000E-05 1.311E-02 2.926E-08 3.251E-04 no relevant data

I-129 4.989E-08 1.237E-09

Cs-134 1.249E-03 7.000E-01 1.784E-03 3.095E-05 4.421E-05

Cs-135 8.150E-07 1.000E+00 8.150E-07 2.020E-08 2.020E-08

Cs-137 1.169E-01 6.000E-01 1.949E-01 2.898E-03 4.830E-03

Ba-137M 1.106E+01 6.000E-01 1.844E+01 2.742E-01 4.570E-01 Cs-137

Ce-142 4.404E-09 9.000E-05 4.893E-05 1.092E-10 1.213E-06 no relevant data

Nuclides Activities/X(i)
Activities

(TBq/10 rods)
X(i)(TBq) f(i) f(i)/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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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Activity Value of DUPIC Fuel for NRU Irradiation Test(2/3) 

(Basis: 10 DUPIC Elements)

Nuclides Activities 
(TBq/10 rods)

X(i)(TBq) Activities/X(i) f(i) f(i)/X(i) Remarks

Ce-144 2.294E-04 2.000E-01 1.147E-03 5.686E-06 2.843E-05

Pr-144 2.294E-04 2.000E-01 1.147E-03 5.686E-06 2.843E-05 Ce-144

Pr-144M 2.753E-06 9.000E-05 3.059E-02 6.824E-08 7.582E-04 no relevant data

Pm-146 4.401E-05 9.000E-05 4.890E-01 1.091E-06 1.212E-02 no relevant data

Pm-147 4.399E-01 2.000E+00 2.199E-01 1.090E-02 5.452E-03

Sm-147 9.000E-10 2.231E-11

Sm-151 5.907E-02 1.000E+01 5.907E-03 1.464E-03 1.464E-04

Eu-152 9.029E-04 1.000E+00 9.029E-04 2.238E-05 2.238E-05

Eu-154 3.498E-01 6.000E-01 5.831E-01 8.672E-03 1.445E-02

Eu-155 9.537E-02 3.000E+00 3.179E-02 2.364E-03 7.880E-04

Gd-153 2.909E-10 9.000E+00 3.232E-11 7.210E-12 8.011E-13

Ho-166M 2.110E-07 5.000E-01 4.220E-07 5.230E-09 1.046E-08

Tm-171 1.638E-11 4.000E+01 4.096E-13 4.061E-13 1.015E-14

Re-187 9.294E-13 2.304E-14

Pt-193 2.436E-13 4.000E+01 6.090E-15 6.039E-15 1.510E-16

Tl-206 2.508E-12 9.000E-05 2.787E-08 6.217E-14 6.907E-10 no relevant data

Tl-207 1.871E-09 9.000E-05 2.079E-05 4.639E-11 5.154E-07 no relevant data

Tl-208 1.148E-06 6.000E-01 1.913E-06 2.845E-08 4.741E-08 Bi-212

Pb-205 2.721E-13 6.744E-15

Pb-209 2.639E-11 5.000E-04 5.278E-08 6.542E-13 1.308E-09 Th-229

Pb-210 3.026E-11 5.000E-02 6.052E-10 7.500E-13 1.500E-11

Pb-211 1.877E-09 7.000E-03 2.681E-07 4.652E-11 6.646E-09 Ra-223

Pb-212 3.194E-06 2.000E-01 1.597E-05 7.917E-08 3.958E-07

Pb-214 1.780E-10 4.413E-12

Bi-208 2.912E-12 9.000E-05 3.236E-08 7.218E-14 8.020E-10 no relevant data

Bi-210 3.027E-11 6.000E-01 5.045E-11 7.503E-13 1.250E-12

Bi-210M 2.518E-12 2.000E-02 1.259E-10 6.241E-14 3.121E-12

Bi-211 1.877E-09 7.000E-03 2.681E-07 4.652E-11 6.646E-09 Ra-223

Bi-212 3.194E-06 6.000E-01 5.323E-06 7.917E-08 1.319E-07

Bi-213 2.639E-11 5.000E-04 5.278E-08 6.542E-13 1.308E-09 Th-229

Bi-214 1.780E-10 4.000E-03 4.451E-08 4.413E-12 1.103E-09 Rn-222

Po-210 2.789E-11 2.000E-02 1.394E-09 6.913E-13 3.456E-11

Po-212 2.047E-06 6.000E-01 3.411E-06 5.073E-08 8.456E-08 Bi-212

Po-213 2.582E-11 5.000E-04 5.165E-08 6.401E-13 1.280E-09 Th-229

Po-214 1.780E-10 4.000E-03 4.450E-08 4.412E-12 1.103E-09 Rn-222

Po-215 1.877E-09 7.000E-03 2.681E-07 4.652E-11 6.646E-09 Ra-223

Po-216 3.194E-06 2.000E-02 1.597E-04 7.917E-08 3.958E-06 Ra-224

Po-218 1.781E-10 4.000E-03 4.452E-08 4.414E-12 1.103E-09 Rn-222

AT-217 2.639E-11 5.000E-04 5.278E-08 6.542E-13 1.308E-09 Th-229

Rn-219 1.877E-09 7.000E-03 2.681E-07 4.652E-11 6.646E-09 Ra-223

Rn-220 3.194E-06 2.000E-02 1.597E-04 7.917E-08 3.958E-06 Po-216

Rn-222 1.781E-10 4.000E-03 4.452E-08 4.414E-12 1.103E-09

Fr-221 2.639E-11 5.000E-04 5.278E-08 6.542E-13 1.308E-09 Th-229

Fr-223 2.443E-11 9.000E-05 2.715E-07 6.057E-13 6.730E-09 no relevant data

Ra-223 1.877E-09 7.000E-03 2.681E-07 4.652E-11 6.646E-09

Ra-224 3.194E-06 2.000E-02 1.597E-04 7.917E-08 3.958E-06

Ra-225 2.639E-11 4.000E-03 6.597E-09 6.541E-13 1.635E-10

Ra-226 1.781E-10 3.000E-03 5.936E-08 4.414E-12 1.471E-09

Ac-225 2.639E-11 6.000E-03 4.399E-09 6.542E-13 1.090E-10

Ac-227 1.881E-09 9.000E-05 2.091E-05 4.664E-11 5.182E-07

Th-227 1.847E-09 5.000E-03 3.695E-07 4.579E-11 9.159E-09

Th-228 3.180E-06 1.000E-03 3.180E-03 7.883E-08 7.883E-05

Th-229 2.638E-11 5.000E-04 5.275E-08 6.538E-13 1.308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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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Activity Value of DUPIC Fuel for NRU Irradiation Test(3/3) 

(Basis: 10 DUPIC Elements)

Nuclides Activities 
(TBq/10 rods)

X(i)(TBq) Activities/X(i) f(i) f(i)/X(i) Remarks

Th-230 4.424E-08 1.000E-03 4.424E-05 1.097E-09 1.097E-06

Th-231 4.367E-06 2.000E-02 2.183E-04 1.082E-07 5.412E-06

Th-234 6.235E-05 3.000E-01 2.078E-04 1.546E-06 5.152E-06

Pa-231 5.357E-09 4.000E-04 1.339E-05 1.328E-10 3.319E-07

Pa-233 5.060E-05 7.000E-01 7.229E-05 1.254E-06 1.792E-06

Pa-234M 6.235E-05 3.000E-01 2.078E-04 1.546E-06 5.152E-06 Th-234

Pa-234 8.105E-08 9.000E-05 9.006E-04 2.009E-09 2.232E-05 no relevant data

U-232 3.196E-06 1.000E-03 3.196E-03 7.922E-08 7.922E-05

U-233 5.796E-09 6.000E-03 9.660E-07 1.437E-10 2.394E-08

U-234 2.708E-04 6.000E-03 4.513E-02 6.712E-06 1.119E-03

U-235 4.367E-06 1.082E-07

U-236 4.622E-05 6.000E-03 7.703E-03 1.146E-06 1.909E-04

U-237 2.519E-04 9.000E-05 2.799E+00 6.245E-06 6.938E-02 no relevant data

U-238 6.235E-05 1.546E-06

U-240 2.991E-11 9.000E-05 3.324E-07 7.415E-13 8.239E-09 no relevant data

Np-235 4.057E-11 4.000E+01 1.014E-12 1.006E-12 2.514E-14

Np-236 5.896E-10 2.000E-02 2.948E-08 1.462E-11 7.308E-10

Np-237 5.062E-05 2.000E-03 2.531E-02 1.255E-06 6.273E-04

Np-238 1.559E-05 9.000E-05 1.732E-01 3.864E-07 4.293E-03 no relevant data

Np-239 1.863E-03 4.000E-01 4.657E-03 4.617E-05 1.154E-04

Np-240M 2.991E-11 9.000E-05 3.324E-07 7.415E-13 8.239E-09 no relevant data

Pu-236 1.421E-06 3.000E-03 4.736E-04 3.522E-08 1.174E-05

Pu-238 2.981E-01 1.000E-03 2.981E+02 7.390E-03 7.390E+00

Pu-239 5.991E-02 1.000E-03 5.991E+01 1.485E-03 1.485E+00

Pu-240 7.698E-02 1.000E-03 7.698E+01 1.908E-03 1.908E+00

Pu-241 1.027E+01 6.000E-02 1.711E+02 2.545E-01 4.242E+00

Pu-242 2.260E-04 1.000E-03 2.260E-01 5.602E-06 5.602E-03

Pu-243 3.623E-12 9.000E-05 4.025E-08 8.980E-14 9.978E-10 no relevant data

Am-241 3.862E-01 1.000E-03 3.862E+02 9.573E-03 9.573E+00

Am-242M 3.118E-03 1.000E-03 3.118E+00 7.729E-05 7.729E-02

Am-242 3.102E-03 1.000E-03 3.102E+00 7.690E-05 7.690E-02 Am-242m

Am-243 1.863E-03 1.000E-03 1.863E+00 4.617E-05 4.617E-02

Cm-242 2.569E-03 1.000E-02 2.569E-01 6.368E-05 6.368E-03

Cm-243 1.516E-03 1.000E-03 1.516E+00 3.757E-05 3.757E-02

Cm-244 9.388E-02 2.000E-03 4.694E+01 2.327E-03 1.163E+00

Cm-245 1.047E-05 9.000E-04 1.163E-02 2.595E-07 2.884E-04

Cm-246 1.652E-06 9.000E-04 1.836E-03 4.096E-08 4.551E-05

Bk-249 4.300E-14 3.000E-01 1.433E-13 1.066E-15 3.553E-15

Cf-249 1.718E-11 8.000E-04 2.147E-08 4.258E-13 5.323E-10

Total 4.034E+01 1.129E+03 1.000E+00 2.799E+01

A2 = 3.573E-02

10 DUPIC rods= 1.129E+03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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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2개의 특성 

방사성물질의 운반규정에서도 핵분열성물질의 운반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특히 핵분열성물질을 항공수송 할 경우에는 항공수송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및 시험을 거친 수송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0개를 

항공 수송할 수 있는 수송용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대안

으로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를 이용한 항공수송 방안을 검토하기에 이르 다. 핵

분열성물질 면제범위를 이용할 경우에는 B형 수송용기를 사용한 항공수송도 가

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이 수송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핵분열성물질 15 g 이하)에 해당하는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봉은 약 1.7개에 해당된다. 그러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7개의 운

반은 불가능하므로 핵연료봉 1개에는 100%(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펠렛 35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소결체로 채우고, 나머지 1개에는 70%(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펠렛 25 개)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소결체로 채우고, 나머지 30%(NU 

펠렛 10 개)는 천연우라늄 소결체로 채우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 경우를 편의상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2개라고 하 다. NRU 조사시험용 건식공정 산화물핵

연료 봉 2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운반 수량 :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2개(약 1.2 kg)

•방사능량 : 약 6.8 TBq

•조 성 : 

U-233 :  -

    U-235 : 9.4 g

    U(total) : 864.5 g

    Pu-239 and Pu-241: 4.9 g

    Pu(total) : 6.8 g

•Fissile Material : 14.3 g(NU 제외)

   = 9.4 g(U-235) + 4.9 g(Pu-239 and Pu-241)

•붕괴열 : 0.62 watt

•A2 값(연료봉 2개) : 약 192 A2(표 2-7 참조)

•Transportation Index : <1 (estimated value)

•Criticality Safety Index : <1 (estimated value)

•Package No. : 2916(Radioactive Material, Type B(U) Package,

                non-fissile or fissile-ex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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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Activity Value of DUPIC Fuel for NRU Irradiation Test(1/3) 

(Basis: 2 DUPIC Elements)

Remarks

Be-10 2.507E-11 6.000E-01 4.178E-11 3.655E-12 6.092E-12

Si-32 2.992E-13 5.000E-01 5.984E-13 4.363E-14 8.725E-14

P-32 2.993E-13 5.000E-01 5.986E-13 4.364E-14 8.727E-14

Cl-36 3.033E-07 6.000E-01 5.054E-07 4.422E-08 7.370E-08

Ar-39 1.461E-09 2.000E+01 7.304E-11 2.130E-10 1.065E-11

K-40 8.658E-14 9.000E-01 9.620E-14 1.262E-14 1.403E-14

Ca-41 4.744E-09 6.918E-10

Mn-54 1.291E-10 1.000E+00 1.291E-10 1.882E-11 1.882E-11

Fe-55 4.282E-06 4.000E+01 1.071E-07 6.244E-07 1.561E-08

Co-60 5.634E-04 4.000E-01 1.409E-03 8.215E-05 2.054E-04

Ni-59 2.638E-07 3.847E-08

Ni-63 3.882E-05 3.000E+01 1.294E-06 5.660E-06 1.887E-07

Zn-65 4.547E-10 2.000E+00 2.274E-10 6.631E-11 3.315E-11

Se-79 1.133E-07 2.000E+00 5.663E-08 1.651E-08 8.257E-09

Kr-85 9.749E-04 1.000E+01 9.749E-05 1.421E-04 1.421E-05

Rb-87 6.118E-12 8.921E-13

Sr-90 1.445E+00 3.000E-01 4.818E+00 2.107E-01 7.025E-01

Y-90 1.446E+00 3.000E-01 4.819E+00 2.108E-01 7.027E-01

Zr-93 5.107E-05 7.446E-06

Nb-93M 2.813E-05 3.000E+01 9.376E-07 4.101E-06 1.367E-07

Nb-94 3.510E-09 7.000E-01 5.014E-09 5.117E-10 7.310E-10

Mo-93 3.209E-10 2.000E+01 1.605E-11 4.679E-11 2.340E-12

Tc-98 1.460E-13 7.000E-01 2.085E-13 2.128E-14 3.040E-14

Tc-99 7.394E-06 9.000E-01 8.215E-06 1.078E-06 1.198E-06

Rh-102 5.116E-07 5.000E-01 1.023E-06 7.459E-08 1.492E-07

Ru-106 7.378E-06 2.000E-01 3.689E-05 1.076E-06 5.379E-06

Rh-106 3.689E-04 2.000E-01 1.845E-03 5.379E-05 2.690E-04 Ru-106

Pd-107 2.718E-06 3.964E-07

Ag-108 2.685E-08 9.000E-05 2.983E-04 3.915E-09 4.350E-05 no relevant data

Ag-108M 3.016E-07 7.000E-01 4.309E-07 4.398E-08 6.282E-08

Ag-109M 8.658E-09 9.000E-05 9.621E-05 1.262E-09 1.403E-05 no relevant data

Ag-110 2.256E-10 9.000E-05 2.507E-06 3.290E-11 3.655E-07 no relevant data

Ag-110M 1.696E-08 4.000E-01 4.241E-08 2.474E-09 6.184E-09

Cd-109 2.164E-09 2.000E+00 1.082E-09 3.156E-10 1.578E-10

Cd-113M 1.580E-04 5.000E-01 3.160E-04 2.304E-05 4.608E-05

Sn-119M 8.517E-10 3.000E+01 2.839E-11 1.242E-10 4.140E-12

Sn-121M 4.262E-06 9.000E-01 4.735E-06 6.214E-07 6.904E-07

Sn-126 2.007E-05 4.000E-01 5.016E-05 2.926E-06 7.314E-06

Te-125M 1.905E-05 9.000E-01 2.117E-05 2.778E-06 3.087E-06

Sb-125 7.809E-05 1.000E+00 7.809E-05 1.139E-05 1.139E-05

Sb-126 2.809E-08 4.000E-01 7.023E-08 4.096E-09 1.024E-08

Sb-126M 2.007E-07 9.000E-05 2.230E-03 2.926E-08 3.251E-04 no relevant data

I-129 8.481E-09 1.237E-09

Cs-134 2.123E-04 7.000E-01 3.032E-04 3.095E-05 4.421E-05

Cs-135 1.385E-07 1.000E+00 1.385E-07 2.020E-08 2.020E-08

Cs-137 1.988E-02 6.000E-01 3.313E-02 2.898E-03 4.830E-03

Ba-137M 1.880E+00 6.000E-01 3.134E+00 2.742E-01 4.570E-01 Cs-137

Ce-142 7.486E-10 9.000E-05 8.318E-06 1.092E-10 1.213E-06 no relevant data

Nuclides Activities/X(i)
Activities

(TBq/1.7 rods)
X(i)(TBq) f(i) f(i)/X(i)



- 23 -

표 2-7. Activity Value of DUPIC Fuel for NRU Irradiation Test(2/3) 

(Basis: 2 DUPIC Elements)

Nuclides Activities 
(TBq/10 rods)

X(i)(TBq) Activities/X(i) f(i) f(i)/X(i) Remarks

Ce-144 3.899E-05 2.000E-01 1.950E-04 5.686E-06 2.843E-05

Pr-144 3.899E-05 2.000E-01 1.950E-04 5.686E-06 2.843E-05 Ce-144

Pr-144M 4.680E-07 9.000E-05 5.200E-03 6.824E-08 7.582E-04 no relevant data

Pm-146 7.482E-06 9.000E-05 8.313E-02 1.091E-06 1.212E-02 no relevant data

Pm-147 7.478E-02 2.000E+00 3.739E-02 1.090E-02 5.452E-03

Sm-147 1.530E-10 2.231E-11

Sm-151 1.004E-02 1.000E+01 1.004E-03 1.464E-03 1.464E-04

Eu-152 1.535E-04 1.000E+00 1.535E-04 2.238E-05 2.238E-05

Eu-154 5.947E-02 6.000E-01 9.912E-02 8.672E-03 1.445E-02

Eu-155 1.621E-02 3.000E+00 5.404E-03 2.364E-03 7.880E-04

Gd-153 4.945E-11 9.000E+00 5.494E-12 7.210E-12 8.011E-13

Ho-166M 3.587E-08 5.000E-01 7.174E-08 5.230E-09 1.046E-08

Tm-171 2.785E-12 4.000E+01 6.963E-14 4.061E-13 1.015E-14

Re-187 1.580E-13 2.304E-14

Pt-193 4.141E-14 4.000E+01 1.035E-15 6.039E-15 1.510E-16

Tl-206 4.264E-13 9.000E-05 4.737E-09 6.217E-14 6.907E-10 no relevant data

Tl-207 3.182E-10 9.000E-05 3.535E-06 4.639E-11 5.154E-07 no relevant data

Tl-208 1.951E-07 6.000E-01 3.251E-07 2.845E-08 4.741E-08 Bi-212

Pb-205 4.626E-14 6.744E-15

Pb-209 4.487E-12 5.000E-04 8.973E-09 6.542E-13 1.308E-09 Th-229

Pb-210 5.144E-12 5.000E-02 1.029E-10 7.500E-13 1.500E-11

Pb-211 3.190E-10 7.000E-03 4.558E-08 4.652E-11 6.646E-09 Ra-223

Pb-212 5.430E-07 2.000E-01 2.715E-06 7.917E-08 3.958E-07

Pb-214 3.027E-11 4.413E-12

Bi-208 4.950E-13 9.000E-05 5.500E-09 7.218E-14 8.020E-10 no relevant data

Bi-210 5.146E-12 6.000E-01 8.576E-12 7.503E-13 1.250E-12

Bi-210M 4.280E-13 2.000E-02 2.140E-11 6.241E-14 3.121E-12

Bi-211 3.190E-10 7.000E-03 4.558E-08 4.652E-11 6.646E-09 Ra-223

Bi-212 5.430E-07 6.000E-01 9.049E-07 7.917E-08 1.319E-07

Bi-213 4.487E-12 5.000E-04 8.973E-09 6.542E-13 1.308E-09 Th-229

Bi-214 3.027E-11 4.000E-03 7.566E-09 4.413E-12 1.103E-09 Rn-222

Po-210 4.741E-12 2.000E-02 2.370E-10 6.913E-13 3.456E-11

Po-212 3.480E-07 6.000E-01 5.799E-07 5.073E-08 8.456E-08 Bi-212

Po-213 4.390E-12 5.000E-04 8.780E-09 6.401E-13 1.280E-09 Th-229

Po-214 3.026E-11 4.000E-03 7.565E-09 4.412E-12 1.103E-09 Rn-222

Po-215 3.190E-10 7.000E-03 4.558E-08 4.652E-11 6.646E-09 Ra-223

Po-216 5.430E-07 2.000E-02 2.715E-05 7.917E-08 3.958E-06 Ra-224

Po-218 3.027E-11 4.000E-03 7.568E-09 4.414E-12 1.103E-09 Rn-222

AT-217 4.487E-12 5.000E-04 8.973E-09 6.542E-13 1.308E-09 Th-229

Rn-219 3.190E-10 7.000E-03 4.558E-08 4.652E-11 6.646E-09 Ra-223

Rn-220 5.430E-07 2.000E-02 2.715E-05 7.917E-08 3.958E-06 Po-216

Rn-222 3.027E-11 4.000E-03 7.568E-09 4.414E-12 1.103E-09

Fr-221 4.487E-12 5.000E-04 8.973E-09 6.542E-13 1.308E-09 Th-229

Fr-223 4.154E-12 9.000E-05 4.615E-08 6.057E-13 6.730E-09 no relevant data

Ra-223 3.190E-10 7.000E-03 4.558E-08 4.652E-11 6.646E-09

Ra-224 5.430E-07 2.000E-02 2.715E-05 7.917E-08 3.958E-06

Ra-225 4.486E-12 4.000E-03 1.121E-09 6.541E-13 1.635E-10

Ra-226 3.027E-11 3.000E-03 1.009E-08 4.414E-12 1.471E-09

Ac-225 4.487E-12 6.000E-03 7.478E-10 6.542E-13 1.090E-10

Ac-227 3.198E-10 9.000E-05 3.554E-06 4.664E-11 5.182E-07

Th-227 3.141E-10 5.000E-03 6.281E-08 4.579E-11 9.159E-09

Th-228 5.406E-07 1.000E-03 5.406E-04 7.883E-08 7.883E-05

Th-229 4.484E-12 5.000E-04 8.968E-09 6.538E-13 1.308E-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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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Activity Value of DUPIC Fuel for NRU Irradiation Test(3/3) 

(Basis: 2 DUPIC Elements)

Nuclides Activities 
(TBq/10 rods)

X(i)(TBq) Activities/X(i) f(i) f(i)/X(i) Remarks

Th-230 7.520E-09 1.000E-03 7.520E-06 1.097E-09 1.097E-06

Th-231 7.423E-07 2.000E-02 3.712E-05 1.082E-07 5.412E-06

Th-234 1.060E-05 3.000E-01 3.533E-05 1.546E-06 5.152E-06

Pa-231 9.106E-10 4.000E-04 2.277E-06 1.328E-10 3.319E-07

Pa-233 8.602E-06 7.000E-01 1.229E-05 1.254E-06 1.792E-06

Pa-234M 1.060E-05 3.000E-01 3.533E-05 1.546E-06 5.152E-06 Th-234

Pa-234 1.378E-08 9.000E-05 1.531E-04 2.009E-09 2.232E-05 no relevant data

U-232 5.433E-07 1.000E-03 5.433E-04 7.922E-08 7.922E-05

U-233 9.853E-10 6.000E-03 1.642E-07 1.437E-10 2.394E-08

U-234 4.603E-05 6.000E-03 7.672E-03 6.712E-06 1.119E-03

U-235 7.423E-07 1.082E-07

U-236 7.857E-06 6.000E-03 1.310E-03 1.146E-06 1.909E-04

U-237 4.283E-05 9.000E-05 4.758E-01 6.245E-06 6.938E-02 no relevant data

U-238 1.060E-05 1.546E-06

U-240 5.085E-12 9.000E-05 5.650E-08 7.415E-13 8.239E-09 no relevant data

Np-235 6.896E-12 4.000E+01 1.724E-13 1.006E-12 2.514E-14

Np-236 1.002E-10 2.000E-02 5.012E-09 1.462E-11 7.308E-10

Np-237 8.605E-06 2.000E-03 4.302E-03 1.255E-06 6.273E-04

Np-238 2.650E-06 9.000E-05 2.944E-02 3.864E-07 4.293E-03 no relevant data

Np-239 3.166E-04 4.000E-01 7.916E-04 4.617E-05 1.154E-04

Np-240M 5.085E-12 9.000E-05 5.650E-08 7.415E-13 8.239E-09 no relevant data

Pu-236 2.416E-07 3.000E-03 8.052E-05 3.522E-08 1.174E-05

Pu-238 5.068E-02 1.000E-03 5.068E+01 7.390E-03 7.390E+00

Pu-239 1.018E-02 1.000E-03 1.018E+01 1.485E-03 1.485E+00

Pu-240 1.309E-02 1.000E-03 1.309E+01 1.908E-03 1.908E+00

Pu-241 1.745E+00 6.000E-02 2.909E+01 2.545E-01 4.242E+00

Pu-242 3.842E-05 1.000E-03 3.842E-02 5.602E-06 5.602E-03

Pu-243 6.159E-13 9.000E-05 6.843E-09 8.980E-14 9.978E-10 no relevant data

Am-241 6.565E-02 1.000E-03 6.565E+01 9.573E-03 9.573E+00

Am-242M 5.301E-04 1.000E-03 5.301E-01 7.729E-05 7.729E-02

Am-242 5.274E-04 1.000E-03 5.274E-01 7.690E-05 7.690E-02 Am-242m

Am-243 3.166E-04 1.000E-03 3.166E-01 4.617E-05 4.617E-02

Cm-242 4.367E-04 1.000E-02 4.367E-02 6.368E-05 6.368E-03

Cm-243 2.577E-04 1.000E-03 2.577E-01 3.757E-05 3.757E-02

Cm-244 1.596E-02 2.000E-03 7.980E+00 2.327E-03 1.163E+00

Cm-245 1.780E-06 9.000E-04 1.978E-03 2.595E-07 2.884E-04

Cm-246 2.809E-07 9.000E-04 3.121E-04 4.096E-08 4.551E-05

Bk-249 7.310E-15 3.000E-01 2.437E-14 1.066E-15 3.553E-15

Cf-249 2.920E-12 8.000E-04 3.651E-09 4.258E-13 5.323E-10

Total 6.858E+00 1.920E+02 1.000E+00 2.799E+01

A2 = 3.573E-02

1.7 DUPIC rods= 1.920E+02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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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수송관련 법규 및 규정 검토

조사연료의 해외수송을 위해서는 관련법규 및 규정을 검토하여 제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적합한 절차에 따라 수송용기와 수송방법을 선정하고, 규제

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특히 본 수송과 같이 소량의 사용후핵

연료를 수송한 경험은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하므

로 관련법규 및 규정의 검토와 해당 전문가들과의 협의는 무척 중요하다. 

특히 소량의 조사연료의 국제수송은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수행한 바는 있으

나 상용목적으로 운반한 경험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해외수송의 

근간이 되는 IAEA TS-R-1, IMDG, IATA DGR 등이 최근에 강화되어 개정됨

에 따라 이들 규정의 검토는 중요하다. 또한 국제수송은 위에서 언급한 공통적인 

규정 외에 해당국의 관련법규 및 규정도 만족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공통

규정인 IAEA TS-R-1, IMDG, IATA DGR 등과 국내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

다. 

1. IAEA TS-R-1 검토

IAEA는 방사성물질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Safety Standards Series TS-R-1)"를  2000

년 6월 개정하여 출판하 다. 본 절에서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해외수송하

는데 참고가 되는 주요내용만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가. 운반물의 종류

방사성물질 등의 종류와 그 한도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본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수송의 경우엔 수송방식에 따라 B(U)F 또는 CF용기를 사용하여

야 하고, 수송량을 줄여 면제범위를 이용할 경우에는 B(U) 수송용기 사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 L형 운반물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인 경우로서 우

라늄 또는 토륨의 외부표면이 금속 기타 견고한 물질로 된 비활성 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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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싸여 있는 경우에는 한도량에 제한이 없다.

  •천연우라늄․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으로 제조된 물품 이외의 방사성물

질인 경우에는 그 한도량이 10
-3
 A1/A2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IP형 운반물(IP-1형, IP-2형, IP-3형)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이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인 경우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이 차폐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운반물로부터 3미터 지점의 방사선량

률이 시간당 10 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또는 표면오염물질로서 한도량이 100 A1 혹은 A2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A형 운반물 

   •특수형방사성물질은 규제기관의 승인된 capsule에 봉하여야 하고, A1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방사성물질은 A2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형방사성물질과 특수형방사성물질 이외의 방사성물질로 혼합된 경우

에는  A1과 A2의 합이 1미만이어야 한다.

(4) B형 운반물{B(U)형, B(M)형}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값 

     - 특수형방사성물질의 경우에는 A1의 3천배 또는 A2의 10만배중에서 

낮은 값 

      - 기타 A2의 3천배 

(5) C형 운반물 

   •B형 운반물의 항공운반 한도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당해 운반물을 항

공기에 의하여 운반하는 경우 해당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핵분열성물질운반물 

   •육불화우라늄(UF6)이 들어있지 아니한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경우에는 

설계승인서에서 규정하는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포장 및 운반의 기술기준

 (1) 운반물은 최초로 운반하기 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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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물의 격납계통이 해당 압력하에서 그 정상작동상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승인된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B(U)형운반물․B(M)형운반물․C형 운반물 및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을 운

반하는 경우 그 차폐․격납 및 열전달 특성이 승인된 설계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중성자 방출물질이 운반물의 구성요소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핵분열성물

질의 임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성자 방출물질의 존재와 분포를 확인하

여야 한다.

 

(2) 운반물은 매 운반전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B(U)형 운반물․B(M)형 운반물․C형 운반물의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

여야 한다. 

      - 해당 설계승인서에 명시된 모든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을 것 

      - 온도 및 압력이 평형상태를 유지할 것 

      - 방사성물질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격납계통의 모든 봉장치․밸브 

및 개구부는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봉되었는

지를 검사 또는 시험할 것 

(3) 핵분열성물질 및 특수형방사성물질 운반물의 경우 해당 설계승인서에 명시

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중성자에 의하여 조사된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경우 방사성물질에 대한 동

위원소별 함유량을 확인하고 운반물의 봉을 입증하는 시험을 실시한다. 

(5) 운반물의 방사성물질이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인 경우 해당 설계승인서에 명

시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운반물은 당해 방사성물질등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외의 것과 함께 

포장 또는 운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반물과 상호작용하여 운반물의 안전

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운반물은 화약류, 고압가스, 휘발유, 알코올, 염산, 황산 등 위험물과 혼재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 방사선량률 및 표면 오염도

(1) 표면 오염도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운반물은 외부표면 300제곱센티미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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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대하여 측정한 제거성오염의 평균값이 베타/감마방출체 또는 저독성 알파

방출체의 경우 제곱센티미터당 4베크렐 이하, 그외의 모든 알파방출체의 경우 제

곱센티미터당 0.4베크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방사선량률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최대 방사선량률은 다음의 제한 값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외부표면에서는 시간당 2 리시버트.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에는 시간당 

10 리시버트로 한다.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시간당 0.1 리시버트. 다만, 

전용운반인 경우를 제외한다. 

(3) 오염 및 누출 관리

   •운반물이 손상 또는 누출되었거나 손상 또는 누출이 우려되는 경우 운반

물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운반물의 오염정도 

및 방사선량률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운반물, 운반수단 

및 인근의 적재․하역구역 등 운반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

다. 

   •운반물이 손상 또는 누출된 경우 사람․재산 및 환경의 보호를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손상 또는 누설된 운반물은 적절한 장소로 이동하여 수리 

및 제염을 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운반수단 및 장비는 

오염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등의 운반과정에 있어서 규정에 의한 제한값 이상으로 오염되

었거나 표면에서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5마이크로시버트를 초과하는 운

반수단․장비 및 관련부속물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제염하여야 한다. 

 

라.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

(1) 운반물 및 덧포장의 운반지수 및 핵임계안전지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전

용으로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전용운반이라 함은 단일 송하인이 운반

수단 ‧ 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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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또는 최종 운반단계에서 적재 및 하역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지시

에 따라 수행되는 운반을 말한다.

   •운반지수는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핵임계안전지수는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운반지수(Transport Index)

   •운반물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에서의 시간당 리시버트(mSv/h) 

단위로 나타내는 최대 방사선량률의 값에 100을 곱하여 수치를 구할 것. 

   •탱크 ‧ 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산출한 수치에 표 3-1의 해당 인자를 

곱한 수치로 할 것

표 3-1. 적하물 제원에 따른 증배계수

      

적하물의 제원 (주) 증배계수

1㎡ 이하인 경우

1㎡ 보다 크고 5㎡ 이하인 경우

5㎡ 보다 크고 20㎡ 이하인 경우

20㎡ 보다 클 경우

1

2

3

10

         (주) : 제원은 적하물의 가장 큰 단면적을 말함

    •구한 수치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구한 수치를 운반지수로 할 

것. 다만, 0.05이하의 값은 (0)으로 한다.

 (3) 핵임계안전지수(CSI)

    •정상운전상태(운반용기 배열수 N의 5배인 경우에도 미임계 유지) 및 사

고시(N의 2배인 경우에도 미임계 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두 개

의 N의 값 중에서 작은 것을 50으로 나누어 결정된 수치로 한다(즉, 핵

임계안전지수 = 50/N)

    •무한개수의 운반물이 미임계를 유지하는 경우 핵임계 안전지수의 값은 

(0)으로 한다.

    •여러 개의 운반물이 포함된 화물에 대한 핵임계 안전지수는 포함되어 

있는 모든 운반물의 핵임계 안전지수의 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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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임계 방지

  핵분열성물질운반물의 경우에는 포장․적재 또는 운반과정중에 핵임계에 도

달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운반물의 등급 및 표시

(1) 운반물 등급

  운반물 및 덧포장은 규정된 조건과 기준에 따라 제1종 백색운반물, 제2종 황

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로 구분하여 등급을 분류하여야 한다.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분류등급은 운반지수 및 표면방사선량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운반지수와 표면방사선량률의 조건중에서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등급으로 분류한다. 

 •운반물 등급분류 기준은 표 3-2와 같다. 

표 3-2. 운반물 등급분류 기준

 조 건

등급 분류
운반지수

외부표면 임의점에서의 최대 

방사선량률

0 

0 초과 1 이하 

1 초과 10 이하 

10 이상

 0.005 mSv/h 이하 

 0.005 mSv/h초과 0.5 mSv/h 이하 

 0.5 mSv/h 초과 2 mSv/h 이하 

 2 mSv/h 초과 10 mSv/h 이하

제1종 백색운반물 

제2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제3종 황색운반물
*

   * 반드시 전용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나) 표시 및 표지

   •포장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확인표시

를 한다.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 국제연합번호(표 3-3 참조) 및 해당 운반명

을 운반용기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표시한다. 

   •운반물의 총 중량이 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중량을 운반용

기의 외부에 읽기 쉽고 내구성이 있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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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방사성운반물의 국제연합기준 표시

국제연합 

번호
운반명/설명 

UN 2910 방사성물질, L형 운반물 / 물질 제한량

UN 2911 방사성물질, L형 운반물 / 기구 또는 품목

UN 2909
방사성물질, L형 운반물 / 천연우라늄, 감손우라늄 또는 천연토륨

으로 제조된 품목

UN 2908 방사성물질, L형 운반물 / 빈 운반용기

UN 2912
방사성물질,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

열성 - L형1

UN 3321
방사성물질,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

열성 - L형 

UN 3322
방사성물질,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

열성 - L형 

UN 2913
방사성물질, 제1종 또는 제2종 표면오염물체 /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 L형 

UN 2915
방사성물질, A형 운반물 / 비특수형,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 L형 

UN 3332
방사성물질, A형 운반물 / 특수형,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 

L형 

UN 2916 방사성물질, B(U)형 운반물 /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 L형 

UN 2917 방사성물질, B(M)형 운반물 /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 L형 

UN 3323 방사성물질, C형 운반물 /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 L형 

UN 2919 방사성물질, 특별조치 수송 /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 L형 

UN 2978 방사성물질, 육불화우라늄 / 비핵분열성 또는 핵분열성 - L형 

UN 3324 방사성물질, 제2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 핵분열성

UN 3325 방사성물질,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 핵분열성

UN 3326 방사성물질, 제1종 또는 제2종 표면오염물체 / 핵분열성

UN 3327 방사성물질, A형 운반물 / 핵분열성, 비특수형

UN 3333 방사성물질, A형 운반물 / 특수형, 핵분열성

UN 3328 방사성물질, B(U)형 운반물 / 핵분열성

UN 3329 방사성물질, B(M)형 운반물 / 핵분열성

UN 3330 방사성물질, C형 운반물 / 핵분열성

UN 3331 방사성물질, 특별승인조치운반물 / 핵분열성

UN 2977 방사성물질, 육불화우라늄 / 핵분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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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분류된 운반물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 해당 표지를 

부착한다(제2종 황색 운반표지, 제3종 황색 운반표지 등).

   •방사성물질과 관련이 없는 표지는 제거하거나 덮어씌운다. 

   •핵분열성물질을 함유한 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핵임계안전 

운반표지를 부착한다.

바. 운반물의 격리 및 적재한도

(1) 운반물의 격리

   •방사성물질등이 들어있는 운반물․덧포장 및 화물컨테이너는 운반중에 

일반인의 거주장소 또는 위험물질로부터 이를 격리시켜야 한다. 

   •제2종 황색운반물 또는 제3종 황색운반물은 일반인이 빈번히 출입하는 

구역으로 이를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적재 한도 

   •표면으로부터의 평균 열방출률이 제곱미터당 15와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이를 다른 화물과 함께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일 운반수단에 적재할 수 있는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수량은 운반지수 합계가 다음의 운반지수 제한값(표 3-4)을 초과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제1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의 운반물 또는 전용으

로 운반되는 운반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3-4. 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에 대한 운반지수의 합계에 대한 제한값

화물컨테이너 또는 운반수단의 형태
전용상태가 아닌 화물컨테이너 및 

운반수단에 대한 운반지수 제한값

화물컨테이너 50

차 량 50

항공기: 여객

       화물 

50

200

내륙수로용 선박 50

해상용 선박 

(1) 선창, 방수격실, 지정갑판구역 : 

    운반물, 덧포장, 화물컨테이너 

(2) 선박 전체 : 

   운반물, 덧포장, 화물컨테이너

50(대형컨테이너*의 경우 200) 

200

 * 외부 길이가 1.5 m 이상이고 부피가 3 m3를 초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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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에서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은 시간당 2 리시버트 

     - 운반수단의 외부표면으로부터 2미터 거리에서는 시간당 0.1 리시버트 

     - 사람이 승차하는 위치에서는 시간당 0.02 리시버트 

   •운반수단 및 화물컨테이너의 핵임계안전지수 합계가 핵임계안전지수의 

제한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표 3-5 참조) 

 표 3-5.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

형 태
핵임계안전지수 제한값

전용상태 전용상태가 아닌경우

화물컨테이너 100 50

차 량 100 50

항공기: 여객

       화물 

해당 없음

100

50

50

내륙수로용 선박 100 50

해상용 선박 

(1) 선창, 방수격실, 지정갑판구역  

  : 운반물, 덧포장, 화물컨테이너 

(2) 선박 전체 : 

   운반물, 덧포장, 화물컨테이너

100 

200(대형컨테이너*의 

경우 제한값 없음)

50

200(대형컨테이너*의 

경우 제한값 없음)

 * 외부 길이가 1.5 m 이상이고 부피가 3 m3를 초과하는 것

   •운반지수가 10을 초과하거나 핵임계안전지수가 50을 초과하는 운반물 또

는 덧포장은 전용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운반중 저장구역에 저장을 하는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운반물․덧포

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수량은 해당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

의 집합체의 핵임계안전지수 합계가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

너의 집합체는 다른 핵분열성물질이 들어있는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

컨테이너의 집합체와 6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핵임계안전지수 합계가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핵분열성물질이 들

어있는 운반물․덧포장․화물컨테이너의 집합체 또는 방사성물질을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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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운반수단과의 거리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사. 운반 차량 및 운반 책임자

(1) 운반차량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사용되는 차량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운반물을 운반하기에 적합한 차량일 것 

    •차량에 견고히 묶어두기가 곤란한 소형운반물은 운반중 이동․ 전도 및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운반함을 갖출 것. 이 경우 운반함은 차량에 견고

히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차량의 고장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여 예비타이어 또는 소화기 등 필요

한 장비를 갖출 것 

    •운반은 항상 2인 이상이 할 것 

    •운반시 운반책임자를 지정하고 동행하게 하여 사고 및 방사선장해방지

를 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것 

    •운반사고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관계기관 신고를 위한 방사성측정기․

보호구 및 통신장비를 휴대할 것 

    •운전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운전자 및 운반책임자는 출발전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운반책임자는 다음의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할 것 

      -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지식과 경험을 가진 방사선안전관

리 전담조직의 책임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 

      - 기타의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에 관한 면허를 소

지한 자 

(2) 국외반출 운반물 

  국외로 반출하는 운반물은 운반물이 경유하거나 도착하는 국가의 관계규정

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빈 운반용기 운반 

   •운반용기가 양호하게 유지된 상태이고 안전하게 폐되어 있을 것 

   •운반용기 내부의 제거성 표면오염도가 규정(β/γ: 4 Bq/cm
2
, α: 0.4 

Bq/cm
2
)에 의한 값의 100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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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를 보이지 아니하게 하거나 제거할 것 

아. 철도 및 도로 운반에 관한 기준

(1) 운반표지를 부착한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은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2) 측벽이 없는 차량의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운반화물에 직접 차량용 운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대형탱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경우에는 대형탱

크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차량용 운반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3)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의 방사선량률은 다음 제한값을 초과하여서는 아

니된다. 

   •운반물 또는 덧포장의 외부표면은 시간당 10 리시버트. 다만, 다음의 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간당 2 리시버트로 한다. 

   •차량의 내부로의 접근이 방지된 폐형 차량일 것 

   •운반물 또는 덧포장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고정될 것 

   •운반중 적재 또는 하역이 없을 것. 

   •차량의 상하부 표면을 포함한 외부표면, 개방형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평면, 화물의 상부표면 및 차량의 외부표면 하부는 

시간당 2 리시버트 

   •차량의 외부측면의 수직평면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지점과, 화물을 개방

형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외부 가장자리의 수직평면으로부

터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는 시간당 0.1 리시버트 

   •도로차량의 경우 운전기사․운반책임자 또는 보안관련자외에는 제2종 황

색운반표지 또는 제3종 황색운반표지를 부착한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

물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차량에 탑승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선박운반에 관한 기준

(1) 표면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 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물은 특별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으로 이를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용 

운반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선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사성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특수 선박으로 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적재한도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운반과 관련하여 방사선에 대비한 방호계획을 마련하여 선박국적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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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및 각 기항지의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 

   •도중의 기항지에서 적재되는 화물을 포함하여 전 항해기간중의 적재조치

가 사전에 계획되어 있을 것 

   •방사성물질의 운반책임자가 화물의 적재․운반 및 하역 등을 감독할 것 

(3) 선박의 선장은 방사성운반물의 적재장소 출입구에 잠금장치 또는 칸막이를 

하거나 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선박의 선장은 방사성운반물을 적재한 장소 주위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

여 관계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출입을 제한하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선박의 선장은 방사성운반물을 운반하는 경우 방사성운반물의 종류․수

량․취급방법․유의사항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차. 항공운반에 관한 기준

(1) B(M)형 운반물 및 전용으로 운반하는 운반물은 여객기로 운반하여서는 아

니된다. 

(2) 배기설비가 있는 B(M)형 운반물, 보조냉각계통에 의한 외부냉각을 필요로 

하는 운반물, 운반중에 조작이 필요한 운반물 및 액체상태의 발화성 물질

이 포함된 운반물은 항공기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3) 표면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 리시버트를 초과하는 운반물 또는 덧포장은 

특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4) 방사성운반물은 항공기 승무원등이 상시사용하는 구역에 적재하여서는 아

니된다. 

(5) 항공기의 기장은 방사성운반물 등을 운반하는 경우 방사성운반물의 종류․

수량․취급방법․유의사항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휴대하여야 한다. 

파. 승인 및 사전통보 요건

포장물의 종류에 따른 승인 및 사전통보 요건은 표 3-6에 나타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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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포장물의 종류에 따른 승인 및 사전통보 요건

등급
규제기관 승인

사전 통보
소유국 경유국

B(U)
*
6

Package Design Yes No*1

Shipment No No *2 

B(M)

Package Design Yes Yes

Shipment *3 *3 *1

핵분열성

물질

Package Design Yes Yes

Shipment

 CSI 50이하

 CSI 50초과

No
*
4

Yes

No
*
4

Yes

*
5

 *1: 항공수송을 할 경우에는 승인 필요

 *2: 각국의 규제기관에 기 승인된 성적서 제출하고, 3000A1, 3000A2 또는 1000 TBq

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통보 필요

 *3: 내용물이 3000A1, 3000A2 또는 1000 TBq를 초과할 경우와 controlled

     intermittent venting이 허용된 경우에는 승인 필요

 *4: 다른 item에서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음

 *5: 3000A1, 3000A2 또는 1000 TBq를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통보 필요

 *6: 용기가 1973년 판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경유국의 용기 승인 필요.

     용기가 1985년 판에 의해 승인된 경우에는 2003년 12월말까지 경유국의 용기 승

인 불필요

하. 핵분열성물질 제외범위

핵분열성물질이 다음에 적합한 경우 핵분열성물질의 요건뿐만 아니라 핵분열

성물질 운반용기 및 운반물로 운반되는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화물당 하

나 형태의 면제로 제한된다.

(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화물당 질량 제한치가 다음 식을 만족시키

는 운반물. 다만, 베릴륨 또는 중수소는 핵분열성물질 질량의 0.1퍼센트를 초과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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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235의 질량(g)
X

 + 
기타 핵분열성물질의 질량(g)

Y
 <  1

여기에서 X 및 Y는 표 3-7에서 정의된 질량 제한치이다.

표 3-7. 정의된 질량 제한치

핵분열성물질
평균 수소 도가 물의 것과 
같거나 그 이하인 물질과 

혼합된 핵분열성물질의 질량(g)

평균 수소 도가 물의 것보다 
큰 물질과 혼합된  

핵분열성물질의 질량(g)

우라늄-235 
(X)

400 290

기타 핵분열성 
물질 (Y)

250 180

    •핵분열성물질이 15그램 이하인 운반물이거나 포장되지 아니한 물질에 

대한 이 수량 제한치는 운반수단으로 운반되는 화물에 적용한다.

    •수소에 대한 핵분열성 핵종의 질량비가 5퍼센트 미만인 균질 수소용액 

또는 혼합물 형태의 운반물

    •임의의 체적 10리터에 핵분열성 물질이 5그램 이하인 운반물

(2) 질량으로 최대 1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우라늄을 포함하고 있으며 

플루토늄 및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235 질량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반물. 다만, 핵분열성물질은 당해 물질 전반에 걸쳐서 본질적으

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또한 우라늄-235가 금속 ‧ 산화물 또는 탄화

물 형태인 경우에는 운반물 안에서 격자배열을 이루어서는 아니된다.

(3) 질량으로 최대 2퍼센트의 우라늄-235로 농축된 질산우라늄염 용액으로서 

플루토늄 및 우라늄-233의 총량이 우라늄 질량의 0.002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질소와 우라늄의 원자비(N/U)가 최소 2이상인 운반물

(4) 플루토늄 총량이 1 kg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플루토늄-239 ‧ 플루토늄-241 

또는 이들 핵종의 혼합량이 질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운반물

2. IMO, ICAO, IATA 위험물 운반규정

가. 위험물 운송 국제법규의 시작

현대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운송 물량의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운송 수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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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험물 운송에 대한 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해상과 항공 등의 운

송 분야에서 국제적인 체계를 갖추어 이들의 관련 법규들을 제정하게 되었다. 가

장 먼저 시작된 운송 법규는 해상 운송업 분야에서의 위험물 관련 법규 제정으

로 1910년대부터 그 움직임이 있었으며 1948년 SOLAS(Safety of Life at Sea) 3

차 회의에서 제정된 "Carriage of Grain and Dangerous Goods"가 그 최초의 결

과물이었다.

항공 산업은 1944년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설립을 

가져왔고, 곧이어 1945년 각 항공사들이 모여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가 만들어졌다. 이후 IATA 가 위험물 항공 운송의 기본 틀로 처음 

제시한 "Restricted Articles Regulations"가 만들어진 것은 1956년의 일이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제정, 시행되던 위험물 운송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통일, 

조정하기 위해 1953년 4월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에서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

회를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1956년 최초의 위험물 운송에 대한 권고안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이 만들어졌다.

전문가 위원회는 각국 정부나 관련 국제 기구 등에서 제기되는 개별 문제들에 

대해 소위원회를 두고 조사, 연구 활동을 벌이며 매 짝수 해를 회기로 하는 모임

을 통해 그 결과들을 검토, 승인하며 일단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들은 

Recommendations의 다음 개정판에 적용된다.

위험물 운송에 대한 UN 권고안은 국제적인 위험물의 운송을 규제하는 다음의 

주요 규정들과 각 국의 법규를 통해 시행되고 있으며, 운송의 기술적인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론 국제 해상 위험물 운송 규정(IMDG Code : th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국제 민간 항공 기구 기술 규정

(the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유럽 도로 위험물 운송 조약(the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ADR), 유럽 내륙 수로 위

험물 운송 규정(The European Provis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ail(RID) 등이 있다. 

나. IMO 위험물 프로그램

 위험물 운송에 대한 최초의 법조항은 1894년 " 국의 상선 조례(British 

Merchant Shipping Act)" 중 "위험물과 가축의 운송(Dangerous Goo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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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age of Cattle)"에 대한 것이 최초 다고 한다. 1912 년 타이타닉호 사고 이

후, 해상에서의 안전 문제를 국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1914년에 최초의 제1차 SOLAS(Safety Of Life At Sea) 회의가, 1929년에는 제2

차 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이들 회의는 위험물 운송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각 

국의 몫으로 남겼기 때문에 각국의 실정에 따라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잡다한 규

정이 만들어지는 결과만 만들어졌고, 승객과 배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화

물의 운송 자체가 원칙적으로 완전히 금지되기에 이르 다.

1948년 제3차 SOLAS회의 무렵에는 화물 운송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더 

이상 위험물 운송을 막을 수만은 없게 되었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1948년 SOLAS회의에서 Chapter VI "Carriage of Grain and 

Dangerous Goods"와 "22 Recommendations"가 제정되었지만 위험물 운송에 대

한 일괄적인 규정으로는 아직 부족한 것이었다.

위험물 운송의 여러 형태에 대한 최초의 통일적 규제 시스템은 1956년 유엔의 

경제 사회 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내의 위험물 운송 전

문가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작성한 보고서 다.

이 보고서가 바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 권고안(United Nations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Orange Book)" 이며 

1957년 4월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ECOSOC)는 이 Orange Book을 위험물 운송 

규정의 기본 틀로 제시하 다.

1948년에 열린 유엔 해양 회의(UN Maritime Conference)는 IMO를 설립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 IMO의 설립은 1958년에야 이루어졌고, 그 다음 해 최초의 

회의를 열어 SOLAS/1948의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 다. 1960년 

SOLAS회의에서는 'Chapter VII'을 제정하 고 이 내용은 1965년 5월부터 대부

분의 국제선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SOLAS회의의 결과물들은 IMO에 의해 

꾸준히 개정되었으며, 128개국에서 국가 규정으로 적용하여 현재는 거의 모든 해

상 운송 화물이 이 규정에 따르고 있다.

1960년 SOLAS에서 제정한 'Chapter VII/Part A/Regulation 1'에 따르면 모든 

위험물 운송은 SOLAS에서 결의한대로 IMDG Code를 따라야 한다. 'Regulation 

2'에서는 위험물을 아홉 가지 종류로 분류했으며 Part A 의 다른 여섯 가지 조

항들은 포장, 신고, 라벨, 플래카드, 서류뿐만 아니라 화물의 적재와 격리, 여객선

의 폭발물 선적과 위험물 사고의 신고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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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 1960의 결의안 56은 각국 정부들이 위험물의 해상 운송에 대해 국제

적 단일 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으며 IMO가 그 연구와 관리를 담당하도

록 지정하고 있다. 그 실천을 위해 1961년 1월 IMO의 해양 안전 위원회

(Maritime Safety Committee, MSG) 내부에 위험물 운송 연구팀(Working Group 

on the Carriage of Dangerous Goods, CDG)가 설립되었다.

CDG는 각국의 위험물 운송 경험자들로 이루어졌으며 최초의 회의가 1961년 5

월에 열려서 'SOLAS/1960'이 추구하던 위험물 해상 운송 시스템을 준비하게 되

었다. CDG 는 유엔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UN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와 긴 한 협조를 이루며 이후 소위원회

(Sub-Committee)로 자리잡았다.

1995년 소위원회(Sub-Committee)는 컨테이너와 화물소위원회(Sub-Committee 

on Containers and Cargoes)와 통합되어 고형 화물과 컨테이너 위험물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Dangerous Goods, Solid Cargoes and Containers)로 재정비

되었다. 1965년 11월 만들어진 국제 해상 위험물 규칙(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는 그 해 제4차 IMO 총회에서 인준, 발표되었다.

해양 운송을 위해 제정된 IMDG Code 지만 제품의 제조자에서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위험물 관련자들이 참고하여 분류, 용어, 포장, 라벨과 서류, 해

양 오염 등의 모든 분야에 기준이 되고 있다. 1965년에 처음 소개된 이후, 끊임

없이 변화하는 관련 산업에 발맞추어 IMDG도 그 내용과 형식에 많은 변화를 겪

었다.

IMDG Code의 개정은 IMO 회원국 정부의 제안이나 유엔의 위험물 운송 권고

안(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 따라 이루

어진다. 

다. ICAO 와 IATA 위험물 프로그램

 1944년 11월 관제, 기상, 법규 등의 항공 관련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가 미국의 주도로 시카고에서 열렸고 모두 52개국이 여기에 참가하 다. 이 

회의를 통하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설립되었는데 

당시 결정된 내용 가운데 'ANNEX 18'은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 운송(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조항이었다.

 그리고 'ANNEX 18'에 따라 위험물의 항공 운송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침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술규정(Technical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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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이다. 이 기술규정은 ICAO 

내부의 전문위원회에서 만들어지며 관련 산업 분야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2년

마다 개정, 발행되고 있다.

IATA가 발행하는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은 이 기술규정을 토대

로 하고 있으며, 시카고 회의의 'ANNEX 18'과 'ICAO 기술규정'은 위험물의 항

공 운송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인 위치에 있다. IATA 와 ICAO 조항의 다른 점

이 있다면, IATA 규정은 실제 운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ICAO 조항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규제 체제라는　점이다.

IATA 위험물 규정집(Dangerous Goods Regulation)은 IATA 위험물 위원회에

서 ICAO 기술 규정과 UN Recommendations를 토대로 발간하 으며, 그 목적은 

모든 IATA 회원사들이 위험물 운송의 실용 매뉴얼로 쓰기 위한 것이다. IATA 

DGR은 화주와 운송 담당자들이 위험성을 지닌 모든 품목과 물질의 항공 운송에 

관한 절차를 보다 쉽게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부터 구체적인 내용들로 

만들어졌다.

1953년 IATA 항공사들은 위험물 운송량이 계속 늘어날 것임을 인식하고 항공

이 아닌 다른 운송 분야에서도 위험물을 취급해 본 사람들이면 항공사에서 제시

한 적절한 절차만 준수해도 항공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위험물 운송에 관련된 기술 전문가들의 조언과 항공의 특수성을 접목하여 

IATA는 최초의 규정집을 1956년에 발표하 고 그 제목은 "IATA Restricted 

Articles Regulations"이었다. 주요 항공사들이 RAR(Restricted Articles 

Regulations)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여타 IATA 회원사들도 자발적으로 RAR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80여개국에서 RAR을 위험물 운송을 위한 국가 규정으로 도

입하 다. RAR는 강제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았던 당시의 항공운

송 산업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 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르러 운송과 교통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항공기가 이

용됨에 따라 항공 서비스 산업은 비약적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에 IATA는 

1980년대 후반, UN 산하 기관인 국제 민간 항공 기구(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와 함께 회원국들의 규정 목록에 RAR를 통합, 조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험물의 안전한 항공 운송을 위한 기술 지침"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위험물 규정집의 목적은 강제성을 가진 법적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

을 IATA는 인식했고, 강제성을 가진 집행을 위해서 때로는 다른 법규들과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 다. 세법이나 형법 등의 범주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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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나, 도로 교통법이나 위험물 규정과 같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불

일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IATA는 최대한 명백하고 정확하게 위험물 관련 규정들을 알릴 수 있

는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하 다. 그래서 각 국가와 항공사, ICAO 등에 

의해서 현재와 같은 'IATA 위험물 항공 운송 규정집'을 매년 발간하게 되었다.

IATA는 항공사의 위험물 전문가들과 함께 이 규정집의 발간을 진행한다. 일년

에 두 번 세계 각국의 항공사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변동 사항들을 

조사하며 필요시에는 새로운 제안이나 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IATA 위험물 위

원회는 전문 위원들의 지원을 받는데 이들은 위험물 규정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

며, ICAO 위험물 관련 부서나 UN의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와 같은 국제 포

럼에서 항공 분야의 입장을 대변한다.

위험물 운송 과정의 모든 단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없다면 규정 그 자체로

는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IATA는 위험물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갖고 세계

의 위험물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 조정하는 것이다.  

원칙들이 엄격히 지켜지기만 한다면 위험물도 안전하게 항공 운송될 수 있다. 

IATA DGR은 ICAO 기술 지침에 따라 만든 편리한 위험물 운송 방법서로서 실

제 운용에서 필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상세히 기술하여 항공 운송의 각 단계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위험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는 IATA DGR을 따르는 것이 곧 위험물의 국제 항공 운송을 위한 준비임을 

뜻한다. DGR에는 UN이 분류한 각종 물질과 품목의 자세한 목록뿐만 아니라 항

공 운송의 적합성과 적절한 운송 조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물품을 목록에 다 담을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이름으로 표기할 수 없

는 품목이나 물질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포괄 품목(Not Otherwise Specified)을 

함께 사용하 다. 위험 정도가 높아서 어떤 조건 아래 어떤 항공기에도 실릴 수 

없는 위험물, 일반적 상태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나 관련 국가의 특별 승인이 있다

면 운송 가능한 품목, 화물 전용기 운송으로 제한된 품목 등으로 다양하지만 지

시 사항만 지킨다면 여객기로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각 위험물에 따른 적합한 포장은 안전한 위험물 운송의 가장 직접적 요소이다.

IATA DGR은 항공기로 운송할 수 있는 모든 위험물의 포장 방법을 내,외포장

과 단일 포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준다. 일반적으로는 유엔 검사를 거친 

특허 포장의 사용을 요구하지만 Y 포장 규정이 허락하는 제한 용량일 경우는 예

외이다. Y 포장 규정이 허용하는 위험물의 양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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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히 제한된다.

IATA DGR 규정을 준수한다면 위험물이 실제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가 정확하다면 운송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은 어떤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지와 구체적 취급 방법 그리고 비행 도중이나 지상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치법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비행기의 기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어떤 위험물이 적재되어 있는지 정

확히 알아야 하며, 그에 관한 가능한 많은 정보가 승무원들에게 전달되어야 한

다. 승객의 짐에 신고되지 않은 위험물이 있거나 승객이 미처 위험물임을 인식하

지 못할 때에도 이런 "숨겨진 위험물"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승객에게 알려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위험물 사고는 해당 기관의 정확한 조사와 적절한 사후 

조처를 위해 반드시 보고되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 규정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절한 조처가 지체없이 뒤따라야 한다.  

라. 위험물 운송 취급 서류

(1) 항공운송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근본적인 요소가 바로 정확한 서류의 작성

이다. 포장물 자체가 라벨을 통하여 위험물의 내용을 밝히고 있다 하여도 위급 

상황에서는 그 라벨의 이름이나 화주의 주소 등을 읽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접

근하기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든 위험물은 화물 운송시 자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함께 송부되어야 한다.  

항공 운송에서는 "화주의 위험물 신고서"라는 형식을 사용하며 그 목적은 다음 

두 가지이다.

•위험물이 운송을 위해 바르게 포장되었음을 화주가 법적으로 신고하는 것.

•화물의 위험물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다. 

유엔의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는 특성별로 위험물의 클래스를 표준화하

고 각 클래스에 포함된 개별 물질과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4자리의 고유 번호

를 부여하 다. 위험물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분류되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위험성의 본질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벨은 위험물의 종류를 알리고 그 위험성을 한눈에 알아보도록 하기 위해 쓰

이며 각 클래스마다 고유한 라벨들이 있다. 라벨은 그 크기(10 cm x 10 cm) 때

문에 눈에 잘 띄이며 이 포장물 들을 처리할 때에, 특히 포장물이 손상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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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준다. 이런 라벨 가운데 가장 간단하고 

널리 쓰이는 것이 "화살 표시를 위쪽으로(This Way Up Label)"이다.

플래카드는 라벨과 비슷하지만 크기가 더 크며 트럭, 콘테이너 등의 옆면에 부

착되어 위험물이 실려 있음을 알려준다.

위험물을 항공운송할 경우에는 그림 3-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위험품 화주신고

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그림 3-2에 나타낸 바와 같은 

위험품 Check List(Dangerous Goods Check List), 그림 3-3에 나타낸 바와 같은 

검사증(Inspection Certificate)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Proper Shipping Name : UN/ICAO 에 등록된 위험품의 정식명칭

② Class or Division :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나?

③ UN or ID No. : 해당 위험품의 고유번호

④ Packing Group : 위험성의 정도

   Subsidiary Risk : 부차 위험성 (주는 Class or Division)

⑤ Quantity and Type of Packing : 포장, 재질, 갯수, 양

⑥ Packing Instruction  : 해당 위험품 포장에 대한 지침

⑦ 여객기에 탑재 가능한지 아닌지?

⑧ 방사능 물질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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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위험품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그림 3-2. 위험품 Check List.

그림 3-3. 검사증(Inspection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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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박 운송

위험물은 일반화물과 달리 운송 및 취급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그 위험

물과 관련된 충분하고도 통일된 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각 나라마다 독자적인 

규칙을 제정하여 그 규칙에 따라 운송하고 있어나 운송관련 서류의 양식, 기재사

항 및 그에 수반되는 의무 등은 일정한 운송형태에 적용되는 국제협약 및 국내

법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IMO에서 제정한 "IMDG CODE" 및 "항만 내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관련업무에 관한 권고" 등에 따라 제정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및 "항만내 위험물 취급안전규칙"에 따라 운송관련서류의 기재 사항 및 그에 수

반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3-8. IMDG Code 요구되는 선적서류

 

선적서류의 종류 작성자 제출하는 곳 비 고 

(1)위험물 명세서 하송인 선주/선장
4)제출시 및 국내항간은 
생략 (포장위험물인 경
우, "적재검사증" 첨부)

(2)사고대비사항을 
기재한 서류

하송인 선장 MSDS로 가능

(3)위험물취급
  지침서

하송인/선주  선주 및 선장 MSDS로 가능

(4)컨테이너
  위험물명세서

하송인/선주  선주/선장 "컨테이너수납검사증"
첨부

(5)위험물 적하
일람표/적부도

선장  선사/선내보관 육상에 1년간 보관

3. INF Code 

 SOLAS 제 7장 “위험물의 운송”에는 포장된 방사능 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

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선박운송을 위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해 

조사연료를 운반하려면 INF certificate를 획득한 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 INF 

code는 포장된 방사능 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의 안전한 선박 

운송에 관한 규정으로 본 절에서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해외수송과 관련된  

INF code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가. INF 화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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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 화물이란 포장된 방사능 핵연료, 플루토늄 및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로

서 IMDG Code 제7급, 별표(schedule) 10, 11, 12 또는 13에 따라 운송되는 화물

을 말한다. 이 코드의 목적상, INF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운송되는 INF 화물

의 합계 방사능치에 따라 다음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INF 1등급 선박 - 합계 방사능치가 4,000 TBq 보다 적은 INF 화물을 운

송하도록 인증받은 선박

  •INF 2등급 선박 - 합계 방사능치가 2 x 10
6
 TBq 보다 적은 방사능 핵연

료 또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운송하도록 인증받은 선박 및 합계 방사

능치가 2 x 10
6
 TBq 보다 적은 플루토늄을 운송하도록 인증받은 선박.

  •INF 3 등급선박 - 최대 합계 방사능치의 제한이 없이 방사능 핵연료 또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운송하도록 인증받은 선박 및 플루토늄을 운송하

도록 인증받은 선박.

운반하고자 하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총량의 방사능치가 INF 1등급에 해당

하므로, INF 1등급에 해당하는 INF 코드의 주요 요건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INF 화물의 운송전에  당해 선박은 이 코드의 적용을 받는 범위에서 구조, 

의장, 설비 및 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포함하는 최초검사를 받아야 한

다. 주관청 또는 협약의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단체는 요구하는 최초 검사후 

부록에 정한 양식의 INF 화물 운송 적합증서를 본선에 발급하여야 한다.

•INF 1등급 선박의 손상 복원성은 주관청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INF 1등급 선박의 화재 안전 조치는 주관청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INF 1등급, 2등급 및 3등급 선박에는;

   - 폐위된 화물구역의 평균 기온이 항시 55 ℃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통풍 또는 냉장장치; 

   - INF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화물 구역에 대한 통풍 또는 냉장 장치

는 다른 구역에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환풍기, 압축기, 열교환기, 냉각수 공급장치같은 작동에 필수적인 부품은 

주관청이 만족하도록 각 화물 구역에 대하여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예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갑판구역 및 지지 설비의 구조강도는 하중을 견디기에 충분한 강도이어야 

한다.

•화물구역 내에서 용기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구적인 고박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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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한다. 구적인 고박장치를 설계하는데 있어 용기의 기본 용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선박 가속도를 감안하여야 한다:            

    - 종방향으로 1.5g(중력 가속도의 1.5배 ) 

    - 횡방향으로 1.5g(중력 가속도의 1.5배) 

    - 수직 상방향으로 1.0g(중력 가속도의 1.0배) 

    - 수직 하방향으로 2.0g(중력 가속도의 2.0배) 

•INF 1등급 선박의 전원은 주관청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운송되는 INF 화물의 특징 및 선박의 설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관청이 

인정하는 방사선 에 대한 보호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INF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경  및 훈련은 기구가 개발한 것을 고려

하여 주관청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INF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은 선상비상계획을 비치하여야 한다. 비상계

획은 기구가 개발한 지침을 근거로 주관청이 승인한 것이어야 하며 작업언

어 또는 선장 및 사관이 이해하는 언어로 되어야 한다. 이는 최소한 다음사

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이 코드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INF 화물에 관련된 사고를 보고하는 선박

책임자인 선장 또는 다른 사람이 지켜야할 절차; 

   - INF 화물에 관련된 사고시 연락할 관청 또는 사람을 명시한 표;

   - INF 사고직후 누출의 방지, 감소 또는 통제를 위해, 또한 손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본선에서 즉시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상세한 기술; 그

리고

   - 관할 관청과 본선상의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 및 연락처.

•INF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다음과 같은 손상 또는 고장이 발생시 이러한 

보고가 되어야 한다.

   - 충돌, 좌초, 화재, 폭발, 구조적인 결함, 침수 및 화물 이동을 포함하나 이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선박의 안전에 향을 끼치는 것; 또는 

   - 조타기, 추진장치, 발전설비 및 주요한 선박용 항해 계기의 고장을 포함

하여 항해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4. 원자력법

조사연료의 수송과 관련된 국내 원자력관련 법규 및 규정은 원자력법, 원자력

법시행령,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기부령 제 30호), 방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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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기부고시 제2001-23호), 방사성물질 운반

용기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과기부고시 제2001-19호) 등이 있다. 

본 절에서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해외수송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발췌하여 

기술한다. 또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기부령 제 30호),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기부고시 제2001-23호) 등의 주요

내용은 앞 절에서 소개한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IAEA Safety Standards Series TS-R-1)를 대부분 인용했으므로 이 부

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한다. 

가. 운반신고 

   •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발전용 원자로운 자 연구용 원자로 등 설치자 핵

연료주기사업자 핵연료물질사용자 핵원료물질사용자 허가사용자 신고사

용자 업무대행자 및 폐기시설 등 건설 운 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라 

한다)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당해 사업소외

의 장소나 외국으로부터 국내의 당해 사업소로 운반하고자 할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

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해를 경유

하고자 하는 자(선박의 경우에 한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 

   방사성물질 등을 철도․도로․선박 또는 항공기 등에 의하여 운반하거나 

국내 또는 국제우편으로 우송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포장 및 운

반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피폭관리 등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에 관계하는 작업자에 대하여 방

사선피폭여부의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사고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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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관계사업자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을 위

탁받은 자는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또는 포장중 방사성물질 등의 누설․화재 기

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

고 지체없이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포장 및 운반검사 

  원자력관계사업자 및 그로부터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탁받은 

자는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기술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바.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수량의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하고자 하는 때 또

는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

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운반용기의 설계자료 및 제작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와 안전성분석보고서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검 사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제

작․수입된 운반용기 및 사용중인 운반용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자력법시행령

가. 운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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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신고를 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운반할 때

마다 그 신고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생산․이동사용 또는 

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당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장관은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된 내용에 미

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이 인체․물체 및 공

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

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는 운반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나. 외국선박 등의 운반신고 

  •방사성물질 등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입항시키거나 대한민국 해를 경유하고자 하는 자는 방사성물질 등을 적

재하여 운항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에 미비사항이 있거나 신고를 받은 방사성

물질 등의 운반이 인체․물체 및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자가 그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사

항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 포장 및 운반검사 

  •포장 또는 운반검사는 운반할 때마다(사업소 안에서 포장 또는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에 관한 사항

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포장 또는 운반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포장 또는 운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검사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



- 53 -

장관이 당해연도의 정기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결과 포장 또는 운반이 운반신고의 내용과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라.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또는 운반을 위한 용기(이하 "운반용기"라 한다)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형식별로 설계의 승인(이하 이 절에서 "설계승인"

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다만, 설계승인을 얻은 운반용기를 반복하여 제

작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운반용기가 파손․마모 등에 의하여 방사선원 또는 그 오염물이 쉽게 누

설되거나 방사선장해발생의 우려가 없을 것 

  •운반용기의 설계․재료 및 구조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

준에 적합할 것

  •과학기술부장관은 운반용기의 설계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 승인신청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승인서

를 발급하여야 한다.  

마. 운반용기의 검사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설계승인을 얻어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제

작된 운반용기를 수입한 때에는 제작검사(이하 "제작검사"라 한다)를 받아

야 한다.  

  •운반용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사용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점검

보고서를 제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

체점검보고서의 제출로 사용검사에 갈음한다.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의 검사기준과 자체점검보고서의 서면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작검사․사용검사 및 서면심사결과 운반용기가 검사기준 및 서면심사기

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합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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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운반용기의 검사면제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외국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설계승인 및 

제작검사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이

에 합격한 경우 

  •외국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운반용기에 대하여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

용검사합격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서면심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경우 

  •제작검사 또는 사용검사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

로 정한다.

 

6. 과기부령 및 고시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기부령 제 30호),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기부고시 제2001-23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의 제작검사 및 사용검사에 관한 규정(과기부고시 제2001-19호) 등에서 조사연료

의 수송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방사선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기

부령 제 30호), 방사성 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과기부고시 제

2001-23호) 등의 주요내용은 앞 절에서 소개한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IAEA Safety Standards Series TS-R-1)를 

대부분 인용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여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수송과 관

련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가. 운반 서류

 송하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운반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

  •운반물의 검사기록부

 방사성물질 운반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방사선규칙 규정에 의한 해당 운반명 및 설명

  •국제연합의 위험물 분류번호 "7"

  •방사선규칙 규정에 의한 해당 방사성운반물에 부여된 국제연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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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방사성핵종의 명칭 또는 기호. 다만, 방사성핵종의 혼합물의 경우에는 

주요 방사성핵종의 일반적인 기술 또는 목록을 기술한다.

  •방사성물질의 물리적 및 화학적 형태의 기술 또는 해당 물질이 특수형방

사성물질 또는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이라는 표기

  •방사성내용물의 최대 방사능량. 다만, 핵분열성물질의 경우에는 핵분열성

물질의 질량(그램)을 방사능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운반물의 등급 즉, 제1종 백색운반물 ‧ 제2종 황색운반물 또는 제3종 황색

운반물

  •운반지수(제2종 황색운반물 및 제3종 황색운반물에 한함)

  •핵분열성물질을 운반하는 화물의 경우에 핵임계안전지수. 다만, 핵분열성

물질의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당해 화물에 적용되는 관계당국의 승인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확인표시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 안에 운반물이 있는 화물의 경우에는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내의 각 운반물의 내용물, 또는 해당되는 경우 화물 내

의 각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에 대한 상세한 기술. 또한, 중간 하역시  

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에서 운반물을 분리 ‧ 적재 또는 하역하는 경우

에는 이에 적합한 운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운반물이 전용상태의 운반대상인 경우 “전용운반"이라는 표기

  •제2종 저준위 비방능물질 ‧ 제3종 저준위 비방사능물질 ‧ 제1종 표면오염

물체 및 제2종 표면오염물체의 경우에는 A2값의 배수로 나타낸 화물의 총 

방사능량

운반물의 검사기록부에는 해당 운반물의 적용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점검

한 검사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운반용기의 일반기준

 운반용기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중량 ‧ 부피 및 형상과 관련하여 취급 및 운반이 용이하고 안전할 것

 •운반 도중에 운반수단의 안에서 안전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외부표면은 가능한 한 돌출부위가 없으며 쉽게 제염될 수 있을 것

 •외부표면은 가능한 한 물을 흡수하거나 이를 함유하지 아니할 것

 •운반용기의 구성부품은 아니지만 운반할 때에 추가되는 장치 등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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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운반용기의 안전성이 감소되지 아니할 것

 •정상적인 운반조건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가속 ‧ 진동 또는 공진 등의 향

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너트 ‧ 볼트 및 기타 안전장치들은 반복해서 

사용한 후에도 느슨해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할 것

 •방사선조사에 따른 향을 고려하여 운반용기의 재질 및 부품 또는 구조는 

상호간 및 방사성내용물에 물리적 및 화학적으로 적합할 것

 •방사성내용물이 누출될 수 있는 모든 밸브는 허가받지 아니하는 한 조작할 

수  없을 것

 •통상적인 운반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온도 및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방사성물질 이외의 다른 위험물질이 함유된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

는 다른 위험물질의 성질까지 고려하여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운반용기의 형태는 운반물의 하중이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인 

경우에는 손으로 취급하기 용이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50킬로그램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취급이 용이한 형태를 갖출 것

 •운반용기의 인양장치가 운반용기의 일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인양장치는 포장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운반물 중량의 3

배에 상당하는 하중을 지탱할 수 있을 것

    - 운반용기의 덮개에 설치되어 있는 인양장치는 덮개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고 덮개 및 그 부착물 중량의 3배를 지

탱할 수 있을 것

    - 인양장치가 운반물의 중량초과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운

반용기의 차폐 또는 격납특성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운반용기의 결속장치가 운반용기의 일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결속장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크기의 힘이 운반물의 무게중심에 작용할 

때 포장재료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를 지탱할 수 있을 것

        * 운반물 중량의 2배에 상당하는 연직분력

        * 운반물 중량의 10배에 상당하는 운반수단의 이동방향의 수평분력

        * 운반물 중량의 5배에 상당하는 운반수단의 이동방향과 수직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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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분력

    - 결속장치가 운반물의 중량초과로 인하여 파손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운

반물의 차폐 또는 격납특성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운반이 가능한 최대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선

량률은 시간당 2 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전용운반의 경우에는 시

간당 10 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운반이 가능한 최대수량이 들어 있을 때 운반지수는 10을 초과하지 아니하

고 핵임계 안전지수는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전용운반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공으로 운반하는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

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온도는 일광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섭씨 -40도 내지 섭씨 55도의 범위에 달하는 온도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격납계통의 건전성이 손상되지 아니할 것

   - 운반용기의 격납계통은 5킬로파스칼(kPa)까지의 계기압력 감소의 경우에

도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건전성을 유지할 것

다. B(U)형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B(U)형 운반용기는 다음의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운반용기의 일반기준

 •다음 표와 같은 일광조건과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운반하면서 

1주일간 방치할 경우에 다음 각목의 열적 향을 고려하여 규정에 의한 시

험에 입증되는 바와 같이 격납 및 방사선차폐의 기능에 향이 없을 것

표면의 형태 및 위치 1일당 12시간의 일광량(W/㎡)

 수평으로 운반되는 편평한 면

 - 기저부

 - 기타 표면

없음

800

 수평으로 운반되지 않는 편평한 면

 - 각 표면 200 

 곡면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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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성내용물의 배열 ‧ 기하학적 형태 또는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거

나, 방사성물질이 연료 피복재와 같은 캔 또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경우

에 캔 ‧ 용기 또는 방사성물질의 변형 또는 용융

    - 방사선 차폐재료의 열팽창 ‧ 균열 또는 용융

    - 수증기와 결합한 부식의 가속

 •항공운반이외에 전용운반을 하지 아니 하는 한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

면온도는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섭씨 50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열차폐물을 포함하고 있는 운반용기는 열시험의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험에서 열차폐물이 유효하게 지속되어야 하며, 운

반용기 외부의 열차폐물은 벗김 ‧ 잘림 ‧마모 또는 거친 취급에 의하여 효

과가 감소되지 아니할 것

    -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

    - 기계적 낙하시험

 •다음 각목에서 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해당 기준에 적합할 것

    -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입증시험을 거친 후에 방사성내용물의 유실이 시

간당 A2 값의 1백만 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중량이 500킬로그램 이하이고 외부제원을 기준한 전체 도가 세제곱센

티미터당 1,000킬로그램 보다 작으며 특수형방사성물질이 아닌 것으로 

A2 값의 1,000배 보다 큰 방사성내용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인 경우에

는 제47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치고, 그 외의 모든 운반용기의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제1호 가

목 및 나목,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다

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외부표면으로부터 1미터 지점에서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0 리시버트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일주일 동안 유실되는 방사성내용물의 축적량이 Kr-85에 대하여 A2 

값의 10배, 그 외의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A2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방사능량이 A2 값의 10만배 이상인 방사성내용물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강화된 침수시험에서 격납계통이 파손되지 아니할 것

  •방사성물질 누출 제한치의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필터 및 기계적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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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계통을 고려하지 아니할 것

  •시험조건에서 방사성물질이 누출될 수 있는 압력배출장치를 격납계통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것

  •최대정상운전압력의 상태에서 규정에 의한 시험을 거친 후에 격납계통의 

변형률의 정도가 운반용기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향을 미치는 값에 

도달되지 아니할 것

  •최대정상운전압력은 700킬로파스칼의 계기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항공운반이외에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한 표면에서의 최대온도는 섭씨 38

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일광이 없는 경우에 섭씨 85도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다만, 최대온도가 섭씨 50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용운반을 하

여야 하며, 주변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이나 보호장치는 해당시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저분산성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용기는 포장의 일부 또는 내부 구성

품이 외에 저분산성방사성물질에 추가되는 것의 특성으로 인하여 저분산

성방사성물질의 성능이 저하되지 아니할 것

  •섭씨 -40도 내지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건전성이 유지될 것

라.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의 기술기준

  •외부의 최소 길이는 10센티미터 이상일 것

  •핵분열성물질의 방사성특성 및 방사능에 따라 해당 방사성물질 및 운반용

기의 기준에 적합할 것

  •시험을 거친 후에 10세제곱센티미터의 입방체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관계당국에서 별도의 범위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섭씨 -40도 내지 섭씨 

38도의 주변온도의 환경에서 건전성이 유지될 것

  •다음 각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상운반조건 및 운반사고조건에서 미임

계상태를 유지할 것.

     - 운반용기 내부로 물의 침투 또는 외부로의 누수

     - 운반용기 내부에 설치된 중성자 흡수재 또는 감속재 효력의 상실

     - 운반용기 내부에서의 방사성내용물의 재배열 또는 운반용기로부터의 

유실로 인한 방사성내용물의 재배열

     - 운반용기 내부 또는 운반용기 사이의 공간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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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반용기의 물에 의한 침수 또는 눈에 의한 매몰

     - 온도변화

마. 송하인 등의 의무

 (1) 운반서류의 작성

   •송하인은 운반하고자 하는 각 운반물에 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반서류를 작성하여 당해 운반물의 운반인에게 전달하여야 한

다. 

   •송하인은 운반서류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언서를 포함

시켜야 한다. 다만, 동 선언서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국제협약의 운반규

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운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송하인은 규정에 의한 선언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2) 운반인을 위한 정보 등 

   •송하인은 운반인이 취하여야 할 조치에 관한 다음 사항을 운반서류에 포

함하여야 한다. 

     - 안전한 열 발산을 위한 특별보관규정 또는 이러한 규정이 필요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한 운반물․덧포장 또는 화물컨테이너의 

적재․보관․운반․취급 및 하역에 관한 사항 

     - 운반형태 또는 운반수단에 따른 제한 및 필요한 운반지시사항 

     - 화물에 대한 긴급조치사항 

   •송하인은 운반물을 국외로 운반할 경우 적재 및 하역전에 이에 필요한 

관계당국의 증명서를 운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승인서 및 운반서류의 소지 등 

  •송하인은 설계승인서의 사본과 운반물의 적절한 봉 및 기타 운반전 준

비사항에 관한 운반서류의 사본을 보유하여야 한다. 

  •송하인 및 수하인은 설계승인서의 사본과 운반서류 및 기타 운송에 필요

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송하인․운반인 및 수하인은 설계승인서에서 명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송하인․운반인 및 수하인은 포장 또는 운반과정에 분실 또는 도난 등이 



- 61 -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운반계약서에 의하여 인수인계를 하는 등 권한

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바. 수송용기 제작검사 면제

다음 각 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수송용기의 제작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작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

  - 외국 해당국가 규제기관에서 발급한 제작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한 증명서 

  - 외국 제작업체의 운반용기 제작 및 검사 기록이 포함된 제작검사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제작검사를 면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외국 관계당국으로부터 발급 받은 설계승인서가 적합한 것일 것 

  - 운반용기의 구조 및 재료가 설계 승인된 도면과 일치할 것 

  -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성능검사 및 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 품질보증규정에 따라 제작되었을 것 

사. 수송용기 사용검사 면제

다음 각 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수송용기의 사용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용검사 합격을 입증하는 해당 국가의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외국 해당국가 규제기관에서 발급한 사용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한 증명서 

   - 외국 검사업체의 운반용기 보수내용 및 사용검사 기록이 포함된 사용검

사보고서 또는 이와 동등한 서류 

•사용검사를 면제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운반용기 보수내용이 설계 승인된 보수내용과 일치할 것 

   - 설계승인서에서 승인된 사용검사항목 및 기준에 적합할 것 

   - 품질보증규정에 따라 보수 및 사용검사가 되었을 것 

7. 선박안전법 

위험물의 선박수송을 위해서는 선박안전법, 해상오염방지법,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해양수산부령 제189호) 등을 따라야 한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수송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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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험물 등의 운송 등

   •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

는 저장하여야 한다.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

합여부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위험물 및 특수화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 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

과 검사 또는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

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8.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가. 위험물의 분류

위험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1급 화약류 

  •제2급 고압가스 

  •제3급 인화성액체류 

  •제4급 가연성물질류 

  •제5급 산화성물질류 

  •제6급 독물류 

  •제7급 방사성물질 

  •제8급 부식성물질 

  •제9급 유해성물질 

나. 용기․포장․표시․적재방법 등

 •선박에 의하여 위험물(상용위험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운송하는 경우

에 하송인(타인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운송하는 경우의 본인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용기․포장 및 도식의 표찰에 대하여, 선장은 그 

적재방법에 대하여 위험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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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송인은 당해 운송이 국제항해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용기(포장되

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포장에 당해 위험물의 품명 및 국제연합번

호(화약류에 대하여는 품명․국제연합번호․정미질량 및 총질량)를 표시하

여야 한다. 

 •하송인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외의 위험물을 소형용기․중형산

적용기․대형용기 또는 대형금속용기에 의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용기 검사를 받고 검사합격 표시가 붙어 있는 용기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정부가 위험물의 용기

에 관한 당해 국가의 법령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유효한 증명 또는 표

시가 되어있는 용기 

 •표찰,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의 표시는 당해 표찰 또는 표시가 3월간 바닷물

에 잠겨 있은 후 그 기재내용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소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소형용기의 종류, 중형산적용

기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중형산적용기의 사용기준, 대형용기

를 사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대형용기의 종류, 대형금속용기를 사

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대형금속용기의 사용기준과 위험물의 국제

연합번호, 용기등급 및 사고시 비상조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다. 포장방법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누출 또는 손상할 위험이 없고, 또한 당해 위험

물에 대하여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염소산염류 또는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하 던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할 경우에 사용하는 흡수재나 완충재는 

용기의 이동을 방지하며 항상 용기를 에워싸고 있도록 배치하고 또한 가

능한한, 용기가 파손한 경우에도 당해 액상의 위험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양이어야 한다. 다만, 당해 위험물을 국내 각항간에서 운송할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혼합포장은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이 파손될 염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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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찰을 붙여야 할 위험물의 혼합포장에는 혼합포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표찰이 외부에서 용이하게 보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위험물을 표시하는 표찰을 붙여야 한다.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위험물의 혼합포장에는 혼합포

장되는 개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품명 및 국제연합번호가 외부에

서 용이하게 보이는 경우외에는 그 혼합포장의 외부에 당해 위험물의 품

명 및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품명이 다른 위험물 또는 위험물과 위험물 이외의 화물이 상호작용으로 

발열하거나, 가스를 발생하거나, 부식작용을 하거나 기타 위험한 물리적 또

는 화학적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혼합포장을 하여서는 아

니된다. 

  •규정에 의하여 서로 격리 되어야 하는 위험물은 혼합포장하여서는 아니된

다. 

라. 위험물 명세서 등

  •위험물의 하송인은 운송위탁을 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위

험물명세서를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하송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하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화약류․고압가스․독물․인화성액체

류중 저 인화점인화성액체 및 중인화점인화성액체 또는 유기과산화물

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 한다) 

     - 위험물의 분류․항목․품명․부위험성(품명에 당해 위험물의 부위험성

을 나타내는 말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국제연합번호․용

기등급 또는 격리구분과 용기 및 포장의 명칭 

     - 수량 및 질량 또는 용적 

 •위험물명세서에는 당해 위험물의 용기, 포장, 표찰 및 표시가 제6조의 규정

에 적합하고 또한 운송함에 적합한 상태에 있음을 부기하거나 이것을 증명

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다른 선박에 환적할 때에는 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당해 위험물명세서를 후 선박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위험물의 하송인은 위험물명세서 외에 위험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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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운송 및 취급에 필요한 정보 

    - 위험물의 유출 및 화재등 비상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피해에 대한 의료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선장은 위험물명세서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위험물의 안전운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의 선적을 거부할 수 있다. 

 •당해 위험물이 해양오염물질, 폐기물 또는 소량의 위험물인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각각 "해양오염물질(MARINE POLLUTANT)", "폐기물(WASTE)" 

또는 "소량의 위험물(LIMITED QUANTITY)"로 기재하고, 당해 용기가 회

수용기 또는 세정되지 아니한 빈 용기(이하 "비세정빈용기"라 한다)인 경우

에는 관련서류에 각각 "회수용기(SALVAGE PACKAGING)" 또는 "비세정

빈용기(EMPTY UNCLEANED 또는 RESIDUE－LAST CONTAINED)"로 

기재하여야 한다. 

마. 하 역

위험물의 선적, 양육 기타의 하역을 할 경우에는 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

는 자는 이에 입회하여야 한다. 

바. 선장의 의무

•선장은 위험물을 선적할 경우에는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이이 규칙에 적합하

고 또한 위험물명세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 그 용기, 포장 및 표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입회하에 포장을 풀어 검사할 수 있다. 

사. 위험물의 격리

 •동일한 선박에 분류가 다르거나 항목이 다른 화약류외의 위험물을 적재하

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동일한 선박에 품명이 다른 화약류를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서로 격리하여야 한다.  

 •관할지방해양수산관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격리방법 외의 다른 방법에 의

한 위험물의 격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다른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을 격

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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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위험물 적하일람표

 •선장은 연해구역에서 운송하는 경우(국내 각 항간에서 운송하는 경우에 한

한다)를 제외하고 당해 선박에 적재한 위험물에 대하여 다음의 각호에 게기

하는 사항을 기재한 위험물 적하일람표 2통을 작성하여 그중 1통을 선박소

유자에 교부하고 다른 1통을 선박내에 당해 운송이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

여야 한다. 

    - 선박의 명칭․국적․번호 및 용도 

    - 적재․환적․양하의 항명 및 연월일 

    - 하송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하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화약류․고압가스․독물․인화성 액체

류중 저 인화점 인화성 액체 및 중인화점 인화성 액체 또는 유기과산화

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한한다) 

    - 위험물의 분류․항목․품명․부위험성․국제연합번호 및 용기등급 또는 

격리구분 

    - 개수 및 질량 또는 용적 

    - 적재장소 및 상태 

 •위에 기술한 사항이 명시된 적부도(적부도)로서 동항의 위험물 적하일람표

를 대체할 수 있다. 

자. 방사성물질의 용기 ․ 포장 및 적재방법 등

방사성물질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용기․포장․표찰․적재방법 및 검

사 등에 대하여는 본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및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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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수송용기 선정

고방사성 조사연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정에 따라 해

당국의 원자력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수송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러한 용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운반대상 조사연료의 제원, 방사능량, 붕괴열, 핵

분열성물질 여부 등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맞는 수송용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는 운반물의 크기, 형태 및 운반목적에 따라 다양한 운반

용기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다. 방사성물질 등의 종류와 그 한도량에 따라 L형 

운반물, IP형 운반물(IP-1형, IP-2형, IP-3형), A형 운반물, B형 운반물{B(U)형, 

B(M)형}, C형 운반물 및 핵분열성물질 운반물로 구분한다. 운반물은 차폐․격납 

및 열전달 특성이 승인된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핵분열성물질인 경우에는 

임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성자 방출물질의 존재와 분포를 확인하여야 한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0개의 A2값의 합은 약 1,130이고, 핵분열성물질이 

15 g를 초과하므로 핵분열성물질에 해당한다. 1․A2 이상인 방사성물질을 운반

할 수 있는 운반용기는 B(M), B(U), C형이 있으며, 이중에서 핵분열성물질을 운

반하기 위해서는 B(M)F, B(U)F, CF형의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본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는 이미 원자로에서 한번 조사된 사용후핵연료

를 재가공하여 제조되었으므로 방사능이 높고, 핵분열성물질일 뿐 아니라 연료봉

의 길이가 50 cm로서 이에 적합한 용기를 선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해외 수송을 위해 국내에 사용중인 용기를 

인허가 받아 사용하는 방안과 외국의 수송용기를 임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하 다.

1. 국내에 있는 기존 용기를 사용하는 방안 검토

국내에서 사용중인 수송용기로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0개를 수송할 수 

있는 용기는 KSC-1, KSC-4, 하나로 캐스크 등 3종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

는 모두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았거나 또

는 소내 운반에만 사용하도록 인허가를 받았다. 

KSC-1과 KSC-4는 길이가 약 4m인 되는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1개 또

는 4개를 적재하여 원자력발전소 내의 저장수조간 사용후핵연료를 수송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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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설계되었다. KSC-1과 KSC-4 수송용기는 수송하고자 하는 건식공정 산화

물핵연료 봉(약 50 cm)에 비해 너무 크고, 또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적재하여

야 하는 IMEF 수조에 반입이 불가능한 문제도 있을 뿐 아니라 운반차량 적재시

의 총 중량이 40 톤을 초과하여 40 톤 이하로 운반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 육상

운반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KSC-1과 KSC-4 수송용기는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 하나로 수송용

기의 적용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 다. 하나로 수송용기는 하나로 핵연료 1  

다발 또는 CANDU 핵연료 2 다발을 적재할 수 있다. 

2. 하나로 캐스크 적용방안 분석

하나로 캐스크는 그림 4-1과 4-2에 나타낸 바와 같은 형상을 갖고 있으며, 이 

수송용기는 다목적연구로인 하나로에서 조사후 배출되는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1 

다발 또는 중수로형 사용후핵연료 2 다발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인

허가 과정에서 연구소 소내 운반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받

아 현재는 연구소 내에서만 사용되고 있다. 이 수송용기의 특성은 표 4-1에 나타

낸 바와 같다.

표 4-1. 하나로 수송용기(KMRR Cask)의 주요 특성

구  분 주요 특성

•Type

•Length

•Diameter

•Weight

•Cavity

•Capacity

•Radioactivity

B(U)F 

2.03m (1.70m)

1.14m (0.77m)

6.6 ton

dia. 124mm, ℓ1.07m

1 KMRR F/A, 2 CANDU F/A 

320,000 Ci

하나로 수송용기는 1994년 11월 설계를 완료하고, 1995년 8월 수송용기 3 개를 

제작 완료하 으며, 제작비용은 약 2 억원이 소요되었다. 현재 이 수송용기는 하

나로에서 조사된 하나로핵연료의 하나로 수조와 IMEF 수조간의 운반 또는 조사

시험을 위해 IMEF M6 셀에서 제조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소결체, 핵연료봉 

혹은 다발의 하나로 수조와 IMEF 수조간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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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캐스크는 습식 캐스크로서 핵물질의 적재 및 하역은 IMEF 혹은 하나로 수

조의 물 속에서 수행하고, 운반할 때에는 수송용기 내의 물을 완전히 제거한 상

태에서 운반한다. 이 캐스크는 오염된 수조에서 핵물질을 적재하거나 하역하므로 

이 수송용기를 수조에 넣기 전․후에는 고압수로 수송용기의 외부를 철저히 제

염한 후 H/P survey를 수행하여 수송용기 표면의 오염정도가 허용범위 내에 있

을 경우에만 시설 밖으로 반출한다. 

하나로 수송용기는 운반하고자 하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에 비해 조금 큰 

것이 흠이나, 이 수송용기는 이미 하나로와 IMEF 수조간에 여러번 하나로 조사

연료 또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시료를 운반한 경험이 있고, 방사능, 열용량 

및 외부치수, 중량 등의 다른 특성은 대부분 수송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수송용기는 제작 당시 인허가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연구소 내에서만 운

반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해외수송을 위해서는 

규제기관으로부터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인허가 

갱신방안을 개략적으로 검토하 다.  

하나로 수송용기는 현재 3 대를 연구소가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 수송용기의 

일부를 사용하여 규제기관의 인허가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 다. 우선 규제기관의 

담당자와 인허가 방안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시험방안에 대해 협의하 다. 

하나로 운반용기의 인허가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운반용기의 인허가를 위한 제

반 안전성분석을 재 시행하여야 하고, 안전성 시험도 재 수행되어야 한다. 건전

성 입증시험을 위해서는 용기 3개중 1∼2개를 안전성 시험용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 모델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허가를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 3∼5명이 6개월 이상 투입되어 안전성 시험 

및 안전성보고서 작성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기관에 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심사에만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며, 안전성 시험을 수행할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

었다. 

하나로 수송용기는 국내 규제기관에서 인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경유국 

또는 도착국으로 예상되는 미국 및 캐나다의 규제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또는 인

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절차는 모든 인허가 서류를 문으로 작성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국내에서 외국의 규제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한 경험이 없어 업무수

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인허가 비용만도 수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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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소요되고 위험부담도 너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하나로 수송용기의 모든 인허가가 완료되더라도 핵분열성물질의 항공수

송을 위한 요건은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이 수송용기에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적재하여 항공수송은 불가능하므로 선박수송을 하거나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를 

이용하여 핵연료의 일부만을 운반해야 하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단 1∼2 회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의 해외수송을 위해 국내에서 사용중인 수송용기를 재 인허가 받는 방안은 경제

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위험부담은 너무 크나 얻는 이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송용기 사용방안은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3. 외국의 수송용기 조사

국내에서 사용중인 수송용기의 인허가를 갱신하여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해외수송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위험부담이 

큰데 비해 얻는 실효가 적으므로 국내 수송용기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 수송용기를 임대하여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수송 하는 방

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 IAEA PACTRAM list에 의하면 2000년도 수

송용기 인허가 보유현황은 전 세계 총량이 1,657개이고, 이중에서 B(U)F형은 

247개, 항공수송 가능한 B(U)F형은 93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0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수송할 수 있는 수송용기의 중량은 2∼8톤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근거로 IAEA PACTRAM list를 보며 수송용기를 조사하 다. 2000년도 IAEA 

PACTRAM list에 따르면 중량 2톤∼8톤의 수송용기는 표 4-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약 2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수송가

능 여부는 PACTRAM list에 나타난 자료가 미비하므로 판단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수송용기를 제작하거나 확보하고 있는 외국의 전문기관들에 문의하여 수송

용기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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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하나로 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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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IMEF에서 작업중인 하나로 캐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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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해외 수송용기 현황 (항공운반, 중량 : 2~8톤) 

CERT CERTCTRY PKID CONTENTS

GB/3705B/B(U)F-85 UK IRRADIATED EXPERIMENTAL SAMPLES

GB/3705E/B(U)F-85 UK IRRADIATED EXPERIMENTAL SAMPLES

GB/3705A/B(U)F-85 UK IRRADIATED EXPERIMENTAL SAMPLES

RU/116/B(U)F-85T/A1 RUSSIAN FED. TK-S5 2 FUEL ASS'Y OF WWER-1000 REACTOR

CH/5029/B(U)F SWITZERLAND FS 41 Aiguilles base d'UO2-Pu02. 250g d'U235, 

GB/3705D/B(U)F-85 UK IRRADIATED EXPERIMENTAL SAMPLES

GB/3705F/B(U)F-85 UK IRRADIATED EXPERIMENTAL SAMPLES

F/351/B(U)F-85 FRANCE RD15/IIB max 100g U235 enr.?93%

GB/2773C/B(U)F-85 UK IRRADIATED FUEL ELEMENTS

B/61/B(U)F-85 BELGIUM
PAD. 

RD15/IIB
FILTERS CONTAINING URANIUL OXYDES

USA/9234/B(U)F UNITED STATES O NCI-21PF-1 MAX: 5020 POUNDS URANIUM HEXAFLUORIDE

USA/9284/B(U)F-85 UNITED STATES O ESP-30X MAX. 5020 LBS UF6 PACKAGED 

GB/3390A/B(U)F-85 UK NUPACK 200 ILW

B/51/B(U)F-85 BELGIUM FS69 not irr. MOX fuel

RU/159/B(U)F-85T RUSSIAN FED. TK-S7M 24 FUEL ASSEMBLIES OF EGP-6 REACTOR

NL/0079/B(U)F NETHERLANDS TN 6/3 ELEMENTS STANDARD, CRAYONS

USA/0533/B(U)F UNITED STATES O TN 6/3 IRRADIATED FUEL PINS OR RODS

A/9801/B(U)F AUSTRIA TN 6/3 SPENT FUEL

B/60/B(U)F-85 BELGIUM Marianne IRRADIATED U-TARGETS

GNB, BNFL, COGEMA 등 수송 관련회사에 문의한 결과 건식공정 산화물핵

연료의 해외수송에 적당한 소형 수송용기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현재까지 입

수한 수송용기 정보에 따르면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의 수송에는 AECL사의 

IMT flask, NAC사의 LWT cask, GE사의 GE-2000 cask 등이 일단은 사용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 수송용기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

하 다.

가. NAC사의 LWT cask

NAC사의 LWT cask는 미국 NAC사에서 개발하여 사용중인 수송용기로 미국

주도로 국내 연구용 원자로인 TRIGA 원자로에서 배출된 TRIGA 사용후핵연료

를 국내에서 적재하여 미국으로 수송할 때 사용했던 수송용기이다. 

이 수송용기는 하나로 수조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고 미국 규제기관의 제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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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가 났으므로 본 수송에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이 수송용기에 대한 특성 및 주요사항 검토결과는 표 4-3과 같다. 

이 수송용기는 기술적인 측면에선 큰 문제가 없으나 수송용기의 총 중량이 23

톤이나 되고 임대비용이 만만찮게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 수송용기는 항

공수송 요건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수송에는 부적합하다. 

NAC사의 LWT cask에 관한 최신 certificate는 부록 1에 첨부하 다.

표 4-3. NAC-LWT 수송용기 주요특성 및 소요비용

구  분  NAC-LWT Cask (미국) 비  고

용기

특성

•Type

•Length

•Diameter

•Weight

•Cavity

•Capacity

B(U)F-85

5.9m (5.08m)

1.65m (1.12m)

23.6 ton

dia. 340mm, ℓ4.5m

1 PWR F/A, 2 BWR F/A,

120 TRIGA F/A

소요

비용
합계 US$720,000

수송용기 임대료, 인허

가 비용 및 육상수송비

용 포함

나. GE사의 GE-2000 cask

GE-2000 cask(그림 4-3)는 미국의 GE사가 소요하고 있는 수송용기로 주요 특

성 및 소요비용은 표 4-4와 같다. GE-2000 cask는 NAC-LWT cask에 비해 무

게가 다소 적고, 크기가 작은 것이 NAC-LWT cask에 비해 약간 도움이 되나 

여전히 중량이 무겁고, 항공수송을 위한 인허가는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항공수송

은 불가능하고 수송용기의 임대비용이 비싼 것이 흠이다. 또 이 수송용기를 항공 

수송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으려면 추가비용과 더불어 4∼6개월 정도 소요된다

고 한다. GE-2000 cask의 최신 certificate는 부록 2에 첨부하 다.





- 76 -

          표 4-4. GE-2000 수송용기 주요특성 및 소요비용

구  분   GE 2000 Cask (미국) 비  고

용기

특성

•Type

•Length

•Diameter

•Weight

•Cavity

•Capacity

•Radioactivity

B(U)F-85

3.34m (1.80m)

1.83m (0.98m)

15.2 ton

dia. 340mm, ℓ4.5m

HFIR F/A, TSR F/A,

TRIGA F/A

소요

비용

합계 US$691,424

•용기임대가격

•카-인허가

•한-인허가

•카-감독비  

•용기 반입비

•용기 반납비

•육로수송

•선박수송

•수송보험

US$344,724   

US$4,000 

없음 - KAERI 지원 

US$14,000

430만원-부산항→연구소 

US$28,000

US$4,400(570만원)  

US$288,000

US$5,000

인허가 변경비용 포함

 

다. AECL사의 IMT cask

 AECL사는 조사된 CANDU 사용후핵연료 1다발을 수송할 수 있는 IMT 수송

용기 3개를 확보하고 있다. 이 수송용기는 기존에는 천연우라늄을 조사한 사용후

핵연료를 운반할 수 있도록 B(U)형으로 인허가를 받았었으나, 금년 3월 인허가

를 갱신하여 농축도가 있는 사용후핵연료도 수송할 수 있도록 B(U)F형으로 인

허가를 재 취득하 다. 그러나 이 수송용기는 certificate 내용 중에 핵분열성물질

의 항공수송은 불가하다는 문구를 넣어 인허가를 받았으므로 핵분열성물질의 항

공수송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수송용기는 무게가 5.6톤에 불과하고 CANDU 다발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중량 및 특성 등 기술적인 면에서는 NAC-LWT 및 GE-2000 cask에 비

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임대가격도 앞에서 언급한 수송용기에 비해 

훨씬 싸고, 운반하고자하는 해당국의 규제기관에서 인허가를 받는 용기이고, 

AECL사의 NRU에서도 사용한 경험이 있는 등의 이점을 갖고 있다. IMT cask

의 주요특성 및 수송소요비용은 표 4-5에 나타낸 바와 같다. IMT cask의 최신 

certificate는 부록 3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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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IMT 수송용기.

표 4-5. IMT 수송용기 주요특성 및 소요비용

구  분 IMT Cask (캐나다) 비   고

용기

특성

 

•Type

•Length

•Diameter

•Weight

•Cavity

•Capacity

•Radioactivity

B(U)-85

1.93m (1.37m) 

1.22m (0.76m)

5.6 ton

dia.170mm, ℓ800mm

CANDU 1 bundle 

54,000 Ci          

소요

비용

합 계 US$421,400

•임대가격

•카-인허가

•한-인허가

•카-감독비  

•용기 반입비

•용기 반납비

•육로수송

•선박수송

•수송보험

US＄95,000 

US$4,000(추정금액)

없음 - KAERI 지원   

없음 

US$25,000(항공수송)

없음

US$4,400(570만원)

US$288,000

US$5,000

인허가 변경비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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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송용기 선정

국내에서 사용중인 하나로 수송용기의 인허가를 갱신하여 해외수송에 사용하

는 방법과 외국의 수송용기중 AECL사의 IMT flask, NAC사의 LWT cask, GE

사의 GE-2000 cask를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 다. 

하나로 수송용기는 제작 당시 인허가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연구소 내에서만 

운반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해외수송을 위해서는 

규제기관으로부터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하나로 수송용기의 

인허가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운반용기의 인허가를 위한 제반 안전성분석을 재 

시행하여야 하고, 안전성 시험도 재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유국 및 도착국의 

인허가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반 여건과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단 1∼2 회

의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해외수송을 위해 국내에서 사용중인 수송용기를 재 

인허가 받는 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 측면에서 위험부담은 너무 크나 얻는 이

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수송용기 사용방안은 더 이상 검

토하지 않기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외국의 수송용기를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GE-2000 cask과 NAC-LWT 

cask는 중량이 너무 무겁고 임대비용이 너무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술적인 

측면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AECL사의 IMT 수송용기가 가장 바람직한 수송용기

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수송용기도 검토 대상이었던 다른 수송용기와 마찬가

지로 핵분열성물질의 항공수송은 불가하므로 선박을 이용한 수송이나 핵분열성

물질 면제범위를 이용한 항공수송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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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수송방안 분석

운반대상 사용후핵연료의 특성, 핵연료 봉과 수송용기 적재하역 방법 등의 기

술적 측면 및 수송용기 임대비용, 인허가비용, 수송비용 등의 경제적 측면과 더

불어 항공수송 및 선박수송에 따른 법규 및 규정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식공

정 산화물핵연료 봉의 수송에 적합한 수송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수송방안

을 분석하 다. 본 장에서는 가용한 여러 수송방안을 검토한 결과를 기술한다.

1. 항공수송 방안분석 

일반적으로 소량의 방사성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비용뿐 아니라 수송기간 측

면에서 항공수송이 선박수송에 비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공수송

은 수송기간이 짧아 수송용기의 임대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므로 수송용기를 소

유하고 있지 못한 우리실정에 적합한 수송방식이다. 이에 따라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를 항공운반 가능여부를 검토하 다.

운반대상인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는 위험물 분류기준에 따라 7종 위험물에 

해당하므로 항공수송을 위해서는 국내 관련법규 및 규정, IAEA-ST-1, ICAO 규

정 및 IATA DGR 등을 만족시켜야 한다. 특히 항공수송의 경우에는 2001. 7월 

이후 IATA규정이 강화되어 핵분열성물질의 항공수송 시에는 보다 엄격한 제한

을 두고있다. 

또한 2001년 9.11테러이후 위험물을 항공수송 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승인이 좀

더 엄격해졌다. 핵분열성물질의 항공수송에서 방사능이 적을 경우 즉, A2 값이 1 

이하면 AF 수송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A2 값이 3000 이하이면 규정상은 

B(U)F수송용기로도 항공수송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안전한 항공운송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뿐 아니라 시험도 거쳐야 한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수송에 가장 적합한 수송용기로 잠정 결정된 AECL

사의 IMT flask는 2002년 3월 B(U)F 수송용기로 인허가를 갱신하 으나 

certificate의 내용중에 핵분열성물질의 항공수송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다. 이

는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핵분열성물질 항공수송은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를 초과하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항공운반할 수 있는 적합한 수송용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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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공혼용 수송방안 분석

수송비용을 줄이려면 여객기 또는 화물기를 이용해서 다른 화물과 함께 혼용 

적재하여 수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한항공은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캐나다 서

부에 위치한 벤쿠버 공항까지 여객기를 하루에 1회씩 운항하고 있고, 화물기인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토론토까지 주당 2∼3회 운항하고 

있다. 따라서 이 수송방안은 법규와 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가용한 수송방안

이므로 우선 이 방안에 대한 법규 및 규정의 제한 사항을 검토하 다. 

여객기에 위험물을 혼용 적재하여 수송할 경우에는 IATA DGR 규정을 만족시

켜야 한다. 그러나 IATA DGR Limitation중 operator variation(대한항공)에 핵분

열성물질의 여객기를 이용한 수송은 금지되어 있다. 특히 작년부터 대한항공에서

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하여 모든 여객기에 위험품 탑재를 금지(단, 화물기 미

운항 지역에 한하여 화장품, duty free item, 자동차는 대한항공의 사전 결정 하

에 운송 가능하다고 한다)하고 있다. 또한 이밖에도 여러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

에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는 여객기를 이용하여 항공수송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분열성물질을 화물기로 혼용 운반할 경우에는 2001. 7월 이후 IATA 규정이 

강화되어 운반용기에 보다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A2 값이 3000 이하이면 규

정상은 B(U)F수송용기로도 항공수송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안전한 항공운송

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뿐 아니라 시험도 거쳐야 한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수송에 가장 적합한 수송용기로 잠정 결정된 AECL

사의 IMT flask는 2002년 3월 B(U)F 수송용기로 인허가를 갱신하 으나 

certificate의 내용 중에 핵분열성물질의 항공수송은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다. 또

한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를 초과하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항공 운반할 수 있는 적합한 수송용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따라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항공혼용 수송은 여객기인 경우에는 대항항

공에 적재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고, 화물기인 경우에도 현 단계에서는 건식공

정 산화물핵연료를 적재할 항공수송에 적합한 수송용기가 없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항공전용 수송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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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0개는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를 초과하는 양으로 

이를 수송하기 위해서는 핵분열성물질의 항공수송에 적합한 수송용기에 적재하

여 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핵분열성물질을 항공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제

작되고 시험된 수송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0

개를 수송할 수 있는 적합한 수송용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용수송

의 경우에는 수송용기가 있더라도 순수 항공운반비용만 약 30∼40만불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수송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하

다. 이에 따라 항공전용 수송방안은 기술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 봉의 수송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면제범위를 이용한 화물기 혼용 수송방안 분석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0개는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를 초과하는 양으로  

이를 항공수송할 수 있는 적합한 수송용기가 없어 기술적 측면에서 항공혼용 수

송방안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대안으로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건식

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약 1.7개 해당)를 이용한 항공혼용 수송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 수송방안은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에 해당하는 적은 양의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를 화물기에 혼용적재하여 수송하는 방안으로 B(U) 수송용기에 적재가 가

능하다. 이 경우에는 기준 수송용기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IMT flask의 사용이 

가능하고 또 1회의 수송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므로 이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

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IATA Limitation중 State Variation에 따라 공 통과국,  

경유국의 승인문제가 복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미국 DOT는 일정량이상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펠렛 1개정도) 이상의 Pu를 포함한 핵물질을 항공수송 

할 경우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DOT에 관련사항을 문의해

본 결과 비록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라 할지라도 일정량이상의 Pu를 포함한 핵

물질을 항공수송 할 경우에는 수송용기의 시험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례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규정을 보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승인 받기가 무척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분열성물질을 항공으로 수송할 경우에는 공 통과국(일본, 러시아)에

도 핵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포장물의 설계 승인 및 운반신고를 해야 함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파악되어 위험부담이 너무 큼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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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의 당사자인 미국 DOS의 전문가도 한․카․미․IAEA 간의 PRM에

서 미국을 경유하는 수송경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comment한 바 있으므로 면

제범위를 이용한 항공혼용 수송방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면제범위를 이용해서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1회 

수송하더라도 수송량이 적어 연구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어 면제

범위를 이용한 항공혼용 수송방안도 위험에 비해 실익이 적은 문제점도 있다. 

　2. 선박 수송방안 분석

조사된 핵물질을 선박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SOLAS 규정에 따라 INF 등급

을 획득한 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 INF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운송되는 INF

화물의 합계 방사능치에 따라 다음 3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INF 1등급 선박 : 합계 방사능치가 4,000 TBq 보다 적은 INF화물을 운송하

도록 인증받은 선박

•INF 2등급 선박 : 합계 방사능치가 2 x 10
6
 TBq 보다 적은 방사능 핵연료 

또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운송하도록 인증받은 선박 및 합계 방사능치

가 2 x 10
6
 TBq 보다 적은 플루토늄을 운송하도록 인증받은 선박.

•INF 3 등급선박 : 최대 합계 방사능치의 제한이 없이 방사능 핵연료 또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운송하도록 인증받은 선박 및 플루토늄을 운송하도

록 인증받은 선박.

운반하고자 하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0개의 방사능치는 약 40 TBq이

므로 INF code에 따라 기준이 가장 약한 INF 1등급 선박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INF 등급의 선박이 없고, 또 국내에서 운반하고자 하는 캐나다 

또는 미국 쪽으로 운항되는 외국선박 중에도 INF 등급의 선박이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국내의 핵물질 수송은 주로 핵연료를 제조하기 위한 한전원전연료(주)의 경수

로용 UF6 실린더, 중수로 핵연료파우더와 원자력연구소의 조사전 하나로 연료 

등의 조사전 연료를 수송한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물질을 운반할 때에도 핵물질

은 통상 선주들이 기피하므로 자국 국적선인 한진해운의 선박을 이용하여 혼용

적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은 모두 조사전 연료에 속

하므로 INF 등급의 선박을 이용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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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에서 파나마 운하를 거쳐오기 때문에 미국과 파나마에 운반물 설계승

인과 운반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 선박 혼용수송 방안분석

수송하고자 하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는 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로에

서 조사된 사용후핵연료를 재가공해서 제조한 핵연료이므로 INF 등급의 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는 INF 등급의 선박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조

사됨에 따라 국내에서 INF 등급 선박의 certificate 발급을 대행하는 한국선급과 

핵물질의 전문운반 회사인 한진해운을 통해 INF 등급의 획득 가능성을 조사하

다. 

1) INF 등급선박 발급절차

INF 등급선박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조사하

던 중 국내에서 INF 등급선박을 인증해 주도록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이 한

급선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선급에서 INF 등급 인증업무는 정부업무대

행부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그곳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를 협의하 다.  

한국선급을 방문해서는 우선 선박과 관련된 주요 법규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

었다. 선박수송을 위해서는 국내법으론 선박안전법, 해양오염방지법, 위험물 선박

운반 및 저장규칙 등이 적용되어야 하며, 또한 해외수송을 위해서는 국제법인 

SOLAS(선체구조, 소방, 구명, 통신, 위험물적재 등에 관한 사항 기술), 

IMDG(SOLAS 하위 code로서 위험물 분류, 포장, 적재 등에 관한 사항 기술), 

INF(SOLAS 하위 code로서 조사연료 수송에 관한 사항 기술)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한국선급은 정부대행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ertificate 발급하고 

있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의 수송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본 해외수송을 

위해서 선박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협의하 다. 한국선급 정부업무

대행부의 의견에 따르면 본 해외수송을 위해서는 

•IMDG에 의해 용기검사를 받아야 하고(한국선급)

•SOLAS, INF에 의해 선박검사를 받아야하며(한국선급)

•선박적재시는 적부검사를 받아야 한다(한국위험물검사소)

수송용기는 원자력관련법규에 따라 설계, 제작, 시험 및 사용검사를 받은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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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므로 IMDG에 의한 용기검사는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자력법과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하여 추후 협의키로 하

다. 

우선 선박수송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INF class 1에 대한 선박검사에 

대해 협의하 다. 대상선박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검사기간은 설

비보완이 없을 경우 검토의뢰에서 증서발급까지 약 2∼3개월 소요되며, 검사비용

은 약 1∼2 천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한다. 

INF class 1 선박검사의 검사절차는 

•선주가 검토의뢰를 한국선급에 신청하면 선급기술부에서 기술 검토

   - 도면 등을 검토함(등록선박의 자료는 대부분 한국선급에 있으므로 많은 

서류는 필요치 않을 것임) 

•검토결과 회신

   - 만족 또는 설비추가 등 명기

•검토결과를 근거로 선주가 검사신청

•본선 검사

   - 정박항구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검사하며 1∼2일 소요된다. 가능하면 국내 

입항시 검사가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도 검사가 가능하나 비용

이 2∼3 배 소요되기 때문이다.  

•검사결과 이상이 없으면 증서 발급

결론적으로 한급선급의 의견에 따르면 INF class 선박은 국내에 없으며, 관련 

code를 좀더 검토해 봐야 하나 INF class 1은 최근에 건조된 container 선박이라

면 certificate를 받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한국선급도 아

직까지 INF certificate를 발급한 경험이 없는 것이 흠이나 선주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 certificate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서 INF code에 따라 INF certificate를 발급한 경험이 없으므로 INF code

를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부분이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INF code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화물구역의 온도 제어

    - 폐위된 화물구역의 평균 기온이 항시 5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 85 -

통풍 또는 냉장장치; 

    - INF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되는 화물 구역에 대한 통풍 또는 냉장 장

치는 다른 구역에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 환풍기, 압축기, 열교환기, 냉각수 공급 장치같은 작동에 필수적인 부품

은 주관청이 만족하도록 각 화물 구역에 대하여 이중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예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방사선 보호

  운송되는 INF 화물의 특징 및 선박의 설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관청이 

인정하는 방사선 에 대한 보호 설비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경  및 훈련 

  INF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경  및 훈련은 기구가 개발한 것을 고려

하여 주관청이 만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선상 비상계획

  - INF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은 선상비상계획을 비치하여야 한다.

  - 비상계획은 기구가 개발한 지침 3을 근거로 주관청이 승인한 것이어야 하

며 작업언어 또는 선장 및 사관이 이해하는 언어로 되어야 한다. 이는 최

소한 다음사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INF 화물에 관련된 사고를 보고하는 선박책임자인 선장 또는 다른 사람

이 지켜야할 절차; 

    * INF 화물에 관련된 사고시 연락할 관청 또는 사람을 명시한 표;

    * INF 사고직후 누출의 방지, 감소 또는 통제를 위해, 또한 손실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본선에서 즉시 취하여야 할 조치에 대한 상세한 기술; 그

리고

    * 관할 관청과 본선상의 조치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 및 연락처.

•INF 화물과 관련된 사고시 통고

  INF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에 다음과 같은 손상 또는 고장이 발생시 이러한 

보고가 되어야 한다.

    - 충돌, 좌초, 화재, 폭발, 구조적인 결함, 침수 및 화물 이동을 포함하나 

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선박의 안전에 향을 끼치는 것; 또는 

    - 조타기, 추진장치, 발전설비 및 주요한 선박용 항해 계기의 고장을 포함

하여 항해의 안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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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 certificate를 발급하는 한국선급을 방문한 후 국내선박의 INF 등급 획득

여부는 한진해운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어 한진해운과 이 문제를 협의

하 다. 

2) 국내 선박의 INF 등급신청 검토

여러 가지 수송대안을 예비 분석한 결과 수송용기로서는 AECL사의 IMT 

flask를 이용하고, 운반수단으로는 INF 1 등급의 국내 선박을 이용하여 혼용 적

재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국내에는 INF 1 등

급 선박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한진해운을 설득하여 INF 1 등급선박의 인

증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을 방문하여  INF 1 

등급선박의 인증과 관련된 현안을 협의하 다. 

한진해운과는 유선상으로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쳤으나 INF 1 등급선박의 인증

에 난색을 표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한진해

운을 방문하 다. 방문결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진해운은 다음 절차에 따라 특수화물을 운송한다.

  - 특수화물이 한진해운에 의뢰되면 우선 법무보험팀에서 P&I 보험

    (Protection & Indemnity Insurance, 선박의 운항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제3

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cover 여부 확인한다. 

  - P&I 보험이 가능한 경우에는 운항팀에서 운항상 문제점 파악 및 제반절차

를 확인한다. 이때 화주는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운항팀에 제출한다.

  -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지점에서는 수송을 위한 document와 절차를 관

리한다.

•위의 절차에 따라 연구소측에서 사전에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한진해운에서

는 운송화물의 P&I 보험 cover 여부를 검토하 으나, 법무보험팀에서 화물

의 특성상 P&I 보험이 cover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다. 일반적으로 방사성

물질은 P&I 보험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전연료(주)의 UF6 운반 및 

하나로 핵연료 운반시에도 원자력보상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고, 여타의 손해

를 배상하겠다는 화주의 각서를 받아 P&I 보험을 대신하고 있다. 사고 가능

성은 작지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와 더불어 원칙적으로 P&I 

보험대상 제외품목은 이러한 위험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이 수반된다고 판단

할 경우에만 한진해운에서는 별도의 내부 품의를 거쳐 수송을 시행하고 있

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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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수송 건은 일단 운반대상 위험물이 P&I 보험 제외대

상으로 원자력손해배상보험 등을 들더라도 가능성은 작지만 사고시의 위험

부담이 크고, INF certificate를 받는 것이 국내 최초라는 선전효과 등이 있어

야 하나 오히려 방사성물질을 수송한다면 화주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국내 최초로 certificate를 받을 명분이 미약하고, INF certificate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경제적 및 기술적인 검토결과 한진해운으로서는 INF 

certificate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한진해운의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수송팀에서는 관련자료를 

제시하며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INF certificate를 받는 것을 검토해줄 것

을 요청하 다. 

•이와 더불어 연구소측에서 INF certificate와 관련하여 한국선급을 방문했던 

결과를 설명하고, INF code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 다.  

•한진측에서는 KAERI 측의 설명을 듣고, 일단 다음 순서에 따라 INF 

certificate 신청여부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KAERI에 알려주기로 하 다. 

일단 재추진은 약속하 으나 담당자의 입장에서 관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취약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선박을 정박시켜 개보수하여 INF code 요

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부담이 큰 것이 문제라고 한다. 

•INF code 요건중에서 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기 및 냉각설비 요

건의 적용은 선창 혹은 구역에 한정하는지 또는 배 전체를 만족시켜야 하는

지를 검토하고 INF code와 기존 선박 요건의 차이를 자체 검토한 후 한진중

공업, 한국선급 등과 기술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선박의 세부 보완사항 및 소

요비용 등을 추정하기로 하 다. 

•한진 소유로 부산을 출발하여 미국의 롱비치 또는 시애틀까지 운항하는 선

박은 6대 정도(6만5천톤급)가 있으나 현재 캐나다로 직항하는 선박은 없다고 

한다. 운항선박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overhaul을 위해 국내도크에 약 1주일

에서 1개월정도 정박한다. 따라서 선박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시기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진으로서는 INF certificate를 받는 것이 국내 최초라는 의미 때문에 메리

트는 있으나 경제적인 이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특히 본 수송은 경제적인 이점이 크지 않으므로 일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일단 포기했던 INF certificate 신청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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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INF Certificate 추진여부는 선박의 수리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

가와 한진해운의 의지가 관건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에도 몇차례 한진해운 소유 선박의 INF certificate 신청을 협의하 으나 

기술적인 어려움과 더불어 경제적인 이점이 없고, 한진해운에서 손해를 감수하면

서까지 INF certificate 신청을 추진할 명분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한진해운에

서는 더 이상 INF certificate 신청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이 났다. 

3) 국내 화물선을 이용한 선박수송방안 분석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해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INF certificate를 발급

받은 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내 선박뿐 아니라 국내에서 미국 또는 

캐나다로 취항하는 외국선박 중에도 INF certificate를 받은 선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핵물질을 전담하여 수송하고 있는 한진해운에 

INF certificate 발급을 검토하도록 의뢰하 으나 한진해운에서는 몇차례의 검토

를 통해 기술적 및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험부담이 큰데 비해 이점이 없으므로 

INF certificate 신청을 포기하 다. 

또한 한진해운에서 추천하는 중소 선박회사에서도 5 억원정도 수송비(수송용기 

임대비, 인허가비용 및 육로수송비용 제외)를 보장한다면  INF certificate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전용선박을 이용하는 수송방안보다 비

용이 많이 들고 위험부담도 크므로 오히려 경제적 시간적으로 더 불리하다.

이에 따라 국내 선박에 INF certificate를 발급받아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를 

수송하는 방안은 전용선박을 이용하는 것보다 수송비용이 더 많이 들고, 위험부

담도 커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았다. 

나. 전용선박 수송방안 분석

국내 화물선을 이용한 선박혼용 수송방안이 INF certificate 때문에 불가능해짐

에 따라 전용선박 수송방안을 검토하게 되었다. 전용선박 수송방안은 핵물질을 

수송을 할 수 있는 INF certificate를 기 취득한 외국의 선박을 이용하는 방법으

로 이미 외국의 수송경험으로 검증된 바 있으므로 본 수송 때문에 특별한 제약

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용한 방법임에도 수송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기존에 캐나다 서부의 하역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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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되는 캐나다의 벤쿠버 항이 clean port로서 핵물질의 하역이 불가한 것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하역항구는 기존의 관례를 적용하

여 미국의 수송허가를 받아 미국의 seatle 항을 이용하거나 캐나다의 다른 항구

를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 수송용기로 

잠정 결정된 IMT cask가 현재 미국 DOT의 승인심사를 받고 있으므로 큰 문제

는 없는 것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핵물질 수송전문회사인 LTI와 Edlow에서 조언

하고 있다. 캐나다의 다른 항구를 사용하는 방안도 수송계획이 구체화될 때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수송방안은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절

차상에 약간의 어려움은 예상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방안을 이용할 가장 큰 문제점은 수송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데 있다. 이 

방안을 이용할 경우의 수송비는 표 5-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약 7억원 정도가 소

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나 수송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므로 이 수송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만 타진하고 구체적인 수송방안

은 차기년도 예산확보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

된다.   

표 5-1. 선박(전용) 수송비용 추정

  (EDLOW 견적기준/IMT Cask 사용가정)

구  분 소요 비용 비 고

수송용기 임대료 12,500$/주 x 8주  = $100,000 

빈 수송용기 반입 = $21,860

 - 캐나다 육로수송 및 통관
   (AECL CRL→Toronto)

=  $2,000

 - 항공수송
   (토론토→앵커리지→인천) 3.1 $/kg x 5,600kg = $17,360

security 비용
(0.1$/kg) 포함

 - 통관 및 국내 육로수송
   (인천공항→KAERI)

=  $2,500

적재 수송용기 반출 = $391,140

 - 국내 육로수송 및 통관
   (KAERI→부산)

=  $4,000

 - 선박수송(부산→캐나다 서부) 68.1 $/kg x 5,600kg = $381,140 약 5억원

 - 통관 및 캐나다 육로수송
   (캐나다 서부→AECL, NRU)

=  $6,000

수송 인허가비용 = $15,000

 - 캐나다 CNSC =  $5,000

 - 미국 DOT =  $5,000

 - 한국 KINS =  $5,000

수송 보험료 = $10,000

합   계
$528,000
=약 6.9억원

용기임대비용
약 1.3억원

 * 환율: 1,300 원/$ 가정
 * 캐나다 수입신고, 보안비용 등 캐나다 activities(약 $10,000 추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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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건의사항

핵비확산성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기술개발과제에서는 건식공정 산화물핵연

료봉을 개발하 으나 상용로 운전조건과 동일한 고온․고압하에서 조사시험을 

할 수 없어 핵연료 성능의 검증이 어렵던 차에 한․카․미․IAEA간의 제13차  

PRM(2000. 11)에서 AECL측은 중성자비를 받지 않고 NRU에서 건식공정 산화물

핵연료를 조사시험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과제에서는 건

식공정 산화물핵연료의 해외 수송방안을 검토하 다.

NRU 조사시험을 하고자 하는 핵연료봉은 국내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

를 IMEF M6 핫셀에서 재가공한 핵연료로서 핵연료봉 10개(약 6 kg)이다. 핵연

료 봉 10개에는 핵분열성물질이 약 84 g 포함되어 있으므로 UN 위험물 분류등

급에 따라 제7종에 해당하며 핵분열성물질이 일정량을 초과하므로 핵분열성물질

에 해당한다.

조사연료를 국내 주도로 해외 수송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일 뿐 아니라 세계

적으로도 국가정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량의 조사후연료를 해외 수송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수송용기, 수송방안 등을 검토하

다.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0개를 수송할 수 있는 수송용기는  IMT 수송용기

(AECL 소유, 5.5 톤), LWT 수송용기(NAC사, 23 톤), GE-2000(GE사, 15톤) 등

이 있으며, 이중에서 IMT 수송용기가 임대가격 및 크기 면에서 가장 적합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IMT 수송용기는 2002년 3월 BF형으로 승인되었으나, 강화된 

IATA DGR에 따라 핵분열성물질의 항공수송은 불가하다. 또한 2001년 7월 개정

된 IATA DGR에 따라 핵분열성물질인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0개를 항공

수송할 수 있는 적당한 수송용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송방안은 항공수송과 선박수송방안을 검토하 다. 검토결과는 그림 6-1과 

6-2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항공 수송은 ‘01. 7월 이후 IATA 규정이 강화되어 항공수송의 규제요건이 강

화되었고 특히, 9.11 테러 이후 관계기관 승인이 좀더 엄격해졌다. 항공수송방안

을 검토한 결과 건식공정 산화물핵연료 봉 10개는 핵분열성물질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 적합한 항공수송용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건식공정 산



- 91 -

화물핵연료 봉 10개의 항공수송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대안으로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를 이용한 항공수송방안도 검토하 다. 이 경우에도 

IATA Limitation에 따라 미국을 경유하여 일정량이상의 Pu가 포함된 핵물질을 

운반할 경우에는 미국 DOT에서 수송용기 시험을 포함한 수송용기의 인허가를 

요구할 뿐 아니라 공통과가 예상되는 일본, 러시아 등과도 기술적인 협의가 필

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핵분열성물질 면제범위를 이용할 경우에도 

득보다는 위험부담이 너무 크므로 이 방안도 실현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조사된 핵물질을 선박을 이용하여 수송할 경우에는 SOLAS 규정에 따라 INF 

등급 선박을 이용하여야 한다. 현재 국내 선박뿐 아니라 국내에서 미주 쪽으로 

운항하는 외국선박 중에도 INF등급 선박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INF 등급의 인증을 대행하는 한국선급과 국내에서 핵물질 수송을 전담하고 있는 

국내 선사에 INF 등급의 획득 가능성을 타진하 다. INF 등급의 인증은 국내에

서 시행한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 핵물질을 전담으로 수송하는 국내 

선사에서도 이 문제를 심층 검토한 결과 기술적 및 경제적인 이유로 INF 등급의 

신청을 완곡히 거절하 다. 또한 국내 중규모 선사에 INF 등급의 신청을 검토의

뢰하 으나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전용선박 수송비를 초과하는 비용을 보장할 때 

검토해보겠다고 함으로 이 방안도 실현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공수송과 선박 혼용수송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선박 

전용수송 방안을 검토하 다. 선박 전용수송은 INF 등급을 기 획득한 외국선박

을 우리 수송목적에 맞게 이용하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수송방안의 경우에는 약 7억원 정도의 수송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용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송일정을 선박의 운항계

획에 맞추어야 하고, 현재는 캐나다의 벤쿠버항이 clean port로서 대부분의 핵물

질을 수송할 경우에는 벤쿠버 인근에 있는 미국 시애틀 항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미국의 승인 또는 캐나다 다른 항구 이용 가능성 검토 등의 절차상의 문제는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은 검토결과 수송용기는 AECL사의 IMT flask가 적합하고, 수송방안

은 INF 등급선박을 이용한 선박 전용수송 방안이 가능한 방안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수송비가 많이 드는 문제가 있으므로 차기년도 연구예산 예

산의 확보여부에 따라 좀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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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송

IAEA TS-R-1
IATA DGR

B형 수송용기C형 수송용기

핵분열성물질

연료봉 10개 연료봉 1.7개

Yes No(면제범위) 

IMT Cask

IATA Limitation
State Variation, 해당국 규정

적합한 수송용기가
없으므로 수송 불가

캐나다
양에 관계없이 핵분열성물질을 항공으로 반입, 반출, 영공 통과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를 필요
B(U) 포장물은 원자력규제기관의 설계승인 필요

일 본
1m 떨어진 곳에서의 선량율은 0.1 mSv/h(10 mrem/h) 미만
B(U)와 핵분열성등급 포장물은 설계 및 운반승인 필요

러시아
양에 관계없이 핵분열성물질을 항공으로 반입 불가, 단
러시아 영토를 통과할 경우에는 사전 허가 필요

미 국
진단용 의료장비, 플루토늄을 포함한 물질의 비방사능량이
70 kBq/kg(2 nCi/kg) 이하인 경우, 플루토늄을 포함한 포장물이
A2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 플루토늄을 운반할 경우에는 DOT의
사전승인 필요

영공 통과시 일본과 러시아는 지금까지 대한항공 관례상 신고를 하지
않고 있음(경우에 따라 외교문제).
DOT의 승인은 용기의 Test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승인이 어려움.
또한, 핵물질을 항공수송 이유는 미국측의 설득에 명분이 약함.
(왜 항공수송? 왜 영공통과? NRC/DOT 규정 만족입증 등)
따라서 면제범위를 이용한 항공수송도 위험부담이 너무 큼.  

항공전용

항공혼용

그림 6-1. 항공 수송방안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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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INF 등급 선박이 없음

국내 핵물질 운반선사인 한진해운 INF 등급 획득 난색

한진해운에서 추천하는 중규모 선사에서는 5억이상

수송비 보장시 검토 가능하다고 함

P&I 보험 제외물건으로 별도의 원자력배상보험과

피해보장각서 필요

화물선 혼용
(INF 등급)

IAEA TS-R-1
IMO DGR. INF

핵분열성물질

전용선박을 사용할 경우에 비해 이점이 없음.

따라서 더 이상 검토 불필요

전용선박
(INF 등급)

뱅쿠버항은 Clean Port로서 핵물질 선적/하역불가

기존의 핵물질 수송은 미국항구 이용

(서부:시애틀, 동부: 사바나/조지아, 엘리자베스/뉴욕 )

캐나다의 항구을 새로 선정하거나 미국항구를 이용하여야 함

(미국항구이용에 따른 인허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함)

비용이 많이 소요(약 7억원)

선박의 사용계획에 수송계획을 맞추어야 함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나 수송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차기년도 예산확보여부에 따라 수송여부 결정

선박 수송

B(U)F형
수송용기

IMT Cask

연료봉 10개

IMO DGR
INF
해당국 규정

IMO DGR
INF
해당국 규정

그림 6-2. 항공 수송방안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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