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CR-237/2005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구조 및 열 

안전성평가 

(2차년도 중간보고서)

Structural, Thermal Analyses for Transport Package 

of Radioactive Waste

2006. 3

한국원자력연구소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



제  출  문

원자력환경기술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구조 및 열 안전성평가 ”과제의 2차년도 

중간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3.

  

용 역 기 관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 책임자 : 서 기 석

연구 참여자 : 이 주 찬, 방 경 식, 이 재 한

김 동 학



- i -

요 약 문

 

 I. 제    목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구조 및 열 안전성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작업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내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반법규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

게 운반하여야 한다. 향후 운 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운반용기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반용

기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운반용기의 분류(L형, IP형, A형 및 B형 등)에 

따른 기술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도록 안전성해석(방사선차폐, 격납, 열 및 구

조적 건전성) 및 안전성입증시험 등을 수행하여야 하다. 따라서 원전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운반용기의 안전성

해석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운반용기 설계해석 기술자립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IP형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 A형 운반용기 안전성 시험

   - B형 운반용기 안전성 해석

Ⅳ. 연구개발 결과

   방사성폐기물 IP형, A형 및 B형 운반용기의 주요구조 및 크기 등을 결정하여 

안전성 해석을 수행하고 구조적 건전성을 입증하 다. 이러한 IP형, A형 및 

B형 운반용기의 모델설계를 수행하여 IP형 및 A형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계

획을 수행하고 시험 장치를 준비하여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 다. 그 결과 

IP-2형 및 A형 운반용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보 다. 또한 3차년도에 수행할 

B형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 장치를 준비하 다.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IP형, A형 및 B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대한 설계해석, 안전성 시험 및 

평가기술을 확보하여 각 원전 소내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운반에 기여하

며, 향후 추진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수송시스템 운  시 운반용기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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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Structural, Thermal Analyses for Transport Package of Radioactive Wast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Radioactive waste is required to prove the safety of carrying according to 

transport regulations stated in domestic regulations for protecting workers 

and the public from radioactive waste. So it is necessary that transport 

package should be developed to transport radioactive waste safety to 

promising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ccomplish safety analysis and safety test to meet technology standards 

and requirement according to category of transport package(stated in 

related regulations). Therefore design analysis of transport package is 

required to be independent technologically.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 Safety tests of type IP transport package

    - Safety testes of type A transport package

    - Safety analyses of type B transport package

Ⅳ. Results of Project

   Conceptual design has been re-conducted for type IP, type A and type 

B transport package considering conditions of the domestic nuclear 

power plant. The results of structure analyses for type IP and type A 

transport package showed that the transport packages were maintained 

the structural integrities. The model of two type IP-2 transport 

package, type A and type B transport package were made. Two type 

IP-2 transport package were conducted the drop tests. And the type 

A transport package were executed drop tests and a penetration test. 

the type IP-2 package and the type A transport package were 

maintained the structural integrities. The safety test for the type B 

transport package ar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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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Proposal for Applica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c data for design and safety analysis of type IP, type A and type B 

transport package for radioactive waste. So the results will be contributed 

to transport radioactive waste in site. The safety test for transport 

package of radioactive waste will be conducted for in the 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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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작업자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국내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반법규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원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운반용기를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는 운반용기의 분류에 따른 기술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도록 안전성해석 및 안전성입증시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 운반용기의 경우, 내용물인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상세한 평

가가 필요하며, 작업성, 안전성 및 PA(Public Acceptance)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기술기준을 만족하고 표준화시킬 수 있는 운반용기의 개발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소내의 방사성폐기물 운반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운반법규에 정한 기술기준 및 요건을 만족하는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개

념을 설정하고 IP형, A형 및 B형 운반용기 설계, 해석 및 안전성 시험기술을 확

보하여 국내 고유의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외국

의 운반용기 도입에 따른 외화를 절감하고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표준화를 

통한 운반효율성 증대 및 운반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방사성폐기물 

운반을 위한 운반용기의 안전성 확보 및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

구개발을 통하여 IP형, A형 및 B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대한 설계해석, 안

전성 시험 및 평가기술을 확보하여 각 원전 소내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운반

에 기여하며, 향후 추진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수송시스템 운  시 운반용기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발전소의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저장고에 대하여 중량물의 취급 장비와 

취급을 위한 공간을 조사하 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의 중량물의 취급은 각 발

전소마다 다른 용량의 크레인과 지게차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에서의 중량물의 취급을 위한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1차년도에[1.1.1-1] 제안

하 던 큰 용량의 운반용기는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운반용기를 운반하기 위한 

차량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운반용기

를 적재한 후 운반용기를 외부의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페기물 저장고까지 1회에 운반하는 폐기물 드럼의 량이 비교적 많지 

않으므로 운반용기에 적재하는 드럼의 수량을 줄 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저장고로 운반하는 드럼은 DOT-17H 드럼(직경 620mm X 높이 

890mm)으로 1차년도에서 제안하 던 초고압 압축재포장 DOT-17H 드럼을 운

반하는 개념도 수정하 다.

  운반용기의 최대 중량을 10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인양 및 취급이 가능하도록 

10톤으로 제한하 다. 운반용기의 운반내용물은 DOT-17H 드럼(직경 6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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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높이 890mm)으로 제한하고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 저장고에서 

DOT-17H 드럼을 적재하거나 하역할 경우 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을 가정하여 용

기 내에서 드럼의 취급이 문제없도록 드럼과 드럼사이의 간격을 100 mm로 떨

어뜨렸다. 이러한 개념으로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개념을 수정하여 안전성 해

석을 수행하 다. 

    방사성폐기물 IP형, A형 및 B형 운반용기의 주요 구조 및 크기 등을 결정하

여 안전성 해석을 수행하고 건전성을 입증하 다. 이러한 IP형, A형 및 B형 운

반용기의 모델을 설계하고 IP형 및 A형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 

장치를 준비하여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 다. 또한 3차년도에 수행할 B형 운반용

기의 안전성 시험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측정계통을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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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IP형 운반용기 안전성 해석 및 시험

1. IP형 운반용기 주요 구조 및 크기

  IP-1형은 ISO 화물컨테이너의 개념을 적용하고 IP-2형 운반용기는 별도로 설계

하 다. IP-2형 운반용기는 인양 및 취급은 지게차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운반

용기의 바닥에 지게발(Fork lift pocket)을 설치하 고 차량에 결속하기 위하여 모

서리쇠(Corner fitting)를 운반용기 본체의 8 모서리에 설치하 다. 운반용기의 뚜

껑은 볼트를 이용하여 체결하 다. 뚜껑의 높이가 본체의 상부 모서리쇠보다 낮도

록 뚜껑의 높이를 낮추었다. 또한, 측면에서도 운반용기의 본체보다 모서리쇠가 바

깥쪽에 위치하여 자유낙하조건에서 모서리쇠가 일차적으로 충격을 받도록 하 다. 

모서리쇠와 모서리쇠의 사이에는 완충효과를 얻기 위하여 각관을 설치하 다. 상부

모서리쇠는 적층 시에 충분한 자중을 받기 위하여 차폐체의 일부를 제거하고 안치

하 다. 이러한 향으로 수평 낙하와 같이 측면에 충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모서리

쇠가 충격을 받아도 뚜껑으로 직접적인 충격이 가하지 않고 본체와 함께 같이 일차

적인 충격을 받고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가. IP-1 형 운반용기

  발전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IP-1형 운반용기의 개념을 수정하 다. 그림 2.1.1-1

은 IP-1형 운반용기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LSA-1물질과 SCO-1으로 분류된 선량

률 20 mRem/hr 이하의 DOT-17H 드럼(직경 620mm X 높이 890mm)을 12개

(3X4)개 운반하는 ISO 화물 컨테이너를 IP-1형 운반용기로 결정하 다. 내부크기

는 2,802(L) X 2,330(W) X 910(H) mm이며 외부크기는 2,991(L) X 2,438(W) X 

1,151(H) mm 이다. 총중량은 약 6톤이며 적재하중은 4.8톤이다. 적재 및 결속을 

위하여 각 모서리에 있는 8개의 모서리쇠와 지게발a을 설치한다. 드럼간의 간격은 

내부 지지구조물을 이용하여 유지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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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1-1. IP-1형 운반용기의 개념도           

  그림 2.1.1-2는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운용절차를 나타낸다. 먼저 운반용기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운반한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뚜껑를 개폐한 

후에 반출 드럼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용기에 적재한다. 드럼을 적재한 후에 뚜

껑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덮고 운반용기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에 적재하고 모서

리쇠를 이용하여 결속한다. 폐기물 저장고에서는 이러한 과정의 역순으로 운반내용

물인 드럼을 하역한다. 

     

(a) 운반용기의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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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용기 뚜껑을 해체

(c) 반출드럼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운반용기에 적재

(d) 크레인을 사용하여 뚜껑을 조립하고 뚜껑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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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용기에 상차

(f) 폐기물 저장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여 저장고에 입고

(g) 크레인을 사용하여 뚜껑을 해체

(h) 크레인을 사용하여 반출드럼을 저장고에 적재

그림 2.1.1-2. IP형 운반용기 운용 절차에 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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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P-2 형 운반용기

  IP-2형 운반용기는 드럼의 표면선량률에 따라 두 종류의 운반용기를 설계하 다. 

첫 번째로 IP-2-a형 운반용기는 LSA-II 물질 또는 LSA-III 물질, SCO-II로 분류

된 표면선량률이 20∼200 mrem/hr의 DOT-17H 드럼)을 전용상태로 운반한다. 드

럼의 적재는 8개(2X4)이며, 35mm 두께의 철판으로 차폐한다. 이러한 차폐체는 차

폐의 기능뿐만 아니라 운반용기의 구조재로의 역할도 수행한다. 드럼 간 간격은 

100 mm로 내부크기는 1,980mm X 1,540mm X 910mm이며 운반용기의 외부크기

는 2,050mm X 1,610mm X 980mm이다. 여기에 결속 및 인양을 위한 각 모서리

에 8개의 모서리쇠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지게발을 설치하 다. 구조물의 적층 시에 

구조물을 지탱하고 낙하충격에서 완충효과를 위하여 각관을 부착하 다. 뚜껑의 체

결은 낙하충격에 방사성내용물의 손실이나 분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32개의 M24 볼트를 이용하 다. 적재중량 3.2톤에 총중량 9.92톤으로 취급은 모서

리쇠를 이용하는 방법과 지게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IP-2-a형 운반용기의 차폐체와 모서리쇠, 지게발[2.1.1-1, 2.1.1-2] 등을 적용하

고 볼트를 이용한 뚜껑의 결속 등을 그림 2.1.1-3과 같이 개념설계 하 다. 드럼간

의 간격은 내부 지지구조물을 이용하여 유지하도록 하 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용기를 폐기물 처리시설에 입고한 후에 크레인을 이용하

여 뚜껑을 개폐하고 드럼을 적재한다. 드럼을 모두 적재한 후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뚜껑을 닫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차량에 적재한다. 차량에 적재한 운반용기는 바닥

의 모서리쇠를 이용하여 차량에 결속한다. 

  두 번째로 IP-2-b형 운반용기는 LSA-II 물질 또는 LSA-III 물질, SCO-II로 분

류된 드럼의 표면선량률이 200∼2000 mrem/hr의 DOT-17H 드럼을 전용상태로 

운반한다. 드럼의 적재는 4개(2X2)이며 80mm 두께의 강판으로 차폐한다. 이러한 

차폐체는 차폐의 기능뿐만 아니라 구조재로의 역할도 수행한다. 드럼 간 간격은 

100 mm로 내부크기는 1,540mm X 1,540mm X 910mm이며 운반용기의 외부크기

는 1,700mm X 1,700mm X 1,070mm이다. 여기에 IP-2-a형 운반용기와 유사하게 

결속 및 인양을 위한 각 모서리에 8개의 모서리쇠를 설치하고 Fork-Lift Pocket을 

설치하 다. 구조물의 적층 시에 구조물을 지탱하고 낙하충격에서 완충효과를 위하

여 각관을 부착하 다. 뚜껑의 체결은 낙하충격에 방사성내용물의 손실이나 분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4개의 M24 볼트를 이용하 다. 적재중량 1.6톤에 

총중량 9.9톤으로 IP-2-a형 운반용기와 동일하게 취급은 모서리쇠를 이용하는 방

법과 지게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IP-2-b형 운반용기의 차폐체와 모서리쇠, 지게발 등을 적용하고 볼트를 이용한 

뚜껑의 결속 등을 그림 2.1.1-4과 같이 개념설계 하 다. 드럼간의 간격은 내부 지

지구조물을 이용하여 유지하도록 하 다. IP-2-a형 운반용기와 동일하게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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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IP-2-a형 운반용기의 설계 개념도.

그림 2.1.1-4. IP-2-b형 운반용기의 설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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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P형 운반용기 구조 안전성 해석

  가. IP-2-a형 운반용기 낙하해석

  IP-2-a형 운반용기에 대하여 바닥수직방향, 뚜껑수직방향, 수평낙하방향, 바닥무

게중심방향, 뚜껑무게중심방향에 대하여 낙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1.2-1은 

이러한 낙하방향에 대한 개념도를 나타낸다. 수직낙하방향은 용기가 놓여 있는 방

향를 의미하고 수평낙하방향은 세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무게중심낙하

방향은 무게중심과 모서리의 꼭지점이 중력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1) 바닥수직낙하해석

  IP-2-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칭성을 고려하여 
그림 2.1.2-2와 같이 1/4 모델을 만들었다. 볼트를 모델링하여 본체에는 고정구속
조건(Tied constraint)을 적용하여 연결하고 뚜껑은 마찰이 없는 접촉조건(Contact 
constraint)으로 가정하였다. 모서리쇠는 실제 형상을 단순화하면서 부피는 유사하
도록 모델링하여 모델의 강성을 유사하게 하였다. 또한 각 옆면의 각관은 모델링의 
복잡성 때문에 제외하고 다른 모든 각관의 형상은 모델링하였다. 또한 내부지지물
을 단순화 모델링하였다. 사용된 요소는 3차원 Solid 8절점 요소인 C3D8R로 요소
의 개수는 45,629개이며 절점의 수는 68,416개이다. 이러한 모델에 대하여 
ABAQUS/Explicit를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용기본체와 각관, 내부지지물의 
재료는 SS400 탄소강을 사용하였고, Bolt는 ASME 193-B7를 사용하였다. 드럼의 
경우 중량이 400 kg이 되도록 밀도를 조정하고 높은 강성을 가졌다고 가정하였다. 
표 2.1.1-1은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된 재료물성치를 나타낸다. 볼트와 탄소강은 
탄소성으로 가정하였으며 항복응력이후에 연신률에 해당하는 소성변형이 인장응력
까지 선형경화변형을 하고 그 이후에 강체소성변형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9.8 
m/sec2에 해당하는 중력가속도를 적용하였으며 0.9 m의 낙하높이에 해당하는 초기
속도 4.2 m/sec를 모델의 초기조건으로 입력하였다. 대칭면은 대칭경계조건을 부여
하였으며 강체는 고정시켰다. 에너지선도가 안정화가 되는 10 msec동안 해석하였
다. 
  그림 2.1.2-3은 IP-2-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선도를 나
타낸다. 전체모델의 1/4모델로 모델의 중량이 2.37 톤으로 낙하높이 0.9 m에 해당
하는 20.91 kJ과 동일한 최대 초기 운동에너지 20.91 kJ을 보인다. 2.37 kJ의 최대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약 6배인 13.96 kJ의 최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이는 모서리
쇠와 각관의 변형에 따른 국부적인 위치에서의 발생한 소성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
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각관 등이 낙하충격에 대하여 완충
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6,700 kN의 최대 반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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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 IP-2-a형 운반용기 낙하방향 개념도

                   

그림 2.1.2-2. IP-2-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을 위한 1/4 모델



- 11 -

표 2.1.1-1.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된 재료물성치

항  목 볼트(A105) 탄소강(A36) 드럼

밀도(톤/m3) 7.89 7.89 1.488

탄성계수(GPa) 201.33 202.71 1,000

포아송의 비 0.3 0.3 0.1

항복응력(MPa) 720 248.21 -

인장응력(MPa) 860 399.9 -

연신률(%) 16 23 -

  그림 2.1.2-4는 차폐체에서 응력분포와 본체와 뚜껑의 볼트 체결부위에서의 응력

선도를 나타낸다. 뚜껑에서는 볼트의 체결부위와 본체에서 각관기둥에 집중하중을 

받는 위치에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한다. 최대응력은 뚜껑의 볼트체결부위에

 

그림 2.1.2-3. IP-2-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에너지 선도

  

그림 2.1.2-4. IP-2-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체에서의 응력분포 

및 최대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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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발생하며 인장응력 399.9 MPa 이하인 337 MPa로 국부적인 역에 작용한다. 

  그림 2.1.2-5는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면

에서의 평균응력값을 나타낸다. 모서리쇠에 가까운 위치의 볼트는 낮은 인장응력을 

보이며 모서리의 가운데에 위치한 볼트는 높은 응력을 보인다. 볼트 2에서 806.3 

MPa의 최대 평균응력을 보인다. 항복응력이상으로 증가하지만 인장응력보다는 작

으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1.2-5. IP-2-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면평균응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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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6은 IP-2-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그림 2.1.2-5에서 나

타낸 위치에서의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볼트와 볼트 사이에서의 뚜껑열림량이 더 

큰 값을 보이며 모서리쇠 부근에서의 뚜껑열림량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또한 

각 모서리의 가운데로 갈수록 뚜껑열림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최대 뚜껑열림량

은 긴방향 모서리의 모서리쇠 부근에서 0.38 mm가 발생한다. 이는 뚜껑에 위치하

는 단차 5 mm에 비하여 약 1/10 정도로 작아서 뚜껑열림에 의한 운반내용물의 유

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2.1.2-7은 IP-2-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를 측

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의 감소를 나타낸다. 각관 기둥에 

있는 위치인 Body-3인 위치에서 충돌 초기에 약 0.01 mm정도의 차폐두께의 감소

그림 2.1.2-6. IP-2-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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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지만 나중에는 가장 큰 차폐두께의 증가(약 0.02 mm)를 보여준다. 지게발

이 있는 위치에서는 짧은 모서리에 있는 부분이 더 큰 차폐두께의 손실을 보이며 

특히 내부 중앙보다는 모서리 쪽에서 더 큰 차폐두께의 손실을 보인다. 본체에서는 

지게발이 있는 위치의 바깥쪽에서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인 0.032 mm를 보이며 뚜

껑부분도 가운데가 아닌 1/4위치의 각관이 있는 곳에서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

(0.082 mm)를 보인다. 이는 전체 차폐 두께 35mm의 0.23%로 매우 낮은 차폐두

께의 감소를 보인다. 그러므로 차폐손실 20%이상의 손실이 없이 안전하다.

Body-1

Body-2

Body-3

Body-9

Body-7

Body-5

Body-8

Body-6

Body-4

Lid-1

Lid-5

Lid-2

Lid-4

Lid-6

Lid-3

 

그림 2.1.2-7. IP-2-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감소 측정위치와 

차폐두께감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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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뚜껑수직낙하해석

  IP-2-a형 운반용기의 뚜껑수직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닥수직낙하해석을 

위한 모델을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그림 2.1.2-8과 같이 180° 회전시켜서 해석을 

수행하 다. 사용된 요소의 종류 및 재료물성치는 동일하며 경계조건 등도 동일하

다. 해석을 수행한 시간은 15 msec이다.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는 모서리쇠의 충격

이 된 이 후에 작은 변형 이후에 본체의 바닥 면이 강체 면에 충격이 발생하여서 

짧은 시간에 운동에너지 등이 안정화되었지만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는 모서리쇠의 

충격이 된 이 후에 뚜껑 부위가 강체 면에 충격이 발생되기 위하여서는 바닥수직낙

하해석보다 더 많은 변형이 되어야 하므로 더 긴 시간에 에너지 선도가 안정화 된

다.

  그림 2.1.2-9는 IP-2-a형 운반용기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선도를 나

타낸다. 모델의 중량이 2.36 톤으로 낙하높이 0.9 m에 해당하는 20.83 kJ과 동일

한 최대 초기 운동에너지 20.86 kJ을 보인다. 3.19 kJ의 최대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약 5배인 15.62 kJ의 최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바닥수직낙하에 비하여 더 큰 탄

성에너지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에너지 흡수를 더욱 많이 한다는 의미이다. 초기 

운동에너지 20.86 kJ에 대하여 소성에너지는 약 75%로써 모서리쇠와 각관의 변형

에 따른 소성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각관 등이 낙하충격에 대하여 완충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1,500kN의 최대 반력

을 보인다.

                        

그림 2.1.2-8. IP-2-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을 위한 1/4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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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9. IP-2-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에너지 선도

  그림 2.1.2-10은 차폐체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본체

와 뚜껑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의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뚜껑에서는 

모서리쇠 부근에 체결된 볼트의 체결부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고 본체에서는 충

돌되는 모서리쇠와 인접한 위치에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한다. 최대응력은 

본체와 뚜껑에서 모두 461.7 MPa로 인장응력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국부적으로 파

단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치는 국부적으로 발생된다. 뚜껑의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역의 국부적인 곳으로 볼트 체결을 위한 전체 두께의 10%도 안 

된다. 또한 이 부분은 볼트 체결을 위하여 보완한 부분이다. 본체에 발생된 최대 응

력이 나타나는 부분도 상부모서리쇠가 인접한 부분으로 이 부분의 파손이 발생하여

도 내부 볼트체결을 위한 부싱이 있어서 차폐손실에는 문제가 없다. 

  그림 2.1.2-11은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

면에서의 평균응력값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모든 위치에서의 볼트가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인다. 최대 단면평균 응력값은 797 MPa에서 818 MPa의 범위로 항복응력

이상으로 증가하지만 인장응력보다는 작으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1.2-12는 IP-2-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그림 2.1.2-11에서 

나타낸 위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모서리의 중앙 부근에서의 뚜껑열

림량은 2 mm 이하의 값이지만 모서리쇠와 인접한 위치에서의 최대 뚜껑열림량은 

8.7 mm로 큰 값을 보인다. 긴방향 모서리에서의 뚜껑열림량이 약간 더 작은 값을 

보이고 짧은 길이 방향의 모서리에서의 뚜껑열림량이 약간 더 큰 값을 보인다. 하

지만 모서리쇠와 인접한 위치에서의 최대 뚜껑열림량은 거의 같다. 8.7 mm는 매우 

큰 값이다. 하지만 모서리쇠 근처의 내부에는 볼트를 추가로 하나 더 체결하고 있

다. 이러한 볼트에 의하여 모서리쇠 부근의 Open 7의 위치에서는  0.2 mm의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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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

그림 2.1.2-10. IP-2-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체에서의 응력분포 

및 최대응력선도

그림 2.1.2-11. IP-2-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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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면평균응력선도

그림 2.1.2-12. IP-2-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껑열림량을 보인다. 볼트 체결에 의하여 뚜껑열림에 의한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2.1.2-13은 IP-2-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를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의 감소를 나타낸다. 본체의 대

부분의 위치에서 차폐두께는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다. 또한 그 크기도 최대 0.013 

mm로 매우 작다. 뚜껑의 경우 Lid-4 위치는 차폐두께가 증가하기도 하지만 차폐

두께의 최대 감소량은 Lid-3 위치에서 0.04 mm 정도로 본체보다는 크다. 최대 차

폐두께의 감소량은 0.04 mm로 차폐체의 두께 35 mm에 비하여 매우 작다. 그러므

로 차폐손실 20%이상의 손실이 없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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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3. IP-2-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감소 

측정위치와 차폐두께감소량

    3) 수평낙하해석

  IP-2-a형 운반용기의 짧은 방향의 수평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2.1.2-14와 같이 대칭성을 고려하여 전체 모델에 대하여 1/2만을 모델링을 하여 

ABAQUS/Explicit을 이용한 낙하충돌해석을 수행하 다. 사용된 요소의 종류 및 재

료물성치는 동일하며 경계조건의 설정 등은 IP-2-a형 바닥수직낙하해석과 유사하

다. 요소의 개수는 81,474개이며 절점의 수는 123,462개이다. 해석을 수행한 시간

은 30 msec이다.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는 모서리쇠의 충격이 된 이 후에 작은 변

형 이후에 본체의 바닥 면이 강체 면에 충격이 발생하여서 짧은 시간에 운동에너지 

등이 안정화되었지만 수평낙하해석에서는 모서리쇠의 충격이 된 이 후에 운반용기

의 측면 부위가 강체 면에 충격이 발생되기 위하여서는 바닥수직낙하해석(10 

msec)보다 더 많은 변형이 되어야 하므로 더 긴 시간(30 msec)에 에너지 선도가 

안정화 되고 반력이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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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15는 IP-2-a형 운반용기의 수평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선도를 나타낸

다. 모델의 중량이 4.67 톤으로 낙하높이 0.9 m에 해당하는 41.21 kJ과 동일한 최

대 초기 운동에너지 41.24 kJ을 보인다. 3.61 kJ의 최대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약 

10배인 34.8 kJ의 최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초기 운동에너지 41.24 kJ에 대하여 

최대 소성에너지는 약 84%로써 모서리쇠와 각관의 변형에 따른 소성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각관 등이 낙하충격에 대하여 

완충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2,200kN의 최대 반력을 보인다.

그림 2.1.2-14. IP-2-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을 위한 1/2 모델

그림 2.1.2-15. IP-2-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에너지 선도

  그림 2.1.2-16은 차폐체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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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뚜껑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의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뚜껑에서는 

충격면의 반대쪽의 모서리쇠 부근에 체결된 볼트의 체결부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

하고 본체에서는 충돌되는 모서리쇠와 인접한 위치에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

한다. 최대응력은 본체에서는 384.1 MPa이고 뚜껑에서는 461.7 MPa로 뚜껑에서

는 인장응력을 초과한다. 그러므로 국부적으로 파단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위치는 국부적으로 발생된다. 뚜껑의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역의 국부적인 곳

으로 볼트 체결을 위한 전체 두께의 10%도 안 된다. 또한 이 부분은 볼트 체결을 

위하여 보완한 부분으로 차폐손실에는 문제가 없다. 

그림 2.1.2-16. IP-2-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체에서의 응력분포 및 

최대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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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17은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

면에서의 평균응력값을 나타낸다.  낙하충격면의 볼트에서 가장 큰 단면평균응력값

을 보이며 측면에서 큰 값을 보인다. 최대 단면평균응력값은 Bolt 3에서 839.2 

MPa이다. 항복응력보다 크지만 인장응력보다는 작으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1.2-17. IP-2-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면평균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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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18은 IP-2-a형 운반용기 짧은 방향의 수평낙하해석에서 그림 

2.1.2-17에서 나타낸 위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충격면의 모서리 중

앙 부근에서는 뚜껑열림량이 2 mm 이하의 값이지만 모서리쇠와 인접한 위치에서

의 최대 뚜껑열림량은 11 mm로 큰 값을 보인다. 또한 측면에서는 충격면에 가까

운 위치에서 가장 큰 4.8 mm의 뚜껑열림량을 보인다. 충격면에 반대쪽은 충격에 

향이 작아서 뚜껑열림량이 0.9 mm이하의 작은 값을 보인다. 11.3 mm는 매우 

큰 값이다. 하지만 모서리쇠 근처의 내부에는 볼트를 추가로 하나 더 체결하고 있

다. 이러한 볼트에 의하여 모서리쇠 부근의 Open 7의 위치에서는 0.97 mm의 최대 

뚜껑열림량을 보인다. 이는 뚜껑에 존재하는 단차 5 mm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뚜

껑열림에 의한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2.1.2-18. IP-2-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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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9. IP-2-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감소 측정위치와 

차폐두께감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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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19는 IP-2-a형 운반용기 짧은 방향의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를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의 감소를 나타낸다. 지

게발이 있는 위치에서의 차폐두께의 감소는 1.8 mm로 가장 큰 값을 보인다. 그 다

음으로 본체 충격면의 가운데 볼트 체결부에서 큰 값인 1.2 mm가 나타난다. 그 이

외의 위치에서는 1 mm이하의 값을 보인다.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량은 1.8 mm는 

차폐체의 두께 30 mm에 비하여 매우 작다. 그러므로 차폐손실 20%이상의 손실이 

없이 안전하다.

    4)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

  IP-2-a형 운반용기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평낙하해석을 

위한 모델을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그림 2.1.2-20과 같이 바닥수직낙하방향에서 

34° 회전시켜서 해석을 수행하 다. 사용된 요소의 종류 및 재료물성치는 동일하며 

경계조건 등도 동일하다. 해석을 수행한 시간은 반력이 0이 되고 에너지 선도가 안

정화가 되는 35 msec이다. 

 그림 2.1.2-21은 IP-2-a형 운반용기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선도를 

나타낸다. 모델의 중량이 4.67 톤으로 낙하높이 0.9 m에 해당하는 41.21 kJ과 유

사한 최대 초기 운동에너지 41.24 kJ을 보인다. 2.56 kJ의 최대 탄성에너지에 비하

여 약 14배인 35.98 kJ의 최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수평낙하해석에 비하여 집중

적으로 변형이 발생하므로 더 낮은 최대 탄성에너지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초

기 운동에너지 41.24 kJ에 대하여 최대 소성에너지는 약 87%로써 모서리쇠와 각

관의 변형에 따른 소성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림 2.1.2-20. IP-2-a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을 위한 1/2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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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의미한다. 즉, 각관 등이 낙하충격에 대하여 완충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모델의 내부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초기 운동에너지에 

비하여 더 큰 값을 보인다. 이는 모델의 변형에 따른 좌굴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내부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500 kN의 최대 반력을 보인다. 특히 

13 msec까지는 800 kN 정도의 반력을 각관이 충분히 변형되고 본체가 충격을 받

으면서 1,500 kN 정도의 반력을 보인다. 

  그림 2.1.2-22는 차폐체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본체

와 뚜껑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의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뚜껑에서는 

충격면의 모서리쇠 부근에 체결된 볼트의 체결부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고 본체

에서는 충돌되는 바닥부근의 각관에 인접한 부분과 상부 충격면에 대하여 옆면의 

첫 번째 볼트와 인접한 부분에서 큰 응력을 보인다. 뚜껑에서 15.35 msec에 최대

응력 424.22 MPa가 나타난다. 뚜껑의 일부분이 파단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뚜

껑의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역의 국부적인 곳으로 볼트 체결을 위한 전체 두께의 

10%도 안 된다. 또한 이 부분은 볼트 체결을 위하여 보완한 부분이다. 내부 볼트체

결을 위한 부싱이 있어서 차폐손실에는 문제가 없다. 본체에서는 P2의 위치에서 

18.1 msec에 287.2 MPa의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본체에서의 최대 응력은 인장응

력의 이하로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림 2.1.2-23은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

면에서의 평균응력값을 나타낸다. 낙하 충격면이나 낙하 충격면의 반대면에서는 

600 MPa이하의 낮은 평균응력값을 보이지만 측면에서는 800 MPa정도의 높은 평

균응력값을 보인다. 최대 단면평균응력값은 Bolt 7번에서 821.9 MPa으로 항복응력

이상으로 증가하지만 인장응력보다는 작으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1.2-21. IP-2-a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에너지 선도

  그림 2.1.2-24는 IP-2-a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그림 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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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타낸 위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측면의 모서리에서의 뚜껑열

림량이 충격면이나 반대면의 열림량에 비하여 더 큰 값을 보인다. 특히 측면의 모

서리쇠 부근에서의 뚜껑열림량이 0.84 mm로 이러한 최대값은 뚜껑에 위치한 단차

보다 작아서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2.1.2-22. IP-2-a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체에서의 

응력분포 및 최대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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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3. IP-2-a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면평균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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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25는 IP-2-a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

를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의 감소를 나타낸다. 충격면

의 가운데 바닥인 'Body-4'에서 약 0.35 mm의 최대 차폐두께감소를 보인다. 그 

이외의 위치에서는 차폐두께의 감소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추가로 해석

시간을 증가시켜서 해석을 수행하여 차폐두께의 감소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5)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

  IP-2-a형 운반용기의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평낙하해석을 

위한 모델을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그림 2.1.2-26과 같이 뚜껑수직낙하해석 방향에 

서 31° 회전시켜서 해석을 수행하 다. 사용된 요소의 종류 및 재료물성치는 동일

하며 경계조건 등도 동일하다. 해석을 수행한 시간은 반력이 감소하고 에너지 선도

가 안정화가 되는 20 msec이다. 

그림 2.1.2-24. IP-2-a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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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5. IP-2-a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감소 

측정위치와 차폐두께감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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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27은 IP-2-a형 운반용기의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선도

를 나타낸다. 모델의 중량이 4.67 톤으로 낙하높이 0.9 m에 해당하는 41.21 kJ과 

유사한 최대 초기 운동에너지 41.25 kJ을 보인다. 4.5 kJ의 최대 탄성에너지에 비

하여 약 10배인 45.1 kJ의 최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 비

하여 더 높은 최대 탄성에너지를 보인다. 초기 운동에너지 41.25 kJ에 대하여 최대 

소성에너지는 약 85%(35 kJ)로써 모서리쇠와 각관의 변형에 따른 소성에너지가 전

체 에너지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각관 등이 낙하충격에 대

하여 완충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모델의 내부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여 초기 운동에너지에 비하여 더 큰 값을 보인다. 이는 모델의 변형

에 따른 좌굴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여 내부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1,616 kN의 최대 반력을 보인다. 

  그림 2.1.2-28은 차폐체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본체

와 뚜껑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의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뚜껑에서는 

충격면의 모서리쇠 부근에 체결된 볼트의 체결부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고 본체

에서는 충돌되는 모서리쇠 부근에 인접한 부분과 상부의 내부지지구조물에 의한 하

중에 의하여 큰 응력을 보인다. 뚜껑에서 15.1 msec에 최대응력 455.9 MPa가 나

타난다. 뚜껑의 일부분이 파단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뚜껑의 볼트가 체결되어 

있는 역의 국부적인 곳으로 볼트 체결을 위한 전체 두께의 10%도 안 된다. 또한 

이 부분은 볼트 체결을 위하여 보완한 부분이다. 내부 볼트체결을 위한 부싱이 있

어서 차폐손실에는 문제가 없다. 본체에서는 P2의 위치에서 15 msec에 461.8 

그림 2.1.2-26. IP-2-a형 운반용기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을 위한 1/2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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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7. IP-2-a형 운반용기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에너지 선도

그림 2.1.2-28. IP-2-a형 운반용기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체에서의 

응력분포 및 최대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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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의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P2부분은 국부적인 곳으로 그 전체 두께의 매우 작

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위치에서 외부에 볼트 결속을 위한 부분이 보

강되어 있어서 차폐손실에는 문제가 없다.

  그림 2.1.2-29는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각 볼트에서 단

면평균응력 값을 나타낸다. 낙하 충격면에 대하여 측면이나 반대면에서는 800 

MPa이하의 낮은 평균응력값을 보이지만 낙하충격면에서는 900 MPa정도의 높은 

평균응력값을 보인다. 최대 단면평균응력값은 Bolt 1번에서 939 MPa으로 항복응

력이상으로 증가하지만 인장응력보다는 작으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1.2-30은 IP-2-a형 운반용기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그림 2.1.2-29에

서 나타낸 위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낙하충격면에 대하여 측면에서

의 뚜껑열림량이 충격면이나 반대면의 열림량에 비하여 더 큰 값을 보인다. 충격면

의 중앙부에서 약 3 mm 정도의 뚜껑열림량이 나타난다. 이러한 값은 모서리쇠쪽으

로 갈수록 감소하다가 낙하충격면의 모서리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충격면의 측면에

서는 충격면에 가까울수록 큰 뚜껑열림량을 보인다. 충격면에 대하여 반대면에서는 

1 mm 이하의 낮은 뚜껑열림량을 보인다. 충격면에 대하여 측면의 충격면 모서리쇠 

부근에서의 최대 뚜껑열림량 8.3 mm가 14.1 msec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최대값은 

인접한 곳의 내부에 위치한 볼트에 의하여 실제로 격납을 유지하고 있다. Open 7

에 의한 1 mm 이하의 간격으로 인하여 이러한 최대 뚜껑열림량은 보정이 된다. 보

정이 되기 전의 최대값인 8.3 mm 조차도 뚜껑에 위치한 단차보다 작아서 운반내

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2.1.2-31은 IP-2-a형 운반용기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

를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의 감소를 나타낸다. 충격면

의 가운데 바닥인 'Body-4'에서 약 0.78 mm의 최대 차폐두께감소를 보인다. 이는 

전체 차폐두께 50 mm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으로 차폐손실은 무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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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29. IP-2-a형 운반용기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면평균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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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0. IP-2-a형 운반용기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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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1. IP-2-a형 운반용기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감소 

측정위치와 차폐두께감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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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P-2-b형 운반용기 낙하해석

    1) 바닥수직낙하해석

  IP-2-b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칭성을 고려하여 

그림 2.1.2-32와 같이 1/4 모델을 만들었다. IP-2-a형 운반용기와 유사하게 볼트

를 모델링하 고 구속 및 접촉조건은 동일하다. 모서리쇠와 각관 등의 모델링도 유

사하며 사용된 요소의 종류 및 해석 소프트웨어도 동일하다. 요소의 개수는 31,038

개이며 절점의 수는 45,344개이다. 사용된 재료물성치는 IP-2-a형 운반용기와 동

일하며 경계조건도 유사하게 적용하 다. 에너지선도가 안정화가 되는 10 msec동

안 해석하 다. 

  그림 2.1.2-33은 IP-2-b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를 나타

낸다. 모델의 중량은 전체중량의 1/4로 2.5 톤이다. 낙하높이 0.9 m에 해당하는 

22.1 kJ과 동일한 22.1 kJ을 보인다. 1.6 kJ의 최대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약 11배

인 17.8 kJ의 최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또한 운동에너지는 727 J의 낮은 최소운

동에너지를 보이며 반발이 되어도 운동에너지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 모서리쇠와 

각관과 같은 부분에서 소성에 의한 변형이 커서 소성에너지가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크다. 각관 등이 낙하충격에 대하여 완충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최대 반력은 2.9 

msec에서 6.58 MN의 값을 보인다. 특히 초기에는 약 1 MN 정도의 반력을 보이

다가 모서리쇠와 각관이 충분한 변형을 하여 바닥면의 각관이 강체면에 충돌하게 

되는 약 2.5 msec에서 반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림 2.1.2-32. IP-2-b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을 위한 1/4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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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34는 차폐체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본체

와 뚜껑의 볼트 체결부위에서의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뚜껑에서는 볼트의 체결부위

와 본체에서 각관 기둥에 집중하중을 받는 위치에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한

다. 뚜껑의 모서리쇠 부근의 볼트체결부위에서 모서리쇠에 가까운 위치에서는 초기

에 큰 하중을 보이다가 반발이 시작하게 되면 응력이 감소한다. 이후에 다시 증가

하여 최대값을 보인다. 뚜껑의 모서리쇠 부근의 볼트체결부위의 내부 쪽에서는 초

기에 응력이 작다가 반발에 의하여 2차로 응력이 증가하여 IP-2-b형 운반용기 바

닥수직낙하해석에서의 최대 응력을 보인다. 최대 Tresca 응력은 8.45 msec에 발

생하며 인장응력 399.9 MPa 이하인 286.6 MPa로 국부적인 역에 작용한다. 본

체의 경우 2.85 msec에서 최대 응력 266.39 MPa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차폐체의 

파손은 없을 것이다. 

그림 2.1.2-33. IP-2-b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에너지 선도

그림 2.1.2-34. IP-2-b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체의 응력 분포와 

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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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2-35는 각 볼트에서 단면평균응력 값을 나타낸다. 모서리쇠에 가까운 

위치의 볼트는 높은 응력을 보이며 모서리의 가운데에 위치한 볼트는 낮은 응력을 

보인다. 모서리쇠 부근의 안쪽 볼트 4번에서의 평균 응력도 큰 값을 보인다. 볼트 

1에서 655.9 MPa의 최대 평균 응력을 보인다. 항복응력이상으로 증가하지만 인장

응력보다는 작으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1.2-36은 IP-2-b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

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모서리쇠에 인접한 위

치인 Open 6과 Open 7 위치에서 큰 값을 보인다. 그리고 각 모서리의 가운데로 

갈수록 뚜껑열림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최대 뚜껑열림량은 긴방향 모서리에서 

모서리쇠 부근에서 0.68 mm가 발생한다. 이는 뚜껑에 위치하는 단차 10 mm에 비

하여 0.7% 정도로 작아서 뚜껑열림에 의한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2.1.2-37은 IP-2-b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를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의 감소를 나타낸다. 지게발이 

있는 모서리에서 운반용기 본체의 바깥쪽인 B6의 위치에서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

인 0.0273 mm가 나타난다. 또한 지게발이 없는 모서리의 가운데에서도 큰 차폐두

께 감소가 나타난다. 운반용기 뚜껑에서는 지게발이 있는 모서리의 중간에서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인 0.0143 mm가 나타난다.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0.0273 mm)는 

전체 차폐 두께 80 mm의 0.03%로 매우 낮은 차폐두께의 감소를 보인다. 그러므로 

별도의 차폐해석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차폐손실 20%의 제한 조건에는 미치지 않고 

안전함을 보인다.

그림 2.1.2-35. IP-2-b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볼트에서의 단면평균 

Tresca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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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6. IP-2-b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

     2) 뚜껑수직낙하해석

  IP-2-b형 운반용기의 뚜껑수직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닥수직낙하해석을 

위한 모델을 그림 2.12-38과 같이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회전시켜서 해석을 수행하

다. 사용된 요소의 종류 및 재료물성치는 동일하며 경계조건 등도 동일하다. 해석

을 수행한 시간은 10 msec이다. 

  그림 2.1.2-39는 IP-2-b형 운반용기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를 나타

낸다. 모델의 중량은 전체중량의 1/4로 2.5 톤이다. 낙하높이 0.9 m에 해당하는 

22.1 kJ과 유사한 22.1 kJ을 보인다. 1.5 kJ의 최대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약 11배

인 17.1 kJ의 최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또한 운동에너지는 52 J의 낮은 최소운동

에너지를 보이며 반발이 되어도 운동에너지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 모서리쇠와 

각관과 같은 부분에서 소성에 의한 변형이 커서 소성에너지가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크다. 각관 등이 낙하충격에 대하여 완충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최대 반력은 2.9 

msec에서 6.58 MN의 값을 보인다. 특히 초기에는 약 1 MN 정도의 반력을 보이

다가 모서리쇠와 각관이 충분한 변형을 하여 바닥면의 각관이 강체면에 충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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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약 2.5 msec에서 반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그림 2.1.2-40은 차폐체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본체

와 뚜껑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의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뚜껑에서는 

볼트의 체결부위에서, 본체에서 충격면의 상부 모서리쇠로부터 충격을 받는 위치에

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한다. 최대 응력은 본체의 상부 모서리쇠에 인접한 

위치에서 8.25 msec에 발생하며 인장응력 399.9 MPa 이하인 373.6 MPa로 국부

적인 역에 작용한다. 뚜껑에서의 최대 응력은 8.9 msec에서 328.2 MPa이다. 그

러므로 차폐체의 파손은 없을 것이다. 

그림 2.1.2-37. IP-2-b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 감소를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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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8. IP-2-b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을 위한 1/4 모델

그림 2.1.2-39. IP-2-b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에너지 선도

  그림 2.1.2-41은 각 볼트에서 단면평균응력 값을 나타낸다. 모서리쇠에 가까운 

위치의 볼트는 낮은 인장응력을 보이며 모서리의 가운데에 위치한 볼트는 높은 응

력을 보인다. 볼트 1에서 3 msec에 763 MPa의 최대 평균응력을 보인다. 항복응력

보다 작으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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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0. IP-2-b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체의 응력 분포와 

응력선도

그림 2.1.2-41. IP-2-b형 운반용기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볼트에서의 단면평균 

Tresca 응력.

  그림 2.1.2-42는 IP-2-b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계산하

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모서리의 중앙부분에서 

모서리쇠로 갈수록 뚜껑열림량이 증가한다. 모서리쇠 부근에서의 12.1 mm 정도의 

최대 뚜껑열림량이 발생하 다. 그 이외의 위치에서는 최대 2.9 mm의 뚜껑열림량

이 발생한다. 모서리쇠 부근의 플랜지에는 내부에 볼트가 하나 더 존재한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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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에 의하여 뚜껑과 본체를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러한 볼트의 향으로 용기내부의 코너에서의 뚜껑열림량은 작아서 약 0.38 mm 

정도이다. 그러므로 모서리쇠 부근에서의 뚜껑열림량에 의하여서는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또한 그 이외의 위치에서의 최대 뚜껑열림량의 2.9 mm는 

뚜껑에 위치하는 단차 10 mm에 비하여 약 1/3 정도로 작아서 뚜껑열림에 의한 운

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2.1.2-43은  IP-2-b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를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의 감소를 나타낸다. 본체의 지

게발이 없는 위치 모서리의 바닥각관이 있는 바깥쪽인 Body-8 위치에서 초기에는 

차폐두께의 증가를 보이다가 6 msec에서 0.011 mm의 최대 차폐두께의 증가를 보

이며 7.25 msec에서 5.25 μm의 최대 차폐두께 감소를 보인다. 뚜껑은 모서리의 

중앙에서 3.7 msec에 4.32 μm의 최대 차폐두께 감소를 보이다가 8.8 msec에서 

0.017 mm의 최대 차폐두께 증가를 보인다. 이러한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는 전체 

차폐 두께 80 mm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으로 차폐손실 20%이상의 제한값에는 미

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차폐두께의 손실은 없음을 보인다.

    3) 수평낙하해석

  IP-2-b형 운반용기의 수평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2.1.2-44와 같이 

1/2모델을 만들어서 ABAQUS/Explicit을 이용한 충돌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사용

된 요소의 종류 및 재료물성치는 동일하며 경계조건의 설정 등은 IP-2-b형 바닥수

직낙하해석과 유사하다. 요소의 개수는 62,076개이며 절점의 수는 89,717개이다. 

해석을 수행한 시간은 30 msec이다.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는 모서리쇠의 충격이 

된 이 후에 작은 변형 이후에 본체의 바닥 면이 강체 면에 충격이 발생하여서 짧은 

시간에 운동에너지 등이 안정화되었지만 수평낙하해석에서는 모서리쇠의 충격이 된 

이 후에 운반용기의 측면 부위가 강체 면에 충격이 발생되기 위하여서는 바닥수직

낙하해석(10 msec)보다 더 많은 변형이 되어야 하므로 더 긴 시간(30msec)에 에

너지 선도가 안정화 된다.

  그림 2.1.2-45는 IP-2-b형 운반용기의 수평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를 나타낸

다. 모델의 중량은 전체중량의 1/2로 5 톤이다. 낙하높이 0.9 m에 해당하는 44.2 

kJ과 유사한 44.2 kJ을 보인다. 12.2 msec에서 1.08 kJ의 최소 운동에너지와 43.9 

kJ의 최대 내부에너지를 보인다. 대부분의 운동에너지가 내부에너지로 변화되었다. 

또한 반발이 되어도 운동에너지의 증가가 뚜렷하지 않다. 1.6 kJ의 최대 탄성에너

지에 비하여 약 22배인 34.6 kJ의 최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모서리쇠와 각관과 

같은 부분에서 소성에 의한 변형이 커서 소성에너지가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크다. 

각관 등이 낙하충격에 대하여 완충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최대 반력은 노이즈로 

보이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값을 제외하고 약 3 MN의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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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2. IP-2-b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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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3. IP-2-b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 감소를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 감소

  그림 2.1.2-46은 차폐체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본체

와 뚜껑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볼트 체결부위에서의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그

림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뚜껑에서는 볼트의 체결부위와 본체에서 충격면의 상부 

모서리쇠에 인접한 부분에서 집중응력이 발생한다. 본체에서의 최대 응력은 

297.7MPa이 6.5 msec에서 발생하고 뚜껑에서의 최대 응력은 12.6 msec에서 

370.8 MPa이 발생한다. 최대 응력은 인장응력 399.9 MPa 이하로 그림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국부적인 역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차폐체의 파손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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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4.  IP-2-b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을 위한 1/2 모델

그림 2.1.2-45. IP-2-b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에너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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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6. IP-2-b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체의 응력 분포와 

응력선도

  그림 2.1.2-47은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각 볼트에서 단

면평균응력 값을 나타낸다. 충격 면에 반대쪽 면의 중심 볼트에서 최대 평균 응력

값 485 MPa이 나타난다. 충격 면에 대하여 측면의 중심에서 평균 응력값의 최소값

이 나타난다. 최대값이 나타나는 시간은 충격 면에서 가까워질수록 길어진다. 볼트

의 최대 평균 응력값은 485 MPa로 항복 응력미만이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1.2-48은 IP-2-b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그림 2.1.2-47에서 나타

낸 위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충격 면의 볼트 부분에서는 최대 0.5 

mm정도의 뚜껑열림량이 보인다. 하지만 충격면의 모서리쇠 부분에서는 본체가 충

격에 의하여 올라가면서 뚜껑 쪽으로 움직이면서 뚜껑열림량이 나타나지 않고 (-)

의 뚜껑열림량이 나타난다. 충격 면과 반대쪽에서는 최대 0.3 mm정도의 뚜껑열림

량이 나타난다. 모서리쇠부근의 안쪽 볼트와 인접한 곳에서의 뚜껑열림량은 바닥수

직낙하해석에서 보여주었던 바와 같이 모서리쇠와 인접한 다른 부분에서의 뚜껑열

림량에 비하여 작다. 충격면의 모서리쇠에 인접한 옆면의 뚜껑열림량은 약 0.8 mm 

정도가 발생하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증가하다가 세 번째 볼트에서 최대 뚜껑열림량 

1.55 mm이 나타난다. 이는 뚜껑에 위치하는 단차 10 mm에 비하여 약 1/6 정도로 

작아서 뚜껑열림에 의한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 49 -

그림 2.1.2-47. IP-2-b형 운반용기의 수평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면평균응력선도

  그림 2.1.2-49는  IP-2-b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를 측정

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의 감소를 나타낸다. 운반용기 상부 

모서리쇠에 인접한 바닥 면에서 충격 초기에 0.023 mm정도의 차폐두께의 감소를 

보이다가 9 msec에서 0.024 mm 정도의 차폐두께의 증가를 보인다. 운반용기 충

격면의 운반용기 바닥 모서리 중앙에서도 초기에는 차폐두께의 증가를 보이다가 감

소한다. 충격면의 운반용기 상부모서리 가운데에서 4.5 msec에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 0.025 mm가 나타난다. 운반용기 상부 모서리쇠에 인접한 바닥 면과 충격면의 

운반용기 상부모서리 가운데를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0.01mm이하의 작은 차

폐두께의 감소를 보인다. 최대 차폐두께 감소인 0.024 mm는 전체 차폐 두께 80 

mm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으로 차폐손실 20%이상의 제한 값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차폐두께의 손실은 없음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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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8. IP-2-b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4)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

  IP-2-b형 운반용기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평낙하해석을 

위한 1/2 모델을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바닥수직낙하해석에 대하여 35° 회전하여 

그림 2.1.2-50과 같이 만들어서 ABAQUS/Explicit을 이용한 충돌구조해석을 수행

하 다. 사용된 요소의 종류 및 재료물성치는 동일하며 경계조건의 설정 등은 

IP-2-b형 바닥수직낙하해석과 유사하다. 요소의 개수는 62,076개이며 절점의 수는 

89,717개이다. 해석을 수행한 시간은 운동에너지 등이 안정화되는 30 msec이다. 

  그림 2.1.2-51은 차폐체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본체

와 뚜껑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볼트 체결부위에서의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그

림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뚜껑에서는 충격되는 모서리 방향의 모서리쇠 부근에 있

는 내부 볼트의 체결부위에서, 본체에서는 충격되는 모서리에 기둥각관이 지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집중응력이 발생한다. 뚜껑에서는 측면의 볼트체결부위 부근에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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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49. IP-2-b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 감소

그림 2.1.2-50.  IP-2-b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을 위한 1/2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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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1. IP-2-b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체의 응력 

분포와 응력선도

력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본체에서의 최대 응력은 297.7 MPa이 6.5 msec에서 

발생하고 뚜껑에서의 최대 응력은 12.6 msec에서 370.8 MPa이 발생한다. 최대 응

력은 인장응력 399.9 MPa 이하로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부적인 역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차폐체의 파손은 없을 것이다. 

  그림 2.1.2-52는 그림 2.1.2-47에서 나타낸 위치의 각 볼트에서 단면평균응력 

값을 나타낸다. 수직낙하 또는 수평낙하에 비하여 낮은 볼트 인장력을 보여준다. 충

격 모서리의 상부 볼트와 충격모서리의 반대쪽 상부 볼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응력값이, 충격모서리의 옆면 상부 볼트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평균 응력값이 

나타난다. 충격모서리의 옆면의 가운데 볼트(Bolt-7)에서 최대 평균 응력값 132.9 

MPa이 16.8 msec에 나타난다. 이러한 최대 평균 응력값은 항복 응력미만이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1.2-53은 IP-2-b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그림 2.1.2-47

에서 나타낸 위치에서 측정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충격 면의 볼트 부분에서는 



- 53 -

그림 2.1.2-52. IP-2-b형 운반용기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볼트에서의 

단면평균 Tresca 응력.

최대 0.1 mm정도의 뚜껑열림량이 보이고 충격면의 모서리쇠 부분에서는 큰 뚜껑

열림량인 0.28 mm가 나타난다. 모서리쇠 부근과 다른 볼트 부분과 거의 같으며 충

격 면과 반대쪽에서는 최대 0.11 mm정도의 뚜껑열림량이 나타난다. 모서리쇠부근

의 안쪽 볼트와 인접한 곳(Open 5)에서의 뚜껑열림량은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보

여주었던 바와 같이 모서리쇠와 인접한 다른 부분(Open 4, Open 6)에서의 뚜껑열

림량에 비하여 작다. 충격면의 모서리쇠에 인접한 옆면의 뚜껑열림량은 약 0.285 

mm 정도가 발생하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감소한다. 최대 뚜껑열림량은 ‘Open 6’ 위

치에서 0.285 mm로 뚜껑에 위치하는 단차 10 mm에 비하여 약 1/40 정도로 작아

서 뚜껑열림에 의한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2.1.2-54는 IP-2-b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

를 IP-2-b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계산한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계산된 

결과를 나타낸다. ‘Bolt-10'의 위치를 제외하고 30 msec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대값은 약 0.16 mm이하로 작은 값이다. 추가로 해석시간을 증가시켜서 해석을 

수행하여 차폐두께의 감소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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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3. IP-2-b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다. IP-2-a형 운반용기 적층해석

  운반용기의 5배의 하중이나 13 kPa의 하중을 받는 조건이 적층조건에 대한 해석

을 수행하 다. 운반용기의 적층은 상부와 하부 모서리쇠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상

부 모서리쇠에 운반용기 5배의 하중이 작용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수행하 다. 상부 

모서리쇠는 본체에 직접 연결되었으므로 본체만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상

부 모서리쇠의 최대 변형은 0.067 mm로 상부 모서리쇠와 뚜껑 높이에 비하여 작

으므로 적층에 의한 하중이 상부 모서리쇠에만 적용된다는 가정은 타당하다. 그림

2.1.2-55는 적층하중에서의 본체 차폐체의 응력분포를 보인다. 72.9 MPa의 최대 

Tresca 응력이 차폐체의 하단부의 각관에 지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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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4. IP-2-b형 운반용기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 감소

그림 2.12-55. IP-2-a형 운반용기의 적층해석에서의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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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IP-2-b형 운반용기 적층해석

  IP-2-b형 운반용기의 적층조건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IP-2-a형 운반용기와 유

사하게 상부 모서리쇠에 운반용기 5배의 하중이 작용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수행하

다. 상부 모서리쇠의 최대 변형은 0.019 mm로 상부 모서리쇠와 뚜껑 높이에 비

하여 작으므로 적층에 의한 하중이 상부 모서리쇠에만 적용된다는 가정은 타당하

다. 그림 2.1.2-56은 적층하중에서의 본체 차폐체의 응력분포를 보인다. 39.2 MPa

의 최대 Tresca 응력이 상부 모서리쇠를 지지하고 있는 역에서 발생하 다. 

IP-2-a형 운반용기에서 차폐체의 하부에서 발생된 것과는 상반되며 특히 최대값은 

약 절반정도로 작다.

그림 2.1.2-56. IP-2-b형 운반용기의 적층해석에서의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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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P형 운반용기 구조 안전성 시험계획 및 시험장치

  가. 시험계획

  방사성폐기물 IP-2형 운반용기의 안전성 입증을 위해 낙하시험을 실시한다. 낙하

시험에서는 해석검증을 위한 데이터의 생산도 병행한다. 낙하시험에서는 스트레인 

게이지, 가속도계 및 힘 센서를 통하여 변형률, 가속도 및 볼트 인장력을 측정한다.

   IP-2-a형, IP-2-b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시험은 안전성평가를 위한 전산

해석 검증자료 및 운반용기 건전성 평가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여 0.9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험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시험 측정계통의 확인 및 예상문제점을 파악

하고 낙하방향에 따른 볼트 인장력과 볼트 체결력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알

아보기 위하여 그림 2.1.3-1와 같이 예비시험모델을 제작하여 시험 및 평가하 다. 

소형예비시험모델은 중량이 작고 충격을 받는 주요 부재를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양한 방향으로의 낙하시험이 가능하도록 하 다. 바닥과 뚜껑방향의 수직낙하, 수

평낙하, 4방향의 경사낙하 등 총 7가지 낙하방향으로 자유낙하를 실시하 다. 낙하

충격에 의한 볼트인장력은 힘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볼트체결력은 낙하시험 

전의 체결토르크에서 낙하충격 이후의 풀림토르크의 변화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낙하시험 전의 체결토르크와 낙하충격 이후의 풀림토르크의 변화가 낙하충격에 의

한 볼트체결력의 차이만을 나타내는지를 알기 위하여 낙하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체

결토르크와 풀림토르크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IP-2-a형 운반용기는 3가지 방향으로 낙하시험을 실시한다. 바닥방향으로 수직

낙하, 뚜껑방향으로의 수직낙하 그리고 수평낙하를 실시한다. 낙하시험 중에 가속도

계와 스트레인 게이지, 힘 센서(force sensor)로부터 NI PXI 시스템의 데이터 취득 

시스템을 이용하여 가속도 및 변형률, 볼트인장력을 취득 저장한다. 측정된 가속도

를 이용하여 전산해석결과의 보수성 및 경향을 확인한다. 낙하시험의 절차서는 부

록에 수록하 다. IP-2-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와 뚜껑수직낙하를 실시한 이

후에 충돌면에 위치한 모서리쇠와 각관 등의 변형이 심할 경우, 수평낙하시험을 실

시하기 이전에 모서리쇠와 변형된 각관 등을 교체하여 수평낙하시험을 실시한다. 

IP-2-a형 운반용기 낙하시험에서 취득할 변형률과 가속도의 취득을 위한 가속도계

와 스트레인게이지의 부착위치는 그림 2.1.3-2와 같다.

  IP-2-b형 운반용기는 측면수평낙하와 측면경사낙하를 실시한다. 수평낙하 및 경

사낙하 시의 충돌면을 반대로 하여 1차 측면수평낙하시험에 의한 측면경사낙하시험

의 향이 없도록 하 다. IP-2-b형 운반용기 낙하시험 및 관통시험에서 취득할 

변형률과 가속도의 취득을 위한 가속도계와 스트레인게이지의 부착위치는 그림 

2.1.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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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1.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낙하예비시험모델

그림 2.1.3-2. IP-2-a형 운반용기의 스트레인게이지와 가속도계의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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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 IP-2-b형 운반용기의 스트레인게이지와 가속도계 부착 위치

  나. 시험장치준비

  구조시험에 대한 측정계통도는 그림 2.1.3-4에 나타내었다. 구조시험을 위한 낙

하설비를 이용하여 운반용기 시험모델을 일정한 높이까지 인양하여 낙하타겟에 자

유낙하 한다. 운반용기 시험모델은 변형률, 가속도 및 볼트 인장력을 측정하기 위하

여 스트레인 게이지, 가속도계 및 힘 센서를 부착한다. 이러한 센서로부터 구조시험

을 실시하는 도중에 데이터를 취득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 취득/저장 시스템으로 구

성되어있다. IP-2형 운반용기의 낙하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 전후의 운반용기의 제

원을 측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 전후의 차폐체의 두께를 초음파 두께 측정공구

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운반용기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볼트의 풀림토르크를 측

정하고, 내용물의 분산 및 유실이 없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뚜껑과 본체사이

의 간극을 시험 전후에 측정한다.

    1) 낙하설비

  낙하시험, 관통시험 및 파열시험을 위한 낙하시험 설비가 그림 2.1.3-5와 같이 

준비되어 있다. 낙하타워는 H-beam truss구조의 구조물로 crane hook와 타겟의 

높이가 15 m이며, 하부 8m×8m, 상부 4m×4m의 구조로 되어 있다. 낙하타겟은 

강판 및 철근 강화 콘크리트의 구조로 강판 4m×4m×0.1m, 철근강화콘크리트 

5m×5m×1.5m의 구조로 중량이 103톤이 있다. 인양중량이 10톤인 주크레인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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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 용량의 보조크레인이 부착되어있다. 추가로 10톤의 운반용기를 회전하기 위한 

보조기구로써 5톤 체인호이스트를 준비하 다. 자유낙하를 위한 Release 

Mechanism은 Opening Tung Type의 구조에 전기로 제어하는 유압으로 작동된다. 

그림 2.1.3-4. 구조시험을 위한 측정계통도

그림 2.1.3-5. 낙하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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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데이터 취득 및 저장 시스템

  그림 2.1.3-6은 데이터 취득/저장 시스템이다. NI사의 PXI 시스템으로 14개의 

변형률과 가속도와 볼트인장력을 16개씩 취득할 수 있다. 그림 2.1.3-7는 데이터 

취득/저장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PXI-1045의 18-slot chassis에 로컬제어를 위한 

Windows XP 기반의 2.2GHz processor와 1GB의 DDR RAM를 가진 PXI-8186 

embedded controller가 탑재되어 변형률 취득을 위한 모듈인 PXI- 4220(7개 모

듈, 총 14채널)과 가속도 및 볼트 인장력 취득을 위한 PXI-4472B 모듈(2개 모듈, 

총 16채널)을 이용하여 변형률 및 가속도를 취득한다. 원격제어를 위하여 

PCG-GRT40ZLP 모델이 Ethernet으로 연결된다. PXI- 4220 모듈은 2채널의 변

형률증폭/취득모듈(strain gauge amplifier/ conditioner module)로 채널당 

200KHz의 저장이 가능하며 PXI- 4472B 모듈은 24bit 해상도에 110dB 동적범위

에서 102.4kS/s의 최대 sampling rate을 갖는다. 이러한 측정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하여 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시험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그림 2.1.3-8와 같은 데이터의 취득 및 

저장을 위한 부분과 그림 2.1.3-9과 같은 저장된 데이터를 충돌시간동안의 데이터

만을 추출하거나 주파수 분석 및 필터링 등을 실시하는 분석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데이터의 취득 및 저장을 위한 부분은 다시 데이터의 취득 및 저장을 위한 센서에 

대한 변수와 저장파일 이름과 같은 기타 각종 변수들의 셋업을 위한 부분, 취득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변형률, 가속도 및 볼트 인장력 측정

을 위한 절차서는 부록에 수록하 다. 변형률 및 가속도의 측정을 통하여 중요부위

의 가속도 및 변형률의 결과를 취득하고 이를 구조해석의 결과와 비교분석한다. 

그림 2.1.3-6. 데이터 취득/저장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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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7. 데이터 취득/저장을 위한 PXI 측정시스템의 개념도

그림 2.1.3-8. 시험 제어 프로그램에서데이터의 취득 및 저장을 위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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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9. 시험제어 프로그램에서 해석을 위한 부분

   3) 데이터 취득을 위한 센서

  사용하는 가속도계는 PCB PIEZOTRONICS사의 350B03과 350B04 모델이다. 

350B03은 민감도(sensitivity)가 0.05mV/g이며, 0.4Hz~10kHz의 주파수 범위에서 

±10,000 g까지 측정 가능한 무게 4.4g의 티타늄재질로 되어있다. 350B04는 민감

도(sensitivity)가 0.10mV/g이고 측정 범위가 5000 g까지이며 다른 사양은 

350B03과 동일하다. 

  스트레인게이지는 Vishay Micro- Measurement사의 CEA-06-125UW-350 모

델로 단축의 정적 및 동적해석에 사용되며 게이지길이가 3.19mm, 전체길이가 

8.25mm인 탄소강용 센서이다. 

  힘 센서인 PCB사의 Model 206C는 민감도(sensitivity)가 12.5 mV/kN으로 압축

력의 측정범위는 355.86 kN이며 최대 정적하중은 400 kN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최대 주파수 범위는 40 kHz이며 무게는 155 g이다. 

  4) 시험모델의 낙하고정을 위한 시험장치

  IP-2형 및 A형 운반용기의 수직낙하를 위한 시험모델의 낙하를 위하여 Tape형

식으로 5톤 용량 3m 인양밸트 4개를 일체형으로 하여 인양하여 낙하시킨다. 뚜껑

수직낙하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델을 180°회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행정이 7m이상인 5톤 용량의 체인블록이 필요하다. 7m의 행정을 위하여서는 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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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체인호이스트가 요구되며 이를 고정하기 위한 구조가 필요하다. 또한 길이가 다

른 인양밸트가 요구된다. 낙하를 위한 인양밸트는 바닥수직낙하시험에서 사용한 인

양밸트와 동일한 것으로 하다. 수평낙하를 위하여서는 시험모델을 90°회전하여야 

한다. IP-2-b형 운반용기의 측면 수평낙하와 측면 경사낙하시험을 위하여서도 시

험모델을 90°회전과 180°회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IP-2-a형 운반용기 

시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동식 체인호이스트를 이용한다. 이러한 인양 및 취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취급장비가 요구된다.

  - 체인블럭(5톤 용량으로 행정이 7m 이상이며 7m 높이에서 취급이 가능할 것) 

  - 3m의 Tape형식의 4개 일체형(각각은 5톤 용량) - 1개

  - 6m, 7m의 Tape형식(5톤 용량) - 각각 2개

  - 4m의 Tape형식(5톤 용량)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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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형 운반용기 구조 안전성 시험

  가. 소형예비시험 모델의 예비시험

    1) 낙하시험

  예비시험모델의 총중량은 97.90 kg이고 뚜껑의 중량은 21.82 kg이다. 운반용기

에서 사용될 인양 및 결속에 사용될 모서리쇠가 낙하충격에서 1차적으로 충격을 받

도록 하는 것과 유사하게 예비시험모델에서도 각 모서리에 인양을 위한 구조를 튼

튼하게 만들어 1차 충격을 먼저 받도록 돌출되게 부착하 다. 또한 상부와 하부의 

각 변에 각관을 설치하여 운반용기의 각 변에 낙하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각관을 모

델화 하 다. 체결된 볼트의 크기는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사용될 M24이며 상

부에 8개를 사용하여 뚜껑을 체결하 다. 8개의 볼트 중에서 각 변에 하나씩 4개의 

볼트에는 힘센서를 부착하여 낙하충격 시에 볼트의 인장력을 측정하 다. 그림 

2.1.4-1은 IP-2형 및 A형 운반용기 낙하예비시험모델에 힘센서 및 볼트의 부착에 

대한 그림으로 볼트(Bolt 1, Bolt 2 등) 및 힘센서(Force 1, Force 2)에 대한 번호

와 낙하방향을 보여준다. 볼트에 대한 번호순으로 볼트를 체결하 고 그 역순으로 

볼트를 풀었다. 

  낙하충격에 의한 볼트체결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낙하 전후에 볼트의 체결

토르크와 풀림토르크를 측정하 다. 이러한 체결토르크와 풀림토르크의 차이가 낙

하충격에 의한 볼트체결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낙하충격이 없는 경우의 

볼트체결토르크와 볼트풀림토르크를 알아보았다. 그림 2.1.4-1에서 보여주는 볼트

에 대한 번호에 따라서 대칭되는 위치에 대하여 교차하여 8개의 볼트를 순서대로 

체결하면서 체결토르크를 측정하고 역순으로 볼트의 풀림토르크를 측정하 다. 체

결토르크는 30, 50, 80 N m 이상의 세 가지 체결토르크에 대하여 고려하 다. 또

한 평워셔와 스프링워셔에 대한 향을 알아보았다. 표 2.1.4-1은 평균 체결토르크 

및 풀림토르크와 그 차이를 나타낸다. 체결토르크와 풀림토르크의 차이는 워셔가 

없는 경우 가장 적으며 스프링워셔를 사용한 경우 가장 크다. 또한 체결토르크가 

큰 경우에는 체결토르크와 풀림토르크의 차이가 더 크다. 체결시의 플랜지와 워셔

가 받는 탄성응력의 회복이 풀림토르크의 감소로 나타난다. 탄성응력이 발생되는 

플랜지, 워셔의 유무 및 체결토르크의 양에 따라서 체결토르크와 풀림토르크의 차

이가 변한다. 낙하충격의 전후에 측정된 체결토르크와 풀림토르크의 차이가 낙하충

격에 의한 볼트 체결력의 차이에 체결시의 볼트체결토르크와 볼트풀림토르크의 차

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낙하충격에 의한 볼트체결력의 차이는 볼트체결에 따른 

토르크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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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4-1. 낙하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토르크와 풀림토르크의 차이

조건
체결토르크

(N m)
풀림토르크

(N m)
차이

(N m)

워셔가 없는 경우

31.26 26.40 4.86 

51.24 43.24 8.00 

82.36 65.58 16.79 

평워셔를 사용한 경우

30.60 24.81 5.79 

50.94 40.19 10.75 

81.34 66.18 15.16 

스프링워셔를 사용한 경우

30.74 21.34 9.40 

51.05 37.95 13.10 

81.96 60.11 21.85

 
  낙하예비시험 모델을 릴리스장치에 고정하여 0.9 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켰다. 낙

하방향은 그림 2.1.4-2와 같이 총 7개 방향으로 바닥수직낙하, 뚜껑수직낙하, 수평

낙하, 바닥수직경사낙하, 바닥전단경사낙하, 뚜껑수직경사낙하, 뚜껑전단경사낙하이

다. 수직낙하는 낙하충격방향과 볼트의 인장방향이 동일하다. 수평낙하는 낙하충격

방향과 볼트의 전단방향이 동일하다. 수직경사낙하는 1차 충격 이후 2차 충격방향

이 볼트의 인장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의 낙하를 의미하며 전단경사낙하는 1차 충

격 이후 2차 충격방향이 볼트의 전단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의 낙하를 의미한다. 

수평낙하 및 모든 경사낙하는 그림 2.1.4-1에서 보여주는 힘센서와 볼트의 위치에 

대한 방향으로 낙하하 다. 

Bolt Bolt 

Bolt 

Bolt 

Bolt Bolt 

Bolt 

Bolt 

Force 1

Force 2

Force 3

Force 4

수평낙하 등 측면충격방향

그림 2.1.4-1. 힘센서 및 볼트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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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2. 예비시험모델의 낙하방향

    2) 볼트 인장력

  그림 2.1.4-3은 힘센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낙하충격에서의 볼트인장력의 변화를 

나타낸다. 수직낙하에서 돌출된 4개의 모서리쇠가 동시에 낙하충격을 받으면 모든 

힘센서가 유사한 볼트인장력의 변화를 보여야 하지만 실제로 4개의 모서리가 다르

게 낙하 충격을 받아서 약간 차이를 보인다. 그림은 낙하충격 시에 대한 변화로 힘

센서의 대부분의 값이 낙하충격시의 큰 값의 진폭을 가진 낙하충격에 의한 변화와 

함께 평균값이 뚜껑수직낙하시험에 대하여 최대 약 20 kN의 압축력에 대하여 작은 

진폭의 볼트인장력의 변화를 보인다. 이는 볼트인장력의 감소를 의미한다. 뚜껑방향

으로의 수직낙하와 경사낙하의 경우에는 이러한 볼트인장력의 감소가 크다. 바닥수

직낙하의 경우 볼트 인장력의 최대값이 가장 작으며 뚜껑수직낙하의 경우 가장 큰 

최대값을 보인다. 표 2.1.4-2는 낙하방향에 따른 볼트인장력의 최대값 및 최소값을 

보여준다. 뚜껑수직낙하시험에서 최대 볼트인장력의 증가인 18.5 kN을 보 으며 

24.3 kN의 최대 볼트인장력의 감소를 보 다. 수평낙하시험에서 볼트인장력의 최

대 증가는 낙하충격면에 가까운 Force 1번 힘센서에서 나타나며 경사낙하시험에서

는 낙하충격면의 옆면에서 발생하 다. 이와 같이 힘센서를 이용하여 순간적인 동

적 볼트인장력의 변화가 측정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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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2 낙하조건에 따른 볼트인장력의 최대값 및 최소값
Bolt tension [kN] Force 1 Force 2 Force 3 Force 4 Average

Bottom-vertical drop
최소 -7.4 -5.9 -7.4 -8.7 -7.4 

최대 2.0 3.1 3.9 5.0 3.5 

Lid-vertical drop
최소 -20.6 -14.3 -24.3 -20.2 -19.9 

최대 11.7 18.5 8.8 0.1 9.8 

Horizontal drop
최소 -7.7 -9.8 -8.4 -4.4 -7.6 

최대 15.4 2.8 7.1 13.6 9.7 

Bottom-normal-Corner drop
최소 -5.1 -2.7 -3.1 -2.3 -3.3 

최대 1.8 1.9 2.5 9.7 4.0 

Bottom-shear-Corner drop
최소 -3.8 -10.2 -4.2 -5.9 -6.0 

최대 4.4 1.7 2.8 9.6 4.6 

Lid-normal-Corner drop
최소 -6.6 -8.6 -4.4 -9.8 -7.4 

최대 8.5 3.9 11.6 12.8 9.2 

Lid-shear-Corner drop
최소 -14.4 -4.2 -1.3 -14.8 -8.7 

최대 9.9 12.5 14.3 14.8 12.9 

(a) 바닥수직낙하                          (b) 뚜껑수직낙하

(c) 수평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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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바닥수직경사낙하                (e) 바닥전단경사낙하

(f) 뚜껑수직경사낙하               (g) 뚜껑전단경사낙하
그림 2.1.4-3. 힘센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볼트 인장력

    3) 볼트 체결력

  표 2.1.4-3은 낙하충격 전후의 볼트체결토르크와 볼트풀림토르크의 차이를 나타

낸다. 체결토르크는 80 N m 이상으로 하 으며 최대 체결토르크는 99 N m이다. 

평균체결토르크는 84.2∼88.04 N m이다. 수직낙하에서 볼트에 대하 체결토르크가 

각각 다르고 또한 낙하 시의 미세한 각도의 차이에 의한 낙하충격량의 차이로 풀림 

토르크의 차이가 크다. 경사낙하시험에서 낙하충격에 의하여 타격면에 반대쪽에 있

는 볼트 4와 볼트 8번의 볼트체결력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적다. 평워셔를 사용하여 

80 N m 정도의 체결토르크를 사용하여 체결하 으므로 낙하충격이 아닌 탄성회복

에 의한 풀림토르크의 변화는 약 15.16 N m이다. 뚜껑수직낙하에 의한 풀림토르크

의 변화가 가장 큰 48.17(63.33-15.16) N m이며 바닥수직경사낙하에 의한 풀림토

르크의 변화가 가장 적은 1.63 N m이다. 바닥수직낙하와 수평낙하의 낙하전후의 

토르크의 차이는 유사하지만 뚜껑수직낙하의 경우 매우 낮은 풀림토르크에 의하여 

볼트가 풀렸다. 뚜껑수직낙하의 경우 낙하충격에 의하여 볼트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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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체결력이 거의 없어졌다. 경사낙하시험에서도 바닥쪽으로 수직경사낙하 또는 

전단경사낙하를 실시한 경우에는 볼트체결력의 손실이 적지만 뚜껑방향으로의 수직

경사낙하 또는 전단경사낙하의 경우에는 볼트체결력의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다. 볼

트의 체결력은 경사낙하나 수평낙하보다는 뚜껑방향낙하에서 가장 큰 손실을 보

다.

  바닥수직낙하충격에서 Bolt 5번의 토르크의 변화가 35.15 N m로 가장 크다. 그

림 2.1.4-3의 볼트인장력의 변화에서 Bolt 5번에 해당되는 Force 4번 힘센서에서

의 1차 충격이후에 안정화된 볼트인장력이 -5 kN으로 가장 크다. 안정화된 볼트 

인장력이 가장 큰 뚜껑수직낙하에서 풀림토르크의 가장 큰 변화를 보여준다. 풀림

토르크의 변화가 가장 적은 바닥수직경사낙하에서 낙하충격이후에 안정화된 값이 

가장 작다. 즉 안정화된 볼트인장력의 크기가 볼트체결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표 2.1.4-3. 낙하충격 전후의 볼트체결토르크와 볼트풀림토르크의 차이
바닥수직 낙하 뚜껑수직 낙하 수평낙하

Bolt 1 37.1 79.5 32.6

Bolt 2 34.7 63.4 33.4

Bolt 3 50.4 78.9 23.8

Bolt 4 6.9 38.5 26.5

Bolt 5 50.3 63.8 56.7

Bolt 6 31.3 55.3 23.5

Bolt 7 27.5 68.9 24.8

Bolt 8 26.2 58.3 27.9

평균 33.05 63.33 31.15

  나. IP-2-a형 운반용기 낙하시험

  IP-2-a형 운반용기 시험모델을 바닥수직낙하, 뚜껑수직낙하 및 수평낙하를 실시

하 다. 스트레인게이지를 본체와 뚜껑부위에 14개 부착하 다. 또한 각 낙하방향

에 대하여 각각 12개의 가속도계를 부착하 으며 네모서리의 가운데 볼트에 4개의 

힘센서를 부착하 다. 이러한 위치에서의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케이블을 각 시

험에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시험모델의 일부에 케이블통로를 만들었다. 그림 

2.1.4-4은 IP-2-a형 운반용기 시험모델의 센서의 위치를 나타낸다. 볼트는 20 kg․

m의 토르크로 그림 2.1.4-5과 같은 순서로 체결한 후 전체 볼트를 한차례 더 체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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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4. IP-2-a형 운반용기의 시험모델에 부착된 스트레인게이지와 

힘센서의 부착 위치와 바닥수직낙하시험을 위한 가속도계 부착위치

그림 2.1.4-5. IP-2-a형 운반용기 시험모델의 볼트 체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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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바닥수직낙하시험

  그림 2.1.4-6과 같이 바닥수직낙하를 실시하 다. 낙하높이는 0.9m로 가속도계

를 이용하여 14개 중에 12개 위치에 대하여 가속도를 측정되었으며, 스트레인게이

지를 이용하여 14개 위치에서 13개의 위치에 대하여 변형률을 측정하 다. 또한 

힘 센서를 통한 볼트 인장력을 4개 위치에서 측정하 다. 낙하 이후에 4기둥의 각

관이 그림 2.1.4-7과 같이 변형이 발생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변형이 매우 작았

다. 이러한 각관의 변형에 따라 시험모델의 높이가 평균 2.3 mm 작아졌다. 또한 4

기둥의 각관의 높이가 약 4.8 mm 정도 작아졌다. 그 외의 길이는 거의 차이가 없

었다. 4개의 기둥에서 하나의 기둥의 변형은 상대적으로 작다. 즉, 시험 중에 바람

이나 Release 장치의 작동하는 힘에 의하여 시험모델의 낙하시에 기울어져서 네 

모서리쇠에 고르게 충격을 받지 않았다. 볼트의 풀림토르크를 측정하 다. 풀림토르

크가 거의 없어서 손으로 풀릴 정도로 느슨해진 볼트의 개수가 약 1/3정도이며 최

대 풀림토르크는 153 N∙m, 평균 풀림토르크는 57 N∙m이다. 많은 볼트가 손으로 

풀리지만 최대 153 N․m 만큼의 토르크로 풀어야 풀리는 볼트도 있기 때문에 뚜껑

의 열림 등은 없었다. 시험 전후에 뚜껑부위 단차의 변화는 6.24 mm에서 6.17mm

로 측정오차정도의 0.07mm의 감소를 보 다. 시험전후의 플랜지의 간극을 측정하

다. 그 결과 2.79 mm에서 3.55 mm로 약 0.76 mm 정도의 간극이 증가하 다.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고무가스켓이 존재하여 실제 측정된 간극은 플랜지와 플랜

지 사이의 간극이 아니라 플랜지보호를 위한 각관의 간극으로 측정오차와 함께 약

간의 변형으로 증가하 다. 실제 플랜지와 플랜지의 간극이 아닌 각관의 간극조차

도 시험 후의 뚜껑의 단차인 6.17 mm에 비하여 더 작은 값으로 운반내용물의 분

산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내부지지구조물의 변형은 거의 없었으

며 그림 2.1.4-8과 같이 내부 드럼의 바닥면에 약간의 찌그러짐이 보 다.

그림 2.1.4-6. IP-2-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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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7. 낙하충격에 의한 기둥 각관의 변형

그림 2.1.4-8. IP-2-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시험에서 드럼의 찌그러짐

  그림 2.1.4-9는 취득한 변형률의 원래데이터와 600Hz의 Lowpass Filtering를 한 
결과이다. 바닥면인 S2 지점에서 최대 535 με의 변형률을 보인다. 또한 -440 με의 
최소 변형률을 뚜껑인 S13위치에서 보인다. 이는 충격에 의하여 굽힘에 의하여 아
래로 볼록해 짐으로써 바닥쪽에선 +의 인장이 뚜껑의 상부에서는 -의 압축응력이 
크게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S13의 위치는 운반용기의 중앙부에서도 격자 
구조나 지게발 등의 각관 구조가 없는 부분으로 굽힘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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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S5와 S9는 긴 모서리의 옆면의 바닥에서 높이 650 mm의 위치로 그 경향이 
매우 유사하다. 또한 S6과 S10, S7과 S11도 바닥에서의 높이가 유사하여 그 크기
는 각 모서리쇠에서의 충격이 고르지 못하여 절대값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림 2.1.4-10은 취득한 가속도의 원래데이터와 600Hz의 Lowpass Filtering를 
한 결과이다. 가운데 각관이 구분되는 구획의 가운데에서도 A7지점에서 가장 큰 
333 g의 가속도를 보인다. 중심에서 대칭인 A3과 A4의 값이나 경향이 매우 비슷
하지만 유사한 위치의 A5와 A7의 값과 경향은 매우 다른 값을 보인다. 또한 A9에
서의 가속도가 A10에서의 가속도에 비하여 더 큰 값을 보이고 A11 위치에서의 가
속도가 A12 위치에서의 가속도에 비하여 더 큰 값을 보인다. 즉, 시험에서 A3과 
A4 부근의 두 모서리쇠는 거의 동시에 충격을 받았지만 다른 모서리쇠는 서로 다
른 시간에 충격을 받으므로 대칭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그림 2.1.4-9. 각 위치에서의 변형률의 원래데이터와 600Hz의 Lowpass Filtering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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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0. 각 위치에서의 가속도의 원래데이터와 600Hz의 Lowpass Filtering 
결과

  그림 2.1.4-11은 취득한 볼트 힘의 원래데이터와 600Hz의 Lowpass Filtering를 

한 결과이다. F1점에서의 0.035초 부근에서의 데이터는 노이즈로 생각되고 이는 

600Hz의 Lowpass Filtering을 한 결과에서 값이 사라진다. F1과 F2는 짧은 모서

리의 가운데 볼트에서의 볼트 힘을 나타내고 F3과 F4는 긴 길이의 모서리의 가운

데 볼트에서의 볼트 힘을 나타낸다. 긴 길이의 모서리에서 볼트 힘이 더 크며 최대 

볼트 힘은 F4의 위치에서 265 kN이다. 가장 큰 볼트 힘을 보이는 F4 위치의 부근

인 A10의 위치에서의 가속도는 더 작은 볼트 힘을 보이는 F2 및 F3 위치 부근의 

A5 및 A9 위치에서의 가속도보다 더 작다. 제일 작은 볼트 힘이 나타나는 F1 위

치 부근인 A6의 위치에서의 가속도도 더 작다. 

  그림 2.1.4-12은 S5와 S9 위치에서의 변형률과 A3와 A4 위치에서의 가속도에 

대하여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해석결과에서 최대 변형률은 540 

με이며 시험결과에서 최대 변형률은 220과 340 με이다. 해석결과에서 최대 가속도

는 340 g이며 시험결과에서 최대 변형률은 250 g이다. 이러한 해석결과와 시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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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1. 각 위치에서의 볼트 힘의 원래데이터와 600Hz의 Lowpass 

Filtering 결과

그림  2.1.4-12. IP-2-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조건에 대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

과의 차이는 낙하시험에서 약간의 기울어짐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2.1.4-1] 해

석 결과가 시험 결과에 비하여 더 큰 값을 가지므로 해석 결과는 시험결과에 비하

여 보수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2) 뚜껑수직낙하시험

  그림 2.1.4-13과 같이 바닥수직낙하를 실시하 다. 낙하높이는 0.9m로 가속도계

를 이용하여 12개 위치에 대하여 가속도를 측정되었으며,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하

여 14개의 위치에 대하여 변형률을 측정하 다. 또한 힘 센서를 통한 볼트 인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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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4개 위치에서 측정하 다. 낙하 이후에 4기둥의 각관이 그림 2.1.4-14와 같이 

변형이 발생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변형이 매우 작았다. 이러한 각관의 변형에 

따라 시험모델의 높이가 평균 0.8 mm 작아졌다. 또한 4기둥의 각관의 높이가 최대 

8 mm 감소하 고 평균 4.8 mm 작아졌다. 그 외의 길이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4

개의 기둥에서 하나의 기둥의 변형은 상대적으로 작다. 

 내부 드럼의 상부가 뚜껑수직낙하시험에 의하여 그림 2.1.4-15와 찌그러짐이 발

생하 다. 유관으로 관측한 결과 드럼의 찌그러짐이 바닥수직낙하시험에 비하여 큰 

것으로 보인다.

  볼트의 풀림토르크를 측정하 다. 풀림토르크가 거의 없어서 손으로 풀릴 정도로 

느슨해진 볼트는 없었으며 최대 풀림토르크 및 최소 풀림토르크는 260.5 N∙m 및 

56 N∙m이고, 평균 풀림토르크는 162.57 N∙m이다. 즉, 충분한 볼트의 결속력을 가

지고 있어서 운반내용물의 유출 등은 없다.

  시험 전후에 뚜껑부위 단차의 변화는 측정오차에 정도의 오차를 보 다. 시험전

후의 플랜지의 간극을 측정하 다. 그 결과 2.99 mm에서 3.44 mm로 약 0.45 mm 

정도의 간극이 증가하 다.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에 고무가스켓이 존재하여 실제 

측정된 간극은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의 간극이 아니라 플랜지보호를 위한 각관의 

간극으로 측정오차와 함께 약간의 변형으로 증가하 다. 실제 플랜지와 플랜지의 

간극이 아닌 각관의 간극조차도 시험 후의 뚜껑의 단차인 6.17 mm에 비하여 더 

작은 값으로 운반내용물의 분산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4-13. IP-2-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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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4 IP-2-a형 뚜껑수직낙하시험에 의한 상부모서리쇠 부근 각관의 
찌그러짐

  

그림 2.1.4-15 IP-2-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시험에 의한 내부 드럼의 상부의 

찌그럼짐

 3) 수평낙하시험

  그림 2.1.4-16과 같이 수평낙하를 실시하 다. 낙하높이는 0.9m로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12개 위치에 대하여 가속도를 측정되었으며,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하여 

14개 위치에 대하여 변형률을 측정하 다. 또한 힘 센서를 통한 볼트 인장력을 3개 

위치에서 측정하 다. 낙하 이후에 4기둥의 각관이 그림 2.1.4-17과 같이 변형이 

발생하고 모서리쇠가 뚜껑 차페체를 약 1 mm 정도 함몰시켰다. 그 이외의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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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형이 매우 작았다. 이러한 각관의 변형에 따라 시험모델의 높이가 평균 15 

mm 작아졌다. 또한 상부 각관의 길이가 최대 24 mm 정도 작아졌다. 또한 하부각

관의 높이도 최대 16 mm 감소하고 뚜껑의 각관도 최대 18 mm의 감소를 보 다. 

볼트의 풀림토르크를 측정하 다. 모든 볼트는 파손이 없었으며 충분한 체결력을 

가지고 있었다. 최대 풀림토르크는 427.5 N∙m, 평균 풀림토르크는 244.4 N∙m이다. 

그러므로 볼트의 파손이나 풀림에 의한 방사성내용물의 분산 및 유실은 없었다. 시

험전후의 플랜지의 간극을 측정하 다. 낙하 충격면에서의 각관의 찌그러짐으로 인

하여 간극이 벌어졌다. 이는 각관의 간극으로 차페용기의 뚜껑과 본체의 간극은 아

니지만 그 크기의 증가는 3.7 mm로 뚜껑에 존재하는 단차인 5 mm 이하로 안전함

을 보인다.

그림 2.1.4-16. IP-2-a형 운반용기의 수평낙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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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7. IP-2-a형 운반용기의 수평낙하시험에 의한 모서리쇠의 변형

  다. IP-2-b형 운반용기 낙하시험

  IP-2-b형 운반용기 시험모델을 수평낙하, 측면경사낙하시험을 실시하였다. 스트

레인게이지를 본체와 뚜껑부위에 14개 부착하였다. 또한 각 낙하방향에 대하여 각

각 12개의 가속도계를 부착하였으며 충격면과 반대면, 옆면의 가운데 볼트에 총 3

개의 힘센서를 부착하였다. 이러한 위치에서의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케이블을 

각 시험에서 손상을 막기 위하여 시험모델의 일부에 케이블통로를 만들었다. 볼트

는 20 kg․m의 토르크로 그림2.1.4-18과 같은 순서로 체결한 후 전체 볼트를 한차

례 더 체결하였다. 

    1) 수평낙하시험

  그림 2.1.4-19과 같이 IP-2-b형 운반용기의 수평낙하시험을 실시하 다. 낙하높

이는 0.9 m이며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11개 위치에 대하여 가속도를 측정하 으며,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하여 14개의 위치에 대하여 변형률을 측정하 다. 또한 힘 

센서를 통하여 충격면과 반대면, 옆면의 가운데 볼트에서 총 3개의 볼트 인장력을 

측정하 다. 낙하 이후에 4기둥의 각관이 그림 2.1.4-20과 같이 변형이 발생하고 

모서리쇠가 그 이외의 곳에서는 변형이 매우 작았다. 낙하충격방향으로 플랜지 부

분의 본체와 뚜껑 각관이 평균 10.7 mm, 최대 15 mm 변형되었다. 모서리쇠의 변

형를 포함해서 전체 용기의 변형은 최대 20 mm 변형되었다. 뚜껑의 낙하방향에 

대한 폭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낙하충격면과 옆면의 낙하충격면 근처의 차폐체 

두께를 시험 전후에 측정하 다. 최대 0.16 mm정도의 차폐체 두께의 증가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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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평균 0.02 mm의 측정오차 정도의 변형만이 존재하 다. 

  볼트의 풀림토르크를 측정하 다. 수평낙하는 볼트의 인장력에 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IP-2-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와 뚜껑수직낙하에서와 같이 볼트의 풀

림토르크의 감소가 없었다. 대부분의 볼트에서 많은 체결력을 가지고 있었다. 최대 

풀림토르크 및 최소 풀림토르크는 414.5 N∙m 및 168.5 N∙m이고, 평균 풀림토르크

는 269.5 N∙m이다. 즉, 충분한 볼트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운반내용물의 유출 

등은 없다.

 시험전후의 플랜지의 간극을 측정하 다. 모서리쇠 부근에서는 간격이 최대 9 mm 

정도까지 발생하 다. 또한 모서리쇠와 뚜껑과의 간격도 변형에 의하여 최대 10 

mm 정도까지 간극이 늘어났다. 또한 낙하방향의 중간부분에서 약 5 mm 정도의 

간극의 증가가 있어서 최종 간극은 최대 12 mm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간

극은 플랜지를 보호하는 각관의 변형으로 뚜껑 플랜지와 본체 플랜지 사이는 고무 

가스켓에 의하여 간극이 없었다. 그러므로 운반내용물의 분산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1.4-18. IP-2-b형 운반용기의 볼트 체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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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9. IP-2-b형 운반용기의 수평낙하시험

  

그림 2.1.4-20. IP-2-b형 운반용기의 수평낙하시험에 의한 모서리쇠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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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측면경사낙하시험

  그림 2.1.4-21과 같이 IP-2-b형 운반용기의 측면경사낙하시험을 실시하 다. 낙

하높이는 0.9 m이며 경사각도는 20도이다.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12개 위치에 대하

여 가속도를 측정되었으며,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하여 14개의 위치에 대하여 변형

률을 측정하 다. 또한 힘 센서를 통하여 충격면과 반대면, 옆면의 가운데 볼트에서 

총 3개의 볼트 인장력을 측정하 다. 낙하 이후에 낙하충격면의 바닥쪽 모서리쇠 

부근과 뚜껑쪽에서 그림 2.1.4-22와 같이 변형이 발생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변

형이 매우 작았다. 특히 바닥의 모서리쇠는 회전하면서 인접한 각관의 큰 변형을 

가져왔다. 바닥의 낙하방향으로의 각관은 약 24 mm 정도 길이가 감소하 다.  

  볼트의 풀림토르크를 측정하 다. 수평낙하에서와 마찬가지로 볼트의 풀림이 거

의 없었다. 최대 풀림토르크 및 최소 풀림토르크는 435 N∙m 및 258.5 N∙m이고, 

평균 풀림토르크는 337.8 N∙m이다. 수평낙하해석에서 보다 더 큰 풀림토르크를 주

어야 볼트가 풀린다. 그러므로 경사낙하의 경우 수평낙하조건에 비하여 볼트의 건

전성에는 더 좋다. 충분한 볼트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운반내용물의 유출 등은 

없다.

  시험전후의 플랜지의 간극을 측정하 다. 그 결과 평균 6.41 mm에서 6.64 mm

로 약 0.23 mm 정도의 간극이 증가하 다. 1차 충격에 의한 향이 더 크고 2차 

충격에 의한 햐이 더 작아서 바닥에서 많은 에너지의 흡수를 하므로 뚜껑 플랜지

에는 향이 적다. 각관의 변형으로 뚜껑 플랜지와 본체 플랜지 사이는 고무 가스

켓에 의하여 간극이 없었다. 그러므로 운반내용물의 분산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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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21. IP-2-b형 운반용기의 바닥경사낙하시험

  

그림 2.1.4-22. IP-2-b형 운반용기의 바닥경사낙하시험에 의한 모서리쇠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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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A형 운반용기 안전성 해석 및 시험

1. A형 운반용기 주요구조 및 크기

  LAS와 SCO로 분류되지 않는 방사능 한도량 A값 이내의 방사성물질 DOT-17H 

드럼(직경 620mm X 높이 890mm)을 운반한다. 운반하는 드럼의 개수는 4개(2X2)

로 50 mm 두께의 철판을 이용하여 차폐한다. A형 운반용기의 내부크기는 

1,540mm X 1,540mm X 910mm이며 차폐체의 외부크기는 1,640mm X 1,640mm 

X 1,010mm이다. IP-2형 운반용기와 동일하게 모서리쇠, Fork-Lift Pocket, 각관

을 이용하여 구조재와 적층, 인양,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 다. 적재중량은 1.6톤으

로 총중량은 6.96톤이다.

  A형 운반용기의 차폐체와 모서리쇠, Fork-Lift Pocket 등을 적용하고 볼트를 이

용한 뚜껑의 결속 등을 그림 2.2.1-1과 같이 개념설계 하 다. 드럼간의 간격은 내

부 지지구조물을 이용하여 유지하도록 하 다. IP-2형 운반용기와 동일하게 운용한

다.

그림 2.2.1-1. A형 운반용기의 설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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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형 운반용기 구조 안전성 해석

  가. 낙하해석

    1) 바닥수직낙하 해석결과

  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칭성을 고려하여 그림 

2.2.2-1과 같이 1/4 모델을 만들었다. IP-2-b형 운반용기와 차폐체의 두께를 80 

mm에서 50 mm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모델링하 고 구속 및 접촉조건

은 동일하다. 모서리쇠와 각관 등의 모델링도 유사하며 사용된 요소의 종류 및 해

석 소프트웨어도 동일하다. 요소의 개수는 27,503개이며 절점의 수는 40,749개이

다. 사용된 재료물성치는 IP-2-b형 운반용기와 동일하며 경계조건도 유사하게 적

용하 다. 에너지선도가 안정화가 되는 10 msec동안 해석하 다.

  그림 2.2.2-2는 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선도와 반력선도

를 나타낸다. 모델의 중량이 1.73 톤으로 낙하높이 0.9 m에 해당하는 15.3 kJ과 

유사한 최대 초기 운동에너지 15.3 kJ을 보인다. 1.27 kJ의 최대 탄성에너지에 비

하여 약 9배인 11.6 kJ의 최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소성에

너지가 많다는 것은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부적인 위치에

서의 에너지의 흡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운동에너지 15.86 kJ에 대하여 

소성에너지는 약 76%로써 모서리쇠와 각관의 변형에 따른 소성에너지가 전체 에너

그림 2.2.2-1. 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을 위한 1/4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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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각관 등이 낙하충격에 대하여 

완충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반력선도에서 초기 충격에 의하여 1 MN의 반력을 보

이다가 2 msec에서 반력이 증가하다가 3.35 msec에서 5.4 MN의 최대 반력을 보

인다. 이는 초기에 모서리쇠의 변형에 의하여 에너지를 흡수하다가 약 2 msec에서 

본체 등의 변형에 의하여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반력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는 에너지 선도에서 에너지의 변화률이 약 2 msec이후에 변화하는 것과 같은 맥락

으로 보인다. 그리고 약 5 msec에서 반력은 0이 된다.

  그림 2.2.2-3은 차폐체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와 본체와 뚜껑의 최대 Tresca 응력 선도를 나타낸다. 뚜껑에서는 모서리쇠 부근의 

볼트 체결부에서 최대 Tresca 응력 277.5 MPa이 4.65 msec에 발생하 다. 본체

에서는 각관 기중에 집중하중을 받는 위치에서 3 msec에 257.5 MPa이, 상부 플랜

지의 한 점에서 6.05 msec에 287.5 MPa이 국부적으로 큰 응력으로 발생한다. 최

대 Tresca 응력은 본체의 상부 플랜지의 한 점에서 287.5 MPa이다. 이는 인장응

력 이하이므로 차폐체의 파손은 없을 것이다. 

  그림 2.2.2-4은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면

에서의 평균 응력 값을 나타낸다. 모서리쇠 부근의 볼트에서는 매우 작은 응력이 

발생하고 모서리쇠에서 떨어질수록 볼트의 단면평균 Tresca 응력이 증가한다. 모서

리의 가운데 볼트의 단면평균 Tresca 응력이 크다. 특히, 모서리쇠가 없는 모서리

에서 4.15 msec에 764.6 MPa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난다. 항복응력이상으로 

증가하지만 인장응력보다는 작으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2.2-5는 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그림 2.2.2-4에서 나타낸 

위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1차 충격에 의한 각 볼트에서의 최대 뚜

껑열림량이 발생한 이후에 감소하다고 다시 증가한 후 감소한다. 모서리쇠에 인접

한 위치에서 작은 뚜껑열림량을 보이고 모서리의 중앙으로 갈수록 뚜껑열림량은 증

그림 2.2.2-2. 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에너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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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체의 응력 분포와 응력선도

그림 2.2.2-4. 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면평균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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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 모서리쇠 부근의 볼트체결부위에서 최소 뚜껑열림량을 보인다. 모서리의 중

앙 부분에서는 모서리쇠 사이에 발생되는 본체의 굽힘변형에 의하여 더 큰 뚜껑열

림량이 발생하고 첫 번째 최대값과 두 번째 최대값이 발생하는 시간 차이가 큰 것

으로 사료된다. 최대 뚜껑열림량은 지게발이 없는 모서리의 중앙에서 0.81 mm가 

발생한다. 이는 뚜껑에 위치하는 단차 10 mm에 비하여 8% 정도로 작아서 뚜껑열

림에 의한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2.2.2-6는 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를 측정하

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의 감소를 나타낸다. 지게발이 있는 모

서리에서 운반용기 본체의 바깥쪽인 B6의 위치에서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인 0.032 

mm가 나타난다. 또한 지게발이 없는 모서리의 가운데에서도 큰 차폐두께 감소가 

나타난다. 바닥 차폐체가 올라가 있는 지게발과 지지보강재에 인접한 부분에서 큰 

차폐두께 감소가 나타난다. 운반용기 뚜껑에서는 지게발이 있는 모서리의 중간에서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인 0.005 mm가 나타난다. 뚜껑부에서는 모서리의 중앙부분에

서 큰 차폐두께의 감소를 보이고 뚜껑의 중앙부와 모서리쇠 부근에서는 작은 차폐

두께의 감소를 보인다.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0.032 mm)는 전체 차폐 두께 50 

그림 2.2.2-5. 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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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6. 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 감소를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 감소

mm에 비하여 매우 낮은 차폐두께의 감소를 보인다. 그러므로 별도의 차폐해석을 

수행하여야 하지만 차폐손실 20%의 제한 조건에는 미치지 않고 안전함을 보인다.

   2) 뚜껑수직낙하 해석결과

  A형 운반용기의 뚜껑수직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닥수직낙하해석을 위한 

모델을 그림 2.2.2-7과 같이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회전시켜서 해석을 수행하 다. 

사용된 요소의 종류 및 재료물성치는 동일하며 경계조건 등도 동일하다. 해석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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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7. 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을 위한 1/4 모델

    

행한 시간은 10 msec이다. 

  그림 2.2.2-8은 A형 운반용기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선도와 반력선도

를 나타낸다. 모델의 중량이 1.73 톤으로 낙하높이 0.9 m에 해당하는 15.3 kJ과 

유사한 최대 초기 운동에너지 15.3 kJ을 보인다. 7.4 msec에서 최소 운동에너지 

680 J를 보이며 최대 내부에너지 14.76 kJ를 보인다. 2.37 kJ의 최대 탄성에너지

에 비하여 약 4배인 10.4 kJ의 최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바닥수직낙하해석에 비

하여 최대 소성에너지에 대한 최대 탄성에너지의 비가 크다. 그러므로 바닥수직낙

하해석에 비하여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더 넓은 역에서 탄성변형이 발생하며 전

반적인 소성변형이 더 작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운동에너지 15.86 kJ

에 대하여 소성에너지는 약 66 %로써 모서리쇠와 각관의 변형에 따른 소성에너지

가 전체 에너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각관 등이 낙하충

격에 대하여 완충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반력선도에서 노이즈에 해당되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시간을 제외하고 1.5 MN의 반력을 보인다.

  그림 2.2.2-9는 차폐체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본체와 

뚜껑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의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뚜껑에서는 모서

리쇠 부근의 볼트 체결부위에서, 본체에서 충격면의 상부 모서리쇠로부터 충격을 

받는 위치에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한다. 최대 응력은 본체의 상부 모서리쇠

에 인접한 위치에서 4.45 msec에 인장응력 399.9 MPa 이하인 342.1 MPa로 국부

적인 역에 발생한다. 뚜껑에서의 최대 응력은 4.15 msec에서 295.9 MP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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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차폐체의 파손은 없을 것이다. 

  그림 2.2.2-10은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

면에서의 평균 응력 값을 나타낸다. 모든 볼트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서리쇠에 가까운 위치의 볼트에서 최대 단면평균 응력값이 나타난다. 4.8 

msec에 나타난 최대 단면평균 응력값 782.6 MPa은 항복응력보다 크지만 인장응

력보다 작아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2.2-8. 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에너지 선도

    

그림 2.2.2-9. 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체의 응력 분포와 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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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0. A형 운반용기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면평균응력선도

                   

  그림 2.2.2-11은 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그림 2.2.2-10에서 나타낸 

위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모서리의 중앙부분에서 모서리쇠로 갈수

록 뚜껑열림량이 증가한다. 모서리쇠 부근에서 4.35 msec에 7.52 mm의 최대 뚜껑

열림량이 발생하 다. 그 이외의 위치에서는 최대 2.8 mm의 뚜껑열림량이 발생한

다. 모서리쇠 부근의 플랜지에는 내부에 볼트가 하나 더 존재한다. 이러한 볼트에 

의하여 뚜껑과 본체를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볼

트의 향으로 용기내부의 코너에서의 뚜껑열림량은 작아서 약 0.22 mm 정도이다. 

그러므로 모서리쇠 부근에서의 뚜껑열림량에 의하여서는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

산이 없다. 또한 그 이외의 위치에서의 최대 뚜껑열림량의 2.8 mm는 뚜껑에 위치

하는 단차 10 mm에 비하여 약 1/4 정도로 작아서 뚜껑열림에 의한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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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1. 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그림 2.2.2-12는 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IP-2-b형 운반용기 뚜껑

수직낙하해석 차폐두께의 감소를 평가한 위치(그림 2.1.1-51)와 유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의 감소를 나타낸다. 본체의 대부분의 위치에서 차폐두께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한다. 본체 중앙부에서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 0.007 mm가 4.9 msec에 

나타난다. 뚜껑에서는 대부분의 위치에서 차폐두께가 증가하 다. 특히 모서리의 중

앙부분에서는 0.03 mm 정도의 증가를 보 다.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0.007 mm)

는 전체 차폐 두께 80 mm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으로 차폐손실 20%이상의 제한

값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차폐두께의 손실은 없음을 보인다.

   3) 수평낙하 해석결과

  A형 운반용기의 수평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2.2.2-13과 같이 1/2 모

델을 만들어서 ABAQUS/Explicit을 이용한 충돌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A형 운반

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서과 사용된 요소의 종류 및 재료물성치는 동일하며 경계조건

의 설정 등은 유사하다. 요소의 개수는 55,006개이며 절점의 수는 80,58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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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수행한 시간은 11 msec이다.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는 모서리쇠의 충격이 

된 이 후에 작은 변형 이후에 본체의 바닥 면이 강체 면에 충격이 발생하여서 짧은 

시간에 운동에너지 등이 안정화되었지만 수평낙하해석에서는 모서리쇠의 충격이 된 

이 후에 운반용기의 측면 부위가 강체 면에 충격이 발생되기 위하여서는 바닥수직

낙하해석(10 msec)보다 더 많은 변형이 되어야 하므로 더 긴 시간(30msec)에 에

너지 선도가 안정화 된다.

그림 2.2.2-12. 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 감소

그림 2.2.2-13.  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을 위한 1/2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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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2-14는 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선도와 반력선

도를 나타낸다. 모델의 중량이 3.46 톤으로 낙하높이 0.9 m에 해당하는 30.6 kJ과 

유사한 최대 초기 운동에너지 30.6 kJ을 보인다. 10.95 msec에서 최소 운동에너지 

1.67 kJ를 보이며 최대 내부에너지 29.4 kJ를 보인다. 2.1 kJ의 최대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약 10배인 21.9 kJ의 최대 소성에너지를 보인다.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소성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부적인 위치

에서의 에너지의 흡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운동에너지 30.6 kJ에 대하여 

소성에너지는 약 68%로써 모서리쇠와 각관의 변형에 따른 소성에너지가 전체 에너

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각관 등이 낙하충격에 대하여 

완충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반력선도에서 초기 충격에 의하여 2.25 MN의 최대 

반력을 보이다가 5 msec에서 반력이 감소하다 약 7 msec에서 750 kN의 일정한 

값을 보이다가 다시 감소한다. 

  그림 2.2.2-15는 차폐체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본체

와 뚜껑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의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표

시한 바와 같이 뚜껑에서는 충격에 의하여 충격면의 상부모서리쇠에 접하는 부분에

서 7.2 msec에 357.3 MPa의 최대 응력이 발생하고 본체에서는 모서리쇠아래에서 

받치고 있는 부분이 모서리쇠의 변형에 의하여 7.65 msec에 332.9 MPa의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응력은 용기의 차폐벽의 평균적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부

적으로 작용한다. 최대 응력은 인장응력 399.9 MPa 이하로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

와 같이 국부적인 역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차폐체의 파손은 없을 것이다. 

그림 2.2.2-14. 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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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5. 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체의 응력 분포와 응력선도

  그림 2.2.2-16은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

면에서의 평균응력값을 나타낸다. 충격 면의 중심 볼트에서 최대 평균 응력값 767 

MPa이 9.7 msec에 나타난다. 충격 면에 대하여 측면의 모서리쇠에 인접한 볼에서 

평균 응력값의 최소값이 나타난다. 충격 면의 반대쪽의 볼트는 약 10 msec 정도에 

최대 응력이 나타난다. 볼트의 최대 평균 응력값은 767 MPa로 항복응력보다는 작

지만 인장응력 미만이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림 2.2.2-17은 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그림 2.2.2-16에서 나타낸 위

치에서 계산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충격 면의 볼트 부분에서는 최대 0.4 mm정

도의 뚜껑열림량이 보인다. 하지만 충격면의 모서리쇠 부분에서는 본체가 충격에 

의하여 올라가면서 뚜껑 쪽으로 움직이면서 뚜껑열림량이 나타나지 않고 (-)의 뚜

껑열림량이 나타난다. 충격 면과 반대쪽에서는 최대 0.2 mm정도의 뚜껑열림량이 

나타난다. 모서리쇠부근의 안쪽 볼트와 인접한 곳에서의 뚜껑열림량은 바닥수직낙

하해석에서 보여주었던 바와 같이 모서리쇠와 인접한 다른 부분에서의 뚜껑열림량

에 비하여 작다. 충격면에 대하여 측면의 모서리쇠에 인접한 위치에서 최대 뚜껑열

림량은 4 msec에 1.85 mm이 나타난다. 충격면에서 멀어질수록 뚜껑열림량은 감소

한다. 충격면의 반대 면에서는 최대 0.2 mm의 최대 뚜껑열림량이 나타난다. 최대 

뚜껑열림량은 1.85 mm로 뚜껑에 위치하는 단차 10 mm에 비하여 약 1/6 정도로 

작아서 뚜껑열림에 의한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2.2.2-18은  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를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의 감소를 나타낸다. 운반용기 상부 모서

리쇠에 인접한 바닥 면에서 4 msec에 0.061 mm의 최대 차폐두께의 감소를 보인

다. 충격면의 반대쪽 본체에서는 차폐두께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최대 차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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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의 감소는 0.024 mm이다. 충격면에 대하여 측면에서의 차폐두께의 감소는 

0.002 mm 미만의 매우 작은 값으로 무시 할 수 있다. 최대 차폐두께 감소인 

0.061 mm는 전체 차폐 두께 50 mm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으로 차폐손실 20%이

상의 제한값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차폐두께의 손실은 없음을 보인다.

그림 2.2.2-16. 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위치 및 

볼트의 위치와 볼트에서의 단면평균응력선도

                   

    4) 바닥무게중심낙하 해석결과

  A형 운반용기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평낙하해석을 위한 

1/2 모델을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회전하여 그림 2.2.2-19과 같이 만들어서 

ABAQUS/Explicit을 이용한 충돌구조해석을 수행하 다. 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

석과 사용된 요소의 종류 및 재료물성치는 동일하며 경계조건의 설정 등은 유사하

다. 해석을 수행한 시간은 운동에너지 등이 안정화되는 30 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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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2-20은 A형 운반용기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선도와 반

력선도를 나타낸다. 전체모델의 1/2모델로 모델의 중량이 3.46 톤으로 낙하높이 

0.9 m에 해당하는 30.6 kJ과 유사한 최대 초기 운동에너지 30.6 kJ을 보인다. 17 

msec에서 최소 운동에너지 146.72 J를 보이며 최대 내부에너지 31.67 kJ를 보인

다. 1.47 kJ의 최대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약 15배인 22.47 kJ의 최대 소성에너지

를 보인다. 탄성에너지에 비하여 소성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소성변형이 많이 발생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부적인 위치에서의 에너지의 흡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

다. 초기 운동에너지 30.6 kJ에 대하여 소성에너지는 약 73%로써 모서리쇠와 각관

의 변형에 따른 소성에너지가 전체 에너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즉, 각관 등이 낙하충격에 대하여 완충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반력선도에서 

초기 충격에 의하여 900 kN의 최대 반력을 보이다가 17.5 msec에서 반력이 감소

하다 약 23 msec에서 0이 된다. 

그림 2.2.2-17. 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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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8. 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 감소를 측정하는 위치와 

이러한 위치에서 계산된 차폐두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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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9.  A형 운반용기 무게중심낙하해석을 위한 1/2 모델

                   

그림 2.2.2-20. A형 운반용기 무게중심해석에서 에너지선도

  그림 2.2.2-21은 차폐체에서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본체

와 뚜껑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뚜껑

에서는 충격되는 모서리 방향의 모서리쇠 부근에 있는 내부 볼트의 체결부위에서, 

본체에서는 충격되는 모서리에 기둥각관이 지지하고 있는 부분에서 집중응력이 발

생한다. 본체에서의 최대 응력은 282.7 MPa이 17 msec에서 발생하고 뚜껑에서의 

최대 응력은 16 msec에서 279.4 MPa이 발생한다. 최대 응력은 인장응력 399.9 

MPa 이하로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부적인 역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차

폐체의 파손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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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1. A형 운반용기 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체의 응력분포와 

응력선도

  그림 2.2.2-22는 그림 2.2.2-16에서 표시된 위치의 볼트에서의 단면의 평균 응

력값을 나타낸다. 수직낙하 또는 수평낙하에 비하여 낮은 볼트 인장력을 보여준다. 

충격모서리의 반대쪽 상부 볼트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응력값(최대 150 

MPa)이, 충격모서리의 옆면 상부 볼트에서 최대 231 MPa의 평균 응력값이 나타난

다. 충격 모서리의 상부 볼트의 가운데 볼트(Bolt-1)에서 최대 평균 응력값 341.4 

MPa이 16.5 msec에 나타난다. 이러한 최대 평균 응력값은 항복 응력미만이므로 

볼트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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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2. A형 운반용기 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볼트에서의 단면평균 Tresca 

응력.

                   

  그림 2.2.2-23은 A형 운반용기 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

석에서와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한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충격모서리의 상부 중앙

에서는 모서리쇠로 갈수록 볼트부분에서는 뚜껑열림량이 감소하다가 모서리쇠 옆부

분에서는 증가한다. 모서리쇠부근의 안쪽 볼트와 인접한 곳(Open 5)에서의 뚜껑열

림량은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보여주었던 바와 같이 모서리쇠와 인접한 다른 부분

(Open 4, Open 6)에서의 뚜껑열림량에 비하여 작다. 충격면의 모서리쇠 부분에서 

최대 뚜껑열림량인 0.41 mm가 15 msec에 나타난다. 충격 면과 반대쪽에서는 위

치에 대한 향이 적으며 최대 0.13 mm정도의 뚜껑열림량이 나타난다. 최대 뚜껑

열림량은 ‘Open 4’ 위치에서 0.41 mm로 뚜껑에 위치하는 단차 10 mm에 비하여 

약 1/20 정도로 작아서 뚜껑열림에 의한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2.2.2-24는 A형 운반용기 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를 A형 운

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계산한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계산된 결과를 나타낸다. 

‘Bolt-10'의 위치를 제외하고 30 msec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최대값은 약 0.2 

mm이하로 작은 값이다. 추가로 해석시간을 증가시켜서 해석을 수행하여 차폐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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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나. 관통해석

  관통조건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A형 운반용기 뚜껑만을 이용하여 운반용기 뚜껑

의 중앙부에 직경이 3.2 cm이며 반구형상의 6 kg의 관통봉을 1 m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는 해석을 ABAQUS/Explicit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낙하해석과 유사하게 

관통봉에 4.4 m/sec의 초기속도를 적용하 고 중력가속도를 적용하 다. 해석시간

은 0.5 msec동안 해석을 수행하 으며 반력은 0이 되며 초기 운동에너지는 관통봉

의 1 m 높이의 위치에너지와 동일하다. 타격부에 집중적인 응력이 발생하 으며 

타격부의 응력분포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림 2.2.2-25에 나타내었다. 최대 

Tresca 응력은 278 MPa로 항복응력보다는 크지만 인장응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림 2.2.2-23. A형 운반용기 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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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4. A형 운반용기 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 감소

그림 2.2.2-25. A형 운반용기 관통해석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최대 Tresca 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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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2-26과 같이 타격부의 차페체의 두께 감소가 발생하 다. 최대 두께 감

소인 0.32 mm는 차폐두께 50 mm의 0.64 %에 해당되는 매우 작은 값으로 차폐손

실 20%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값으로 안전함을 의미한다. 

  그림 2.2.2-27은 타격부의 변형량을 나타낸다. 최대 0.43 mm의 함몰량을 보이

며 타격 이후에 최종적으로 약 0.39 mm의 함몰을 보인다. 

그림 2.2.2-26. A형 운반용기 관통해석에서 최대 차폐두께 감소량

그림 2.2.2-27. A형 운반용기 관통해석에서 타격부에서의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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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압력해석

  운반용기의 외부에서 진공으로 60 kPa이 작용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

하 다. 해석에서 드럼과 내부지지구조물은 제외하 다. 볼트는 체결을 충분히 한다

고 가정하여 본체와 뚜껑에 고정되었다고 가정하 다. 그림 2.2.2-28은 압력조건에

서의 응력분포를 보여준다. 뚜껑부의 중앙부와 모서리의 중앙부에서 응력이 발생한

다. 모서리의 중앙부에서는 두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큰 값을 보이며 뚜껑의 중앙

부에서는 굽힘에 의한 응력으로 상하부의 표면에서 큰 값을 보인다. 최대 Tresca 

응력은 21.4 MPa로 항복응력의 약 10% 정도의 작은 값으로 안전함을 보인다.

그림 2.2.2-28. A형 운반용기 압력해석에서의 응력분포

  라. 적층해석

  A형 운반용기의 적층조건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IP-2-a형 운반용기와 유사하게 

상부 모서리쇠에 운반용기 5배의 하중이 작용한다는 조건에 대하여 수행하 다. 상

부 모서리쇠의 최대 변형은 0.016 mm로 상부 모서리쇠와 뚜껑 높이에 비하여 작

으므로 적층에 의한 하중이 상부 모서리쇠에만 적용된다는 가정은 타당하다. 그림

2.2.2-29은 적층하중에서의 본체 차폐체의 응력분포를 보인다. 28 MPa의 최대 

Tresca 응력이 IP-2-b형 운반용기과 동일하게 상부 모서리쇠를 지지하고 있는 

역에서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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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29. A형 운반용기 적층해석에서의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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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형 운반용기 구조 안전성 시험계획 및 시험장치

  가. 시험계획

  A형 운반용기는 측면수직 및 측면경사 낙하시험을 0.9m 높이에서 실시하며 관통 

봉을 1m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여 운반용기의 뚜껑에 타격을 실시하는 관통시험을 

실시한다. 낙하시험은 IP-2형 운반용기의 낙하시험과 동일하다. 관통시험은 관통낙

하시험에서 사용한 낙하시험시설에서 실시하며 중량 6 ㎏, 직경 3.2 ㎝이며 선단이 

반구형 형상인 강철재질의 관통 봉을 시험모델에 자유낙하 함으로써 수행한다. 관

통시험에 대한 절차서는 부록에 수록하 다. A형 운반용기 낙하시험 및 관통시험에

서 취득할 변형률과 가속도의 취득을 위한 가속도계와 스트레인게이지의 부착위치

는 그림 2.2.3-1과 같다. 가속도계는 각 낙하방향에서 14개씩을 부착하며 낙하방향

에 따라서 가속도계는 6개를 부착한다.

그림 2.2.3-1. A형 운반용기의 스트레인 게이지와 가속도계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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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시험장치준비

  A형 운반용기의 낙하시험 및 관통시험을 위한 시험장치는 IP-2형 운반용기의 낙

하시험에서 사용한 시험장치와 동일하다. 낙하타워를 이용하여 시험모델이나 관통

봉을 자유낙하 시키며, 데이터 취득/저장 시스템을 통하여 낙하시험이나 관통시험에

서 변형률이나 가속도, 볼트인장력을 취득한다. 또한 사용된 센서도 가속도계는 

PCB PIEZOTRONICS사의 350B03과 350B04 모델이며, 스트레인게이지는 Vishay 

Micro- Measurement사의 CEA-06-125UW-350 모델이고 힘 센서인 PCB사의 

Model 206C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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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형 운반용기 구조 안전성 시험

  가. A형 운반용기 낙하시험

  A형 운반용기 시험모델을 바닥수직낙하, 뚜껑경사낙하시험을 실시하 다. 바닥수

직낙하를 실시한 후에 뚜껑에 대한 관통시험을 실시하 다. 스트레인게이지를 본체

와 뚜껑부위에 14개 부착하 다. 또한 각 낙하방향에 대하여 각각 12개의 가속도

계를 부착하 으며 충격면과 반대면, 옆면의 가운데 볼트에 총 3개의 힘센서를 부

착하 다. 이러한 위치에서의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케이블을 각 시험에서 손상

을 막기 위하여 시험모델의 일부에 케이블통로를 만들었다. 볼트는 20 kg․m의 토르

크로 그림 2.2.4-1과 같은 순서로 체결한 후 전체 볼트를 한차례 더 체결하 다. 

   1) 바닥수직낙하시험

  그림 2.2.4-2과 같이 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시험을 실시하 다. 낙하높이

는 0.9 m이며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11개 위치에 대하여 가속도를 측정하 으며,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하여 14개의 위치에 대하여 변형률을 측정하 다. 또한 힘 

센서를 통하여 세 면의 가운데 볼트에서 총 3개의 볼트 인장력을 측정하 다. 

그림 2.2.4-1. A형 운반용기 볼트 체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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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2. 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시험

  IP-2-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시험과 유사하게 낙하 이후에 4기둥의 각관이 

그림 2.2.4-3과 같이 변형이 발생하고 그 이외의 곳에서는 변형이 매우 작았다. 이

러한 각관높이의 변화는 최대 11 mm이고 평균 6.5 mm이다. 각관높이의 변화에 

따라서 시험모델의 상하 모서리쇠 사이의 높이도 최대 12 mm, 평균 7 mm 변형되

었다. 시험편 폭의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 뚜껑과 본체에 부착된 횡방향 각관은 높

이 변화에 따른 변형에 따라서 1 mm미만의 작은 변형이 발생하 다.

그림 2.2.4-3. 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시험에서 낙하충격면의 모서리쇠 

부근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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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낙하충격면과 옆면의 낙하충격면 근처의 차폐체 

두께를 시험 전후에 측정하 다. 평균 0.01 mm의 측정오차 정도의 변형만이 존재

하 다. 낙하충격이후에 200 N∙m의 체결토르크로 체결된 볼트가 풀리는 풀림토르

크를 측정하 다. 최대 풀림토르크 및 최소 풀림토르크는 390 N∙m 및 174.5 N∙m

이고, 평균 풀림토르크는 293.9 N∙m이다. 즉, 충분한 볼트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

서 운반내용물의 유출 등은 없다. 시험전후의 뚜껑과 본체사이의 간격을 측정하

다. 시험 전에 플랜지와 플랜지 사이의 가스켓가 존재하고 각관을 플랜지에 부착하

여 시험 전에 간격이 평균 7.29 mm가 벌어져 있다. 이러한 간격이 낙하충격으로 

최대 1.1 mm의 간격이 증가하 지만 평균 0.07 mm의 작은 간격이 벌어졌다. 어

떤 위치에서는 간격이 감소하기도 하 다. 즉 이러한 간격은 실제 간격의 증가보다

는 측정오차와 함께 각관의 작은 변형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운반내용물의 분산이

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뚜껑경사낙하시험

  그림 2.2.4-4과 같이 A형 운반용기의 뚜껑경사낙하시험을 실시하 다. 낙하높이

는 0.9 m이며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12개 위치에 대하여 가속도를 측정하 으며, 

스트레인게이지를 이용하여 14개의 위치에 대하여 변형률을 측정하 다. 또한 힘 

센서를 통하여 세 면의 가운데 볼트에서 총 3개의 볼트 인장력을 측정하 다. 

그림 2.2.4-4. A형 운반용기의 뚜껑경사낙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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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충격면은 모서리쇠와 동시에 각관이 변형

이 발생하 다. 이에 모서리쇠는 기울기가 발생하 다. 2차 충격면은 모서리쇠의 

변형이 주로 발생하 다. 이에 따라 각관의 높이는 약 4 mm 정도 감소하 으며 전

체 높이는 약 3.5 mm 정도 감소하 다.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낙하충격면과 옆면의 낙하충격면 근처의 차폐체 

두께를 시험 전후에 측정하 다. 평균 0.01 mm의 측정오차 정도의 변형만이 존재

하 다. 낙하충격이후에 체결된 볼트가 풀리는 풀림토르크를 측정하 다. 최대 풀림

토르크 및 최소 풀림토르크는 452.5 N∙m 및 82 N∙m이고, 평균 풀림토르크는 

326.4 N∙m이다. 즉, 충분한 볼트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운반내용물의 유출 등

은 없다. 시험전후의 뚜껑과 본체사이의 간격을 측정하 다. 시험 전에 플랜지와 플

랜지 사이의 가스켓가 존재하고 각관을 플랜지에 부착하여 시험 전에 간격이 평균 

7.16 mm가 벌어져 있다. 이러한 간격이 낙하충격으로 최대 2.4 mm의 간격이 증

가하 지만 평균 0.6 mm의 작은 간격이 벌어졌다. 어떤 위치에서는 간격이 감소하

기도 하 다. 즉 이러한 간격은 실제 간격의 증가보다는 측정오차와 함께 각관의 

작은 변형이다. 또한 1차 충격면에서는 모서리쇠의 변형에 의하여 뚜껑과 상부 모

서리쇠의 간극이 약 5 mm 정도가 벌어졌다. 하지만 이는 모서리쇠의 변형에 의한 

것으로 플랜지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운반내용물의 분산이

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a) 1차 충격면                (b) 2차 충격면

그림 2.2.4-5. A형 운반용기의 뚜껑경사낙하시험에서 낙하충격면의 모서리쇠 

부근의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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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A형 운반용기 관통시험

  A형 운반용기 뚜껑에 관통봉을 1m 높이에서 그림 1과 같이 자유낙하 하 다. 그

림 2.2.4-6과 같이 타격되는 위치에서 함몰되는 변형을 제외하고 거의 변형이나 다

른 향이 없다. 

그림 2.2.4-6. A형 운반용기 관통시험에서 관통위치에서의 함몰

  8.79 mm 원형에 0.97 mm 깊이의 함몰이 발생하 다. A형 운반용기 관통해석에

서 결정된 타격부의 함몰량은 0.39 mm로 시험결과는 해석결과의 약 40 %정도이

다. 타격부에서의 내부에서의 함몰에 따른 변형이 발생할 것이지만 무시하고 함몰

량이 차폐두께의 감소라고 하면 차폐두께의 감소는 0.97 mm로 전체 차폐두께 50 

mm의 2 %로 차폐두께 손실 20%에는 미치지 못하는 작은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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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B형 운반용기 안전성 해석

1. B형 운반용기 주요구조 및 크기

  B형 운반용기는 LSA, SCO로 분류되지 않는 방사능 한도량 A값 이상의 방사성

물질 DOT-17H 드럼(직경 620mm ✕ 높이 890mm)을 운반하는 것으로 하였다. 

차폐체를 80mm 두께의 철판을 이용하였으며 1개의 드럼을 운반한다. B형 운반용

기의 내부직경은 820mm에 내부높이 910mm이며 외부크기는 직경 1020mm ✕ 높

이 1100mm이다. 적재중량은 400kg으로 총중량은 4.5톤이다. 드럼의 적재 방법은 

크레인을 이용하며 상부개폐를 하여 드럼을 적재한다. 완충 및 단열을 위하여 

200mm 두께의 난연성 폴리우레탄 폼을 이용하였다. 드럼과 차폐체 본체의 간격은 

100mm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부착하였다. 그림 2.3.1-1은 B형 운반

용기의 개념 설계도를 나타낸다.

  B형 운반용기는 결속을 위한 결속지지구조물(Tie-Down Structure)이 별도로 필

요하다. 결속지지구조물에 완충용기의 본체를 놓고 차폐용기를 적재한 후에 뚜껑을 

닫는다. 결속지지구조물에 운반용기를 결속한 상태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입고된

다.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완충용기의 뚜껑과 차폐용기의 뚜껑을 개폐한 후에 운반

내용물인 DOT-17H 드럼을 적재한 후에 차폐용기와 완충용기의 뚜껑을 체결한다. 

체결한 상태에서 결속지지구조물에 설치된 Fort-Lift Pocket을 이용하여 지게차로 

인양하여 차량에 적재한다. 결속지지구조물을 차량에 결속한 후에 운반한다. 폐기물 

저장고에서는 이와 역순으로 드럼을 하역한다.

그림 2.3.1-1. B형 운반용기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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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형 운반용기 열/구조 안전성 해석

  가. 열해석

  과기부고시 2001-23호에서 B형 운반용기는 정상운반조건 뿐만 아니라 화재사고

조건하에 대한 열적인 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상운반 및 화재사고

조건에 대한 열해석을 수행하 다. 화재사고조건은 정상조건하에서 운반용기가 

800°C의 화염에 30분 동안 노출된 후 자연 냉각되는 조건이다. B형 운반용기는 운

반 내용물의 붕괴열을 무시할 수 있으므로 화재사고 시 외부화염으로 부터 유입되

는 열을 적절히 차단하여 차폐체 및 봉재의 열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설계하여

야 한다. 

 

    1) 열전달해석 모델링 

   B형 폐기물 운반용기의 본체는 차폐체로 80 mm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하며, 

사고조건에서 충격흡수 및 단열을 목적으로 overpack을 사용한다. Overpack은 탄

소강 케이싱 내부에 폴리우레탄 폼과 방화재로 3M 매트를 채워 넣는 구조이다. 폴

리우레탄 폼은 열에 매우 약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800 ℃ 화재사고조건으로부

터 운반용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 도 난연성 폴리우레탄 폼을 사용하고, 폴리우

레탄 폼 외부에는 800 ℃의 고온이 운반용기 내부로 전달되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재인 3M 매트를 적용하 다.

  표 2.3.2-1에 운반용기에 사용된 주요 재질에 대한 상온에서의 열전도도, 비열 

및 도를 나타내었다. 운반용기 내부에는 강철 드럼으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가정

하 으며, 드럼의 도는 1,000 kg/㎥으로 가정하 다.

표 2.3.2-1.  재료의 열 물성치

Materials

Thermal properties

Conductivity

(W/m-K)   

Specific heat

(J/kg-K)

Density

(kg/㎥)

Stainless steel

Carbon steel

Polyurethane foam

3M mat

Polyurethane

14

43

0.04

0.15

0.04

502

420

1,670

1,385

1,670

8,025

7,833

320

865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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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 열해석 모델.

  열해석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은 범용 열유동해석 코드인 FLUENT[3] 코드를 사

용하 다. 열해석 모델은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 으며, 해석모델은 약 9,900

개의 절점과 약 9,400개의 셀로 구성된다. 우레탄 폼은 200 ℃ 이상의 고온에서 

연소 또는 용융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현상을 전산해석 방법으로 시뮬레이션 하기

가 어렵다. 따라서 200 ℃ 이상에서 폴리우레탄 폼의 열전도도가 충분히 큰 값

(100 W/m-K)으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2.3.2-1은 열전달해석 모델

을 나타내며, 해석모델에서 용기 뚜껑과 본체사이에 뚜껑 하부에는 0.5 mm, 뚜껑 

측면에는 2.5 mm의 air gap을 고려하 다. 운반용기가 세워진 상태로 수송되므로 

일반적으로 운반용기 하부는 단열조건으로 가정하지만 보수적인 해석을 위하여 화

재사고조건에서는 용기 바닥면에서도 열전달이 일어나는 것으로 모델링하 다. 

  운반용기에서의 열전달은 전도, 대류 및 복사 등 3가지 열전달 모드로 이루어지

며, 대류 및 복사열전달계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용기의 외부표면에서 대기에 

의한 자연대류 열전달계수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2.3.2-2].

 hnc(surface)=NuL 
k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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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uL=c(Gr Pr)
a, Gr L=g β (ΔT)L

3/ν 2

   k :  Thermal conductivity (W/m-K)

   a :  Expon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c :  Coeffici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and geometry

   g :  Acceleration of gravity (m/sec²)

   L :  Cask length (m)

  β  :  Coefficient of volumetric expansion  (1/K)

  ΔT : Temperature difference (K)

  ν  : Dynamic viscosity (㎡/s)

위와 같은 관계식을 사용하여 용기 표면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를 구하 다.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 복사열전달이 일어나며, 복사열전달은 다음 식으로 설명

된다.

 q=Aσε(T4s-T
4
a)

여기서,

   q  :  Heat flow (W)

   A :  Heat transfer area (㎡)

   σ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69x10
-8
 W/㎡

 
K
4
)

   ε :  Emissivity of surface material

   Ts :  Surface temperature  (K)

   Ta :  Ambient temperature (K)

  이와 같은 복사열전달은 주로 고온에서 크게 일어나며, 같은 온도에서는 재료의 

방사율(emissivity)에 향을 받는다. 운반용기 overpack의 표면은 탄소강으로 구

성되며,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 도색된다고 가정하여 정상조건에서의 방사율을 0.85

로 가정하 다. 태양복사열은 운반용기의 상부 표면에 대하여 800 W/㎡, 측면에 

대하여 400 W/㎡을 고려하 다. 또한, 화재사고조건에서는 표면 방사율(ε)을 0.9로 

외부화염으로부터의 흡수율(α)을 0.8로 적용하 다.  따라서 화재사고조건에서 용기

표면의 유효방사율(effective emissivity)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2.3.2-3].

  εeff  =
1

(1/ε - 1/α -1)  = 0.735

  열해석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은 범용 열유동해석 코드인 FLUENT[2.3.2-1] 코

드를 사용하 다. 해석모델에서 내부의 폐기물 드럼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외부 화염으로부터 overpack 표면으로의 복사와 용기 본체

를 통한 열전도, 내부 공간의 공기에 의한 대류 및 복사를 용기 내부로 열전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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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다.

  2) 정상운반조건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운반조건은 고온 및 저온조건으로 구분되며, 고

온조건은 주변온도가 38 °C에서 최대의 태양복사열이 용기표면에 흡수되는 경우이

다. 저온조건은 주변온도가 -40 °C에서 태양복사열이 없는 경우이며, 운반용기 내

부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이 없으므로 이러한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운반용기 

모든 부위의 온도가 -40 °C 가 될 것이다. -40 °C에서 운반용기를 이루고 있는 

주요 재료의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이다. 

  그림 2.3.2-2는 고온조건에 대한 온도분포이며, 표 3.3.2-2는 운반용기 주요 부

위에서의 최대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38 °C 대기조건에서 운반용기 온도분포가 51 

~ 57 °C를 보인 것은 태양열에 의한 향이며, 용기 상부의 태양열유속이 측면부

에 비하여 커서 상부의 온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정상조건에서 용기의 최대온도가 

57 °C이므로 격납경계를 갖는 O-ring을 비롯한 운반용기의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2-2. 정상운전조건 온도분포.

표 2.3.2-2. 정상운전조건에서 운반용기 주요부위의 최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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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Drum

Cask body

PU (inside)

PU (outside)

O-Ring

Outer surface

51

51

51

53

51

57

  3) 화재사고조건 

    표 2.3.2-3 및 그림 2.3.2-3은 화재사고조건에 대한 운반용기의 열해석 결과

를 나타내고 있다. 800 ℃ 화재사고조건에서 용기 본체인 스테인리스강 차폐체의 

최대온도는 176 ℃까지 상승하지만 열 및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

이다. 운반용기의 충격완충체로 사용된 폴리우레탄 폼의 온도는 부분적으로 400 ℃ 

이상까지 상승하여 폴리우테탄 폼의 연소 또는 용융이 예측된다. 운반용기의 격납

경계를 이루는 Viton O-ring의 온도는 화재가 진행된 후 45분에서 최대 166 ℃까

지 상승하지만 Viton O-ring의 허용온도가 약 250 ℃이므로 운반용기의 격납 건전

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B형 운반용기는 화재사고조건에서

도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2-3. 화재사고조건하에서 운반용기 주요 부위의 최대온도

Location

Maximum temperature (℃)

Transient time (h)
Max.

0.0 0.25 0.5 0.75 1.0 1.5 2.0 4.0

Drum 51 51 51 61 89 104 108 111 111

Cask body 51 51 51 176 149 137 130 112 176

PU (inside) 51 51 51 180 152 135 127 111 180

PU (outside) 53 400 455 232 159 132 121 104 455

O-Ring 51 51 51 166 152 137 129 111 166

Outer 

surface
57 780 783 277 166 131 118 86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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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3. 화재사고조건에서 운반용기 온도분포.

  4) 내부압력 설계

     B형 운반용기는 내부 cavity에 공기를 채우는 건식조건이므로 내부압력은 대

기압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압력만 발생한다. 열전달해석에서 구한 화재사고조건의 

cavity 온도를 기준으로 내부압력을 설정하 다.

  일반적으로 폐된 내부공간에서 공기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내압은 Boyle- 

Charle의 법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P1
V1
T1
=P2

V2
T2  ------------------------ (1) 

             P2=P1
T2
T1

V1
V2  ------------------------ (2) 

여기에서,

          T1 : Initial temperature (K)

          T2 : Final temperatur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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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1 (㎏/㎠)

          P2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2 (㎏/㎠)

          V1 : Initial air space volume at T1 (ℓ)

          V2 : Final air space volume (ℓ)

  초기 온도조건 T1은 상온인 20 °C로 설정하 고, 최종온도 T2는 운반용 내부 

cavity 온도이며,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용기 본체의 최대온도인 176 ℃를 cavity의 

온도로 설정하 다. 내부 cavity는 폐된 공간으로 온도가 상승하여도 체적은 일

정하므로 V1= V2 이다.  식 (2)에 따라 운반용기의 내부압력은 0.6 kg/㎠로 계산되

었으며, 설계압력을 1.0 kg/㎠로 설정하 다. 따라서 설계압력 1.0 kg/㎠은 매우 보

수적인 값이 되며, 이 압력은 수송용기의 내부 cavity를 보호하는 구조와 격납

(containment)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기준압력이 된다.

 나. 구조해석

  B형 운반용기의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그림 2.3.2-4과 같이 

만들었다. 대칭성을 고려하여 1/2만을 모델링하였다. 운반용기 내부에서 드럼을 지

지해주는 내부 지지 구조물을 형상화 하였으며, 완충용기에서 열전달을 위한 방열

핀과 사용조건에서 내부 차폐용기의 자중을 지탱하기 위한 바닥 면에 있는 쉘 및 

볼트 체결을 위한 부싱을 형상화 하였다. 볼트 체결부는 고정구속조건(Tied 

Constraint)를 적용하였으며 각 부재간 사이는 마찰이 없는 접촉조건(Contact 

constraint)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모델을 이용하여 ABAQUS/ Explicit를 사용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요소의 종류는 3차원 요소인 C3D8R(8-node linear 

brick, reduced integration with hourglass control)이다. 요소의 개수는 33,801개

이며 절점의 수는 52,697개이다. 

  차폐용기 쉘은 탄소강 A-105이며 차폐용기 뚜껑과 바닥, 내부지지구조, 완충용

기의 케이스는 탄소강 A-36이다. 격납경계로 ASME sec. III div. 3의 평가를 하기 

위하여 차폐용기 쉘과 뚜껑, 바닥은 탄성으로 가정하였다. 그 이외의 탄소강으로 제

작된 차폐용기의 내부지지구조 및 완충용기의 케이스는 탄소성으로 가정하였다. 탄

소강의 탄소성 응력-변형률 관계는 항복응력이후에 연신률에 해당하는 소성변형이 

인장응력까지 선형경화변형을 하고 그 이후에 강체소성변형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완충용기의 케이스 내부에는 폴리우레탄폼과 3M사의 단열재가 포함되어 있다. 단

열재는 내부 200 mm에서 8 mm 정도로 얇고 구조적으로 큰 역할을 하지 않으므

로 모델에서 제외하였다. 폴리우레탄폼은 205 kg/m3의 밀도를 가지며 이러한 밀도

의 압축시편에 대한 압축시험결과를 토대로 응력-변형률 관계를 결정하였다. 폴리

우레탄폼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소성변형률이 1이 되는 지점까지 동일하게 압축시

험결과를 외삽하여 적용하였다. 드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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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체 모델

       

(b) 차폐용기

     

(c) 완충용기 케이스 

그림 2.3.2-4. B형 운반용기 구조해석을 위한 1/2 모델 

표 2.3.2-4.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된 재료물성치

항  목 탄소강(A-36) 탄소강(A-105) 드럼 폴리우레탄폼

밀도 (톤/m3) 7.89 7.89 1.488 0.205

탄성계수 (GPa) 202.706 202.706 1,000 0.0928518

포아송의 비 0.3 0.3 0.1 0.1

항복응력 (MPa) 248.21 250 - 5.9767

인장응력 (MPa) 399.9 485 - 69.0122

연신률 (%) 23 30 - 100

IP-2형 및 A형에서와 중량이 400 kg이 되도록 밀도를 조정하고 높은 강성을 가졌

다고 가정하였다. 표 2.3.2-4는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된 재료물성치를 나타낸다.

    1) 정상운반조건

      가) 살수(Water Spray)

  살수조건은 50 ㎜/h의 강우량으로 1 시간 이상동안 시편에 살수하는 조건이다.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 Para 721.1에서는 이 조건은 물에 

의해 부드러워 지거나, 물에 의해 용해되는 접착물질을 가진 운반용기에 대해 필요

한 조건으로, 외부 층이 금속, 나무,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진 운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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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이 조건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B형 운반용기의 외부표면

은 탄소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물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하여 차폐 및 구조적 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나) 압력해석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은 완충용기 없이 차폐용기의 외부에 60 kPa의 진

공이 작용한다는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3.2-5은 차폐용기에서의 응

력분포를 보여준다. 차폐용기의 본체에서는 플랜지의 내부에서 0.72 MPa의 응력이 

발생하고 차폐용기의 뚜껑에서는 중앙의 내․외부 표면에서 응력이 크다. 이러한 응

력의 최대값은 뚜껑의 외부 중앙표면에서 발생하며 그 크기는 0.92 MPa로 탄소강

의 응력제한치인 233.73 MPa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응력제한치의 

0.5%도 되지 않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값으로 낙하해석에 대한 조건에서는 고

려하지 않았다.

 

그림 2.3.2-5.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응력분포

      다) 바닥수직낙하해석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낙하조건은 운반용기가 1.2 m 높이에서 자유낙하하는 것을 

가정한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9.8 m/sec에 해당하는 중력가속도를 적용하였으며 

1.2m의 낙하높이에 해당하는 초기속도 4.851 m/sec를 모델의 초기조건으로 입력

하였다. 대칭면은 대칭경계조건을 부여하였으며 강체는 고정시켰다. 해석시간은 10 

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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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2-6는 정상운반조건에서의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얻어진 에너지 선도이

다. 운반용기의 1.2 m 높이에서의 위치에너지인 23.65 kJ과 동일한 총에너지의 값

을 보인다. 1.7 msec에서 최대 내부에너지 21.3 kJ가 나타나며 동일한 시간에 최

소 운동에너지 592 J이 발생하였다. 완충용기의 변형에 의하여 탄성변형에너지(4.7 

kJ)에 비하여 큰 소성변형에너지(15.8 kJ)가 발생하였다. 1.7 msec이후에 운동에너

지의 작은 변화만 나타나는 안정화된다. 반력은 약 6 MN의 최대값이 1 msec 부근

에서 나타나며 5 msec에서 반력이 사라진다. 즉, 반발에 의하여 운반용기가 상승한

다. 

  그림 2.3.2-7는 차폐용기 쉘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

력분포를 나타낸다. 바닥면에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한다. 이는 완충용기의 

방열 핀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약 187 MPa 이하의 응력

분포를 보인다. 

  그림 2.3.2-8은 그림 2.3.2-7의 원에 표시된 위치에서 발생된 최대 Tresca 응력

선도를 나타낸다. 0.8 msec에서 최대 Tresca 응력 280 MPa이 발생한다. 2 msec

이후에 급격히 Tresca 응력이 감소하여 약 10 MPa의 안정화된 값을 보 

  

 그림 2.3.2-6.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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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3.2-8.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인다.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가 WB-322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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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값은 불연속면과 관성 영향을 받는 부분 막 응력(PL)으로 고려하여 응력강도

의 1.5배를 적용한다. 따라서 탄소강 A-36과 탄소강 A-105에 대해서 233.73 

MPa과 199.61 MPa이 제한 값이 된다. 

  단면 평균 값인 부분 막 응력을 구하기 위하여 그림 2.3.2-9와 같은 경로에 대하

여 응력분포를 구하였다. 이에 대한 평균 값은 126.4 MPa로 탄소강 A-36의 응력 

제한 값인 233. 73 MPa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라) 뚜껑수직낙하해석

  B형 운반용기의 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그림 2.3.2-10와 같이 수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경계조건 및 재료물성

치, 요소의 종류 등은 바닥수직낙하해석과 동일하다. 해석시간은 10 msec이다.

  그림 2.3.2-11는 정상운반조건에서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얻어진 에너지 선도

이다. 운반용기의 1.2 m 높이에서의 위치에너지인 23.65 kJ과 동일한 총에너지의 

값을 보인다. 3.45 msec에서 최대 내부에너지 22.3 kJ가 나타나며 동일한 시간에 

최소 운동에너지 814 J이 발생하였다. 탄성변형에너지(10.5 kJ)에 비하여 작은 소

성변형에너지(7.0 kJ)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바닥수직낙하해석조건에서 보다 더 

작은 완충효과를 보인다. 1.7 msec이후에 운동에너지의 작은 변화만 나타나는 안

정화된다. 반력은 약 6 MN의 최대값이 1 msec 부근에서 나타나며 5 msec에서 

반력이 사라진다. 즉, 반발에 의하여 운반용기가 상승한다.

  그림 2.3.2-11은 차폐용기 쉘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

그림 2.3.2-9.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평균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경로와 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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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0. B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

그림 2.3.2-11.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

의 응력분포를 나타낸다. 바닥 면에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한다. 이는 완충용

기의 방열핀에 의한 영향으로 사료되며 그 외의 영역에서는 약 187 MPa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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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분포를 보인다. 

  그림 2.3.2-13는 그림 2.3.2-12의 원에 표시된 위치에서 발생된 최대 Tresca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최대 Tresca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2.3 msec에서 최대 

Tresca 응력 135.2 MPa이 발생한다. 4 msec이후에 급격히 Tresca 응력이 감소

하여 약 10 msec에서 응력이 0 MPa의 안정화된 값을 보인다. 단면에서의 평균값

보다 큰 최대값이 134.2 MPa로 탄소강 A-36의 응력 제한 값인 233. 73 MPa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마) 수평낙하해석

  

  B형 운반용기의 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그림 2.3.2-14과 같이 수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경계조건 및 재료물성

치, 요소의 종류 등은 바닥수직낙하해석과 동일하다. 해석시간은 15 msec이다.

  그림 2.3.2-15는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수평직낙하해석에서 얻어진 에너지 선도이

다. 운반용기의 1.2 m 높이에서의 위치에너지인 23.65 kJ과 동일한 총에너지의 값

을 보인다. 7.6 msec에서 최대 내부에너지 22.9 kJ가 나타나며 

그림 2.3.2-12.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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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3.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동일한 시간에 최소 운동에너지 1.1 kJ이 발생하였다. 탄성변형에너지(6.7 kJ)에 비

하여 큰 소성변형에너지(11.3 kJ)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바닥수직낙하해석조건에

서 보다 더 작은 완충효과를 보인다. 14 msec이후에 운동에너지의 작은 

그림 2.3.2-14.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수평낙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

변화만 나타나는 안정화된다. 반력은 약 1.87 MN의 최대값이 3.65msec 부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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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15 msec에서 반력이 사라진다. 즉, 반발에 의하여 운반용기가 상승한다. 

  그림 2.3.2-16는 차폐용기 쉘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를 나타낸다. 뚜껑의 충격 면(P1)과 내부지지물이 고정되어 있는 바닥 면

(P2, P3)에서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한다. P1 위치에서는 차폐용기와 완충용기

사이의 충격력에 의하여 집중응력이 발생하며 P2, P3 위치에서는 드럼이 작용하는 

내부 지지구조물이 집중하중을 가하므로 발생한다. 그 외의 영역에서는 약 150 

MPa 이하의 응력분포를 보인다. 

 

그림 2.3.2-15.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수평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

그림 2.3.2-16.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수평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3.2-17은 P1과 P2, P3 위치에서 발생된 최대 Tresca 응력선도를 나타낸

다. P1에서는 3.8 msec에서 최대 Tresca 응력 268.2 MPa이 발생하며 P2에서는 

5.8 msec에서 최대 Tresca 응력 270.5 MPa이 나타나며 P3에서는 6.6 mse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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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Tresca 응력 273.9 MPa이 발생한다. 이후 P1과 P2 위치에서는 반발에 의하

여 Tresca 응력이 감소하지만 P3 위치에서는 감소했다가 증가한다

  단면 평균 값인 부분 막 응력을 구하기 위하여 그림 2.3.2-18과 같은 경로에 대

하여 응력분포를 구하였다. 이에 대한 평균 값은 Path 1 경로에서는 147.7 MPa로 

탄소강 A-36의 응력 제한 값인 233. 73 MPa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안전함을 보

이고 있다. 또한 Path 2 경로에서의 평균 값 128.6 MPa과 Path 3 경로에서의 평

균 값 101.9 MPa은 탄소강 A-105의 응력 제한 값인 199.6 MPa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2-17.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수평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바)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

  무게중심낙하시험은 운반용기의 무게중심과 운반용기의 모서리의 충격점이 중력

방향으로 일직선이 있는 각도로 자유낙하 하는 시험이다. 바닥무게중심낙하시험의 

낙하각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운반용기의 무게 중심을 알아보았다. 운반용기의 무게 

중심은 높이가 749 mm이다. 운반용기의 반경이 690 mm이므로 바닥무게중심낙하

시험의 낙하각도는 47도이다. B형 운반용기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그림 2.3.2-19과 같이 수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경계조건 및 재료물성치, 요소의 종류 등은 바닥수직낙하해석과 

동일하다. 해석시간은 20 msec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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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8.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수평낙하해석에서 

평균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경로와 응력 분포 

그림 2.3.2-19.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

  그림 2.3.2-20은 정상운반조건에서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얻어진 반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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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선도이다. 운반용기의 1.2 m 높이에서의 위치에너지인 23.65 kJ과 동일한 총에

너지의 값을 보인다. 13.8 msec에서 최대 내부에너지 23 kJ이 나타나며 동일한 시

간에 최소 운동에너지 23 J이 발생하였다. 탄성변형에너지(2.2 kJ)에 비하여 큰 소

성변형에너지(14 kJ)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바닥수직낙하해석조건에서 보다 더 

작은 완충효과를 보인다. 19 msec이후에 운동에너지의 작은 

변화만 나타내며 안정화된다. 반력은 약 983kN의 최대값이 12.3 msec 부근에서 

나타나며 19.45 msec에서 반력이 사라진다. 즉, 반발에 의하여  운반용기가 상승

한다. 

그림 2.3.2-20.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와 반력선도

그림 2.3.2-21.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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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2-21은 차폐용기 쉘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를 나타낸다. 낙하충격에 인접한 내부지지구조물이 용접되어 있는 부분에

서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그 외의 영역에서는 약 100 MPa이하의 응력분포를 보인

다. 

  그림 2.3.2-22은 최대 Tresca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10.35 msec에서 최대 

Tresca 응력 260.9 MPa이 발생한다. 단면 평균 값인 부분 막 응력을 구하기 위하

여 그림 2.3.2-22와 같은 경로에 대하여 응력분포를 구하였다. 이에 대한 

그림 2.3.2-22.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무게중심

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그림 2.3.2-23.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평균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경로와 응력 분포

평균 값은 126.4 MPa은 탄소강 A-36의 응력 제한 값인 233.73 MPa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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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

  뚜껑무게중심낙하시험의 낙하각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운반용기의 무게 중심을 알

아보았다. 운반용기의 무게 중심은 높이가 749 mm이다. 운반용기의 반경이  690 

mm이므로 무게중심낙하시험의 낙하각도는 47도이다. B형 운반용기의 뚜껑무게중

심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그림 2.3.2-24

과 같이 수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경계조건 및 재료물성치, 요소의 종류 

등은 바닥수직낙하해석과 동일하다. 해석시간은 20 msec이다

그림 2.3.2-24.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

그림 2.3.2-25.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

  그림2.3.2-25는 정상운반조건에서의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얻어진 에너지 

선도이다. 운반용기의 1.2 m 높이에서의 위치에너지인 23.65 kJ과 동

일한 초기 운동에너지의 값을 보인다. 16.15 msec에서 최대 내부에너지 24.6 kJ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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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동일한 시간에 최소 운동에너지 18.9 J이 발생하였다. 탄성변형에너지(1.5 

kJ)에 비하여 큰 소성변형에너지(15.2 kJ)가 발생하였다. 탄성에너지는 소성변형에

너지의 10%정도로 소성변형에 의한 에너지 흡수가 크므로 완충효과가 좋음을 알 

수 있다. 반력은 약 800 kN의 최대값이 13.5 msec 부근에서 나타난다. 

  그림 2.3.2-26은 차폐용기 쉘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를 나타낸다. 낙하방향에 존재하는 뚜껑부의 내부지지구조물에 인접한 부

분과 본체의 내부지지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며 그 이외의 

위치에서는 매우 50 MPa이하의 낮은 응력분포를 보인다.  

  그림 2.3.2-27은 최대 Tresca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본체에서는 12.3 msec에서 

최대 Tresca 응력 228.9 MPa이 발생한다. 또한 뚜껑에서는 13.2 msec에서 최대 

Tresca 응력 157.74 MPa이 발생한다. 이러한 응력은 재료의 응력제한치인 

233.73 MPa이하로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아) 바닥경사낙하해석

  경사낙하시험에 대한 경사각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운반용기를 그림 2.3.2-28과 

같이 단순화한 모델에 대하여 5°~70°사이를 5°간격으로 기울여서 100 msec동안 

동적충돌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3.2-29는 경사각도의 변화에 따른 바닥면에서

의 반력을 나타낸다. 2차 충돌이 일어나지만 1차 충돌보다 더 큰 반력

그림 2.3.2-26.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이 나타나는 각도는 없다. 15°에서 1차 충돌에서의 반력보다는 작지만 2차 충돌에

서의 반력이 가장 크므로 경사낙하시험의 경사각도를 15°로 결정하였다. B형 운반

용기의 바닥경사낙하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그

림 2.3.2-30과 같이 수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경계조건 및 재료물성치, 

요소의 종류 등은 바닥수직낙하해석과 동일하다. 해석시간은 경사각도를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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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해석에서 경사각도 15°에 대한 반력이 사라지고 안정화된 70 msec이다

  그림 2.3.2-31은 정상운반조건에서의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 얻어진 반력 및 에

너지 선도이다. 운반용기의 1.2 m 높이에서의 위치에너지인 23.65 kJ과 동일한 총

에너지의 값을 보인다. 약 8 msec에서 1차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 약 55 

그림 2.3.2-27.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그림 2.3.2-28. B형 운반용기의 경사각도 결정을 위한 단순화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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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29. B형 운반용기 단순화 모델에서 경사각도에 

따른 바닥면에서의 반력

msec에서 2차 충돌이 발생한다. 2차 충돌에 의한 내부에너지의 증가가 매우 커서 

69.65 msec에서 최대 내부에너지 24.7 kJ이 나타나며 동일한 시간에 최소 운동에

너지 2.2 kJ이 발생하였다. 탄성변형에너지(3.2 kJ)에 비하여 큰 소성변형에너지

(15.1 kJ)가 발생하였다. 반력은 1차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9.1 msec에서 약 

685 kN이 발생하고 2차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61.15 msec에서 최대값 890 

kN이 나타나며 67.5 msec에서 반력이 사라진다. 즉, 반발에 의하여 운반용기가 상

승한다. 

그림 2.3.2-30.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경사낙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

  그림 2.3.2-32은 차폐용기 쉘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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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분포를 나타낸다. 1차 충돌에서 본체의 충돌면인 P1의 위치에서 약 250 MPa

의 응력이 발생한다. 2차 충돌이 일어나는 순간에서 본체의 내부지지물이 인접한 

P2의 위치와 뚜껑의 낙하충격면의 부근에서 약 280 MPa의 큰 응력값이 발생하였

다. 본체의 P1의 위치와 뚜껑의 최대값이 나타나는 위치는 완충용기의 낙하핀이 존

재하는 위치에 인접한 위치로 완충용기의 낙하핀에 의한 국부적인 응력집중에 의한 

결과로 사료 된다. 

  그림 2.3.2-33은 최대 Tresca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본체의 P1의 위치에서는 

58 msec에서 최대값 277 MPa이 나타나고 본체 P2의 위치세너는 8.6 msec에서 

최대값 256 MPa이 발생하며 뚜껑에서는 60 msec에서 최대값 286.6 MPa이 발생

한다. 

그림 2.3.2-31.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와 반력선도

그림 2.3.2-32.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단면 평균 값인 부분 막 응력을 구하기 위하여 그림 2.3.2-34와 같은 경로에 대

하여 응력분포를 구하였다. 이에 대한 평균 값은 본체 P1의 위치에서는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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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이며 본체 P2의 위치에서는 103.6 MPa이며 뚜껑에서는 116.1 MPa이다. 최대

값인 119.3 MPa은 탄소강의 응력 제한 값인 233.73 MPa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3.2-33.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그림 2.3.2-34.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 평균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경로와 응력 분포

      자) 뚜껑경사낙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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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와 동일하게 B형 운반용기의 뚜껑경사낙하해석은 경사각도

를 15°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수평낙하해석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

을 낙하방향에 적합하게 그림 2.3.2-35와 같이 수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

된 경계조건 및 재료물성치, 요소의 종류 등은 바닥수직낙하해석과 동일하다. 해석

시간은 70 msec이다

  그림 2.3.2-36는 정상운반조건에서의 뚜껑경사낙하해석에서 얻어진 반력 및 에

너지 선도이다. 운반용기의 1.2 m 높이에서의 위치에너지인 23.65 kJ과 동일한 총

에너지의 값을 보인다. 약 8 msec에서 1차 충돌이 발생한 이후에 약 55 msec에서 

2차 충돌이 발생한다. 2차 충돌에 의한 내부에너지의 증가가 매우 커서 65 msec에

서 최대 내부에너지 26 kJ이 나타나며 동일한 시간에 최소 운동에너지 659 J이 발

생하였다. 탄성변형에너지(2.9 kJ)에 비하여 큰 소성변형에너지(15.1 kJ)가 발생하

였다. 바닥경사낙하해석에 비하여 탄성변형에너지는 더 낮으며 소성변형에너지는 

유사하다. 반력은 1차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7.35 msec에서 약 738.5 kN이 

발생하고 2차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63.1 msec에서 최대값 903 kN이 나타난

다. 바닥경사낙하해석에 비하여 반력이 더 큰 값을 보인다. 

그림 2.3.2-35.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경사낙하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

  그림 2.3.2-37은 차폐용기 쉘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를 나타낸다. 1차 충돌에서 뚜껑의 충격면에서 큰 응력이 발생하며 2차 충

돌에서는 본체의 충격면에서와 내부지지구조물의 인접한 부분에서 국부적으로 큰 

값을 보인다. 본체의 충격면에서는 완충용기의 방열핀에 의하여 완충용기의 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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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은 부분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뚜껑의 충격면에 접한 완충용기의 뚜껑부위

에는 방열핀이 존재하지 않아 직접 충돌하는 부분에서 큰 값을 보인다.

그림 2.3.2-36.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경사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와 반력선도

  

그림 2.3.2-37.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경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3.2-38은 최대 Tresca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본체의 P1의 위치에서는 1

차 충격에서는 큰 값을 보이지 않다가 2차 충격에 의하여 큰 최대 Tresca 응력을 

보인다. 본체의 P2의 위치에서는 1차 충격에 의하여서 약 220 MPa의 큰 응력이 

발생하며 2차 충돌에 의하여 최대값을 보인다. 뚜껑의 충격면에서는 1차 충격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본체의 P1의 위치에서는 61.2 msec에서 최대값 291.2 MPa이 

나타나고 본체 P2의 위치에서는 64.2 msec에서 최대값 269 MPa이 발생하며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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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에서는 8.4 msec에서 최대값 208.8 MPa이 발생한다. 

  단면 평균 값인 부분 막 응력을 구하기 위하여 그림 2.3.2-39과 같은 경로에 대

하여 응력분포를 구하였다. 이에 대한 평균 값은 본체 P1의 위치에서는 123.2 

MPa이며 본체 P2의 위치에서는 74.6 MPa이며 뚜껑에서는 98.2 MPa이다. 최대값

인 123.2 MPa은 탄소강의 응력 제한 값인 233.73 MPa에 비하여 작은 값으로 안

전함을 보이고 있다. 

      차) 뚜껑관통해석

  관통 봉이 운반용기의 뚜껑의 중앙에 1 m 높이에서 타격을 가하는 조건을 해석

하였다. 그림 2.3.2-40과 같이 관통 봉의 타격에 의하여 타격부분에서만 응력 및 

변형이 발생한다. 차폐용기의 쉘과 뚜껑 등에서는 응력이 최대 7.9 MPa의 낮은 값

을 보이며 완충용기의 쉘에서 큰 응력을 보인다. 그림 2.3.2-41은 관통 봉이 타격

되는 위치에서의 응력과 변형량을 보여준다. 완충용기의 쉘은 0.85 

그림 2.3.2-38.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경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msec에서 최대 응력 129 MPa이 나타나며 최대 변형량 2.5 mm가 1 msec에서 나

타난다. 최대 응력은 항복응력이내이며 완충용기의 쉘의 최대 변형은 완충용기와 

차폐용기의 간격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아서 관통봉의 타격에 의

하여 차폐용기에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다. 즉 관통조건하에서 운반용기가 안전

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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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39.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하의 뚜껑경사낙하해석에서 평균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경로와 응력 분포

그림 2.3.2-40. B형 운반용기 뚜껑관통해석에서 관통봉 타격 위치에서의 국부적인 

응력분포

      카) 측면관통해석

  관통 봉이 운반용기의 측면에서 핀 사이의 중앙에 1 m 높이에서 타격하는 조건

을 해석하였다. 그림 2.3.2-42과 같이 관통 봉의 타격에 의하여 타격부분에서만 응

력 및 변형이 발생한다. 차폐용기의 쉘과 뚜껑 등에서는 응력이 5.2 MPa의 낮은 

값을 보이며 완충용기의 쉘에서 큰 응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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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1. B형 운반용기 뚜껑관통해석에서 관통봉 타격 위치에서의 응력과 

변형량

그림 2.3.2-42. B형 운반용기 측면관통해석에서 관통봉 타격 위치에서의 국부적인 

응력

  그림 2.3.2-43  관통 봉이 타격되는 위치에서의 응력과 변형량을 보여준다. 완충

용기의 쉘은 0.1 msec에서 최대 응력 119.8 MPa이 나타나며 최대 변형량 0.442 

mm가 0.25 msec에서 나타난다. 최대 응력은 항복응력보다 작은 응력이 발생한다. 

완충용기의 쉘의 최대 변형은 완충용기와 차폐용기의 간격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

을 정도로 매우 작아서 관통봉의 타격에 의하여 차폐용기에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

는다. 즉 관통조건하에서 운반용기가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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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바닥관통해석

  관통 봉이 운반용기의 바닥에 지지 쉘 부분을 1 m 높이에서 타격하는 조건을 해

석하였다. 그림 2.3.2-44  같이 관통 봉의 타격에 의하여 타격부분에서만 응력 및 

변형이 발생한다. 차폐용기의 쉘과 뚜껑 등에서는 응력이 3.6 MPa의 낮은 값을 보

이며 완충용기의 쉘에서 큰 응력을 보인다. 그림 2.3.2-45  관통 봉이 타격되는 위

치에서의 응력과 변형량을 보여준다. 완충용기의 쉘은 0.1 msec에서 최대 응력 

242 MPa이 나타나며 최대 변형량 0.295 mm가 0.15 msec에서 나타난다. 최대 응

력은 항복응력이상이지만 매우 국부적으로 발생한다. 완충용기의 쉘의 최대 변형은 

완충용기와 차폐용기의 간격에 비하여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작아서 관통봉

의 타격에 의하여 차폐용기에 영향이 거의 미치지 않는다. 즉 관통조건하에서 운반

용기가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타) 적층해석

  적층해석은 완충용기 없이 차폐용기의 상부에 운반용기 중량의 5배인 20 톤의 

그림 2.3.2-43 B형 운반용기 측면관통해석에서 관통봉 타격 위치에서의 

응력과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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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4 B형 운반용기 바닥관통해석에서 관통봉 타격 

위치에서의 국부적인 응력분포

그림 2.3.2-45 B형 운반용기 바닥관통해석에서 관통봉 타격 위치에서의 

응력과 변형량

중량이 압력형태로 작용한다고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3.2-46은 차폐

용기에서의 응력분포를 보여준다. 차폐용기의 뚜껑의 중앙의 표면에서 굽힘에 의한 

응력이 발생하는 이러한 최대 Tresca 응력은 약 2.21 MPa로 탄소강의 응력제한치

인 233.73 MPa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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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6.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적층해석에서 응력분포 

    2) 가상사고운반조건

  B형 운반용기의 사고조건에서의 압력해석과 침수해석, 낙하해석을 수행하였다. 

압력해석은 정상운반조건에서과 유사하며 단지 내압의 크기를 700 kPa로 수정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침수조건에 대한 해석은 내부에서 200m의 수심에 해당하는 -2 

MPa의 내압이 발생한다는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수직방향, 수평방향, 경사방향으로 

9 m높이에서 평판에 자유낙하 시키는 낙하해석 및 수직방향, 수평방향으로의 파열

봉으로의 1 m 자유낙하 시키는 파열해석을 실시하였다. 평판과 파열봉은 강체로 

가정하였으며 파열봉의 직경은 150 mm이고 길이가 20 mm이며 가장

자리에 반경 6 mm의 형상을 가진다. 볼트의 체결은 뚜껑과 본체의 플랜지를 완전 

고정하는 방식으로 가정하였다. B형 운반용기의 대칭성을 고려하여 1/2만을 모델링

하였으며, 낙하방향에 따라 모델을 회전시켜서 해석하였다. 모델의 요소 수 및 절점 

수는 8,234와 13,918개이다. 정상운반조건에서 사용한 해수모델을 낙하해석에서 

동일하게 이용하여 ABAQUS/Explicit을 사용한 충돌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9m의 

낙하에 해당하는 초기속도 13.285m/se을 모델의 초기조건으로 입력한 것을 제외하

고 동일하게 되었다. 

      가) 압력해석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은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조건에서 내압을 

60 kPa에서 700 kPa로 수정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2.3.2-47은 차폐용기에서의 응

력분포를 보여준다.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압력해석 과 거의 동일한 응력분포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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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차폐용기의 본체에서는 플랜지의 내부에서 큰 응력이 발생하고 차폐용기의 

뚜껑에서는 중앙의 내․외부 표면에서 응력이 크다. 이러한 응력은 탄성이내의 값으

로 13.2 MPa의 내압이 작용하면 차폐용기 뚜껑의 중앙의 외부 표면에서의 응력이 

항복응력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13.2 MPa이하의 내압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정

상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의 결과로부터 선형관계를 이용하여 결정할 수 도 있

다. 이러한 선형관계로 결정된 10.8MPa의 최대 Treaca 응력값은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을 통하여 결정된 값과 동일하다. 최대 Tresca 응력값은 탄소강의 응

력제한치인 233.73 MPa에 대하여 약 5%에 해당된다. 이러한 압력에 의한 최대 응

력값을 각 해석 조건에 대한 최대값과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안전성을 평가하였

다. 

      나) 바닥수직낙하해석

  그림 2.3.2-48는 바닥수직방향으로 9m 자유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 선도를 나타

낸다. 최대 운동에너지 177.4 kJ은 운반용기의 9 m에서의 위치에너지 177.4 

kJ(0.5 ✕ 4,019.6 kg ✕ 9.806 ✕ 9 m)과 동일하며 2.85 msec에서 최소 운동에

너지 3.2 kJ과 최대 내부에너지, 172 kJ를 보인다. 2.45 msec에서 36.3 kJ의 최대 

탄성변형에너지를 보이며 최대 소성변형에너지는

그림 2.3.2-47.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 응력분포

124.6 kJ로 탄성변형에너지의 약 4배정도이다. 반력은 약 2.4 msec에서 10.5 MN 

정도의 최대값을 보인다. 약 6 msec에서 내부에너지 및 운동에너지 등이 일정한 

값을 보이며 반력이 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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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2-49은 9m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

간에서의 응력궤적을 나타낸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바닥수직낙하해석과 유사한 

응력분포를 보인다. 바닥 충격면의 완충용기 방열핀에 인접한 위치에서 최대값이 

나타난다. 이는 방열핀이 충분한 완충효과를 막으므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응력선도를 그림 2.3.2-50

에 나타내었다. 2.1 msec에서 최대응력 284.3 MPa이 나타나고 4.5 msec에서 운

반용기는 반발에 의하여 다시 상승하고 드럼은 계속 하강함에 따라서 이러한 영향

으로 2차로 응력 42.2 MPa이 발생한다. 낙하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값이 나

타나는 위치와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값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르지만 

보수성을 위하여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 284.3 MPa과 사고운

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의 최대 Tresca 응력 10.8 MPa를 중첩에 의하여 합하였

다.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가 WB-322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 제

한 값은 사고운반조건에서 불연속면과 관성 영향을 받는 쉘에서 쉘의 평균값인 부

분막응력으로 고려한 값이 응력강도의 2.4배나 인장강도의 0.7배의 값에서 작은 갑

과 비교한다. 따라서 탄소강 A-36과 탄소강 A-105에 대해서 337.84 MPa과 

279.9 MPa이 응력제한치가 된다. 이러한 국부적인 위치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 

295.1 MPa은 쉘의 평균값인 부분막응력보다 크다. 이러한 국부적인 위치에서의 최

대 Tresca 응력 295.1 MPa은 쉘의 평균값인 부분막응력보다 크다. 이러한 값도 

탄소강 A-36의 

그림 2.3.2-48. B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방향 9m 자유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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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49. B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방향 9m 자유낙하해석에서 차폐체의 

Tresca 응력 궤적 

그림 2.3.2-50. B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방향 9m 자유낙하해석에서 최대응력이 

발생되는 위치와 그 위치에서의 응력선도 

응력제한치 337.84 MPa보다 작은 값으로 B형 운반용기는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9 

m 바닥수직방향으로의 자유낙하조건에서 안전함을 보인다. 

      다) 뚜껑수직낙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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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2-51는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9 m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 선도 

및 반력 선도를 나타낸다. 최대 운동에너지 177.4 kJ은 운반용기의 9 m에서의 위

치에너지 177.4 kJ와 동일하며 4.3 msec에서 최소 운동에너지 3.2 kJ과 최대 내부

에너지, 170.9 kJ를 보인다. 4.05 msec에서 63.8 kJ의 최대 탄성변형에너지를 보

이며 최대 소성변형에너지는 90.5 kJ로 탄성변형에너지 의 약 1.5배정도이다. 바닥

수직낙하해석보다 더 높은 탄성변형에너지를 보이고 더 낮은 소성변형에너지를 보

인다. 이는 바닥수직낙하방향에 비하여 뚜껑수직낙하방향에서 완충효과가 더 작음

을 의미한다. 반력은 약 8 MN정도의 최대값을 보인다. 약 9 msec에서 내부에너지 

및 운동에너지 등이 일정한 값을 보이며 반력이 0이 된다.

  그림 2.3.2-52은 9m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

간에서의 응력궤적을 나타낸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바닥수직낙하해석과 유사한 

응력분포를 보인다. 상부의 충격면의 모서리에서 큰 응력이 발생한다. 특히 내부지

지구조물의 영향으로 이러한 위치에서 조금 더 큰 값을 보인다. 최대 Tresca 응력

이 나타나는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응력선도를 그림 2.3.2-53에 나타내었다. 3.95 

msec에서 최대응력 196.5 MPa이 나타난다. 바닥수직낙하해석에 비하여 낮은 완충

효과를 보이지만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는 상부 모서리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응력이 

크므로 바닥수직낙하해석보다는 최대 Tresca 응력값이 더 작다. 낙하해석에서의 최

대 Tresca 응력값이 나타나는 위치와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값이 나타

나는 위치가 다르지만 보수성을 위하여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 

196.5 MPa과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 

그림 2.3.2-51.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와 반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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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2.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3.2-53.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의 최대 Tresca 응력 10.8 MPa를 중첩에 의하여 합하였다. 이러한 국부적인 위치

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 207.4 MPa은 쉘의 평균값인 부분막응력보다 크다. 이러

한 값도 탄소강 A-36의 응력제한치 337.84 MPa보다 작은 값으로 B형 운반용기는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9 m 뚜껑수직방향으로의 자유낙하조건에서 안전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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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평낙하해석

 

  그림 2.3.2-54는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9 m 수평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 선도를 

나타낸다. 최대 운동에너지 177.4 kJ은 운반용기의 9 m에서의 위치에너지 177.4 

kJ와 동일하며 7.4 msec에서 최소 운동에너지 4.34 kJ과 최대 내부에너지, 173.9 

kJ를 보인다. 6.5 msec에서 48 kJ의 최대 탄성변형에너지를 보이며 최대 소성변형

에너지는 101 kJ로 탄성변형에너지의 약 2배정도이다. 바닥수직낙하해석보다 더 

높은 탄성변형에너지를 보이고 더 낮은 소성변형에너지를 보인다. 반력은 약 5.2 

MN정도의 최대값을 보인다. 약 13 msec에서 내부에너지 및 운동에너지 등이 일정

한 값을 보이며 반력이 0이 된다. 

  그림 2.3.2-55은 9m 수평낙하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

서의 응력궤적을 나타낸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바닥수직낙하해석과 유사한 응력

분포를 보인다. 뚜껑에서는 충격면의 모서리, 뚜껑에 부착된 내부지지구조물에인접

한 위치에서, 본체에서는 내부지지구조물에 인접한 위치에서에서 큰 응력이 발생한

다.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응력선도를 그림 2.3.2-56

에 나타내었다. 뚜껑에서 충격면의 모서리에서는 4 msec에서 297.3 MPa의 최대응

력이 나타나며, 뚜껑에 부착된 내부지지구조물에 인접한 위치에서

그림 2.3.2-54.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수평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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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5.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수평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3.2-56.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수평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는 13.6 msec와 14.6 msec에서 287.1 MPa의 최대 응력이 나타나며, 본체의 내

부지지구조물에 인접한 위치에서는 9 msec와 11.2 msec에서 292.8 MPa과 285.1 

MPa의 최대 응력이 발생한다. 뚜껑의 재료는 A-36으로 응력제한치는 337.84 

MPa로 최대값 297.3 MPa에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값인 10.8 MPa를 

합한 308.1 MPa의 국부적인 최대 Tresca 응력보다 크다. 그러므로 차폐용기의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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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에서는 안전함을 보인다. 본체의 최대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의 재료는 탄소강 

A-105이다. 본체에 존재하는 국부적인 위치에서의 응력값인 292.8 MPa은 탄소강 

A-105의 응력제한치는 279.9 MPa보다 큰 값으로 쉘의 평균값인 부분막응력을 구

하기 위해 그림 2.3.2-57과 같은 경로에 대하여 응력분포를 구하였다. 이러한 경로

에 따른 평균값인 부분막응력은 145.3 MPa이다. 이에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을 중첩하면 156.1 MPa로 응력제한치 279.9 MPa이하의 

값으로 B형 운반용기는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9 m 수평방향으로의 자유낙하조건에

서 안전함을 보인다. 

      마)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

  그림 2.3.2-58은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9 m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 

선도를 나타낸다. 최대 운동에너지 177.4 kJ은 운반용기의 9 m에서의 위치에너지 

177.4 kJ와 동일하며 15.3 msec에서 최소 운동에너지 749 J과 최대 내부에너지, 

170.3 kJ를 보인다. 15.05 msec에서 18.6 kJ의 최대 탄성변형에너지를 보이며 최

대 소성변형에너지는 112.1 kJ로 탄성변형에너지의 약 6배정도이다. 다른 방향의 

낙하방향에 비하여 탄성변형에너지는 더 작다. 그러므로 완충효과가 수직이나 수평

방향보다 더 좋다. 또한 반력은 약 15 msec에서 약 2.4 MN의 최대값을 보인다. 

  그림 2.3.2-59은 9m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궤적을 나타낸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바닥수직낙하해석과 유사한 

응력분포를 보인다. 본체에서 내부지지구조물에 인접한 위치에서에서 큰 

응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응

그림 2.3.2-57.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수평낙하해석에서 평균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경로와 응력 분포

력선도를 그림 2.3.2-60에 나타내었다. P2의 위치에서는 6.5 msec에서 265.1 

MPa의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위치에서의 최대값을 사고운반조

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한 최대 Tr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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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 276.9 MPa은 탄소강 A-105의 응력제한치 279.9 MPa보다 작다. 하지만 P1

의 위치에서는 8.5 msec에서 276 MPa의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

  

그림 2.3.2-58.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

그림 2.3.2-59.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하였다. 이러한 값을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한 최대 Tresca 응력 286.8 MPa은 탄소강 A-105의 응력제한치 

279.9 MPa보다 크다. 그러므로 쉘의 평균값인 부분막응력을 구하기 위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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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1과 같은 경로에 대하여 응력분포를 구하였다. 이러한 경로에 따른 평균값

인 부분막응력은 107.9 MPa이다. 이에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을 중첩하면 118.7 MPa로 응력제한치 279.9 MPa이하의 값으로 B형 운반용

기는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9 m 바닥무게중심방향으로의 자유낙하조건에서 안전함

을 보인다. 

그림 2.3.2-60.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그림 2.3.2-61.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바닥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평균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경로와 응력 분포

      바)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

  그림 2.3.2-62는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9 m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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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를 나타낸다. 최대 운동에너지 177.4 kJ은 운반용기의 9 m에서의 위치에너지 

177.4 kJ와 동일하며 17.55 msec에서 최소 운동에너지 262 J과 최대 내부에너지 

179.9 kJ를 보인다. 15.65 msec에서 13.4 kJ의 최대 탄성변형에너지를 보이며 최

대 소성변형에너지는 102.7 kJ로 탄성변형에너지의 약 7.7배정도이다. 반력은 약 

14 msec에서 약 2.2 MN의 최대값을 보인다. 

  그림 2.3.2-63은 9m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궤적을 나타낸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바닥수직낙하해석과 유사한 

응력분포를 보인다. 본체에서 내부지지구조물에 인접한 위치에서에서 큰 응력이 발

생한다. 이러한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응력선도를 그

림 2.3.2-64에 나타내었다. 뚜껑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는 12.5 

msec에서 282.6 MPa의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위치에서의 최대

값을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

한 최대 Tresca 응력 293.4 MPa은 탄소강 A-36의 응력제한치 337.84 MPa보다 

작다. 하지만 본체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는 11.3 msec에서 

286.1 MPa의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값을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한 최대 Tresca 응력 296.9 

MPa은 탄소강 A-105의 응력제한치 279.9 MPa보다 크다. 그러므로 쉘의 평균값

인 부분막응력을 구하기 위해 그림 

그림 2.3.2-62.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와 반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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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3.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3.2-64.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2.3.2-65과 같은 경로에 대하여 응력분포를 구하였다. 이러한 경로에 따른 평균값

인 부분막응력은 152.6 MPa이다. 이에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을 중첩하면 163.4 MPa로 응력제한치 279.9 MPa이하의 값으로 B형 운반용

기는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9 m 뚜껑무게중심방향으로의 자유낙하조건에서 안전함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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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5.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뚜껑무게중심낙하해석에서 

평균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경로와 응력 분포

      아) 바닥경사낙하해석

  그림 2.3.2-66는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9 m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 선도

를 나타낸다. 최대 운동에너지 177.4 kJ은 운반용기의 9 m에서의 위치에너지 

177.4 kJ와 동일하다. 1차충돌로 10 msec에서 1차로 내부에너지의 증가를 보이다

가. 회전에 따른 일정한 값을 보이다가 약 30 msec에서 2차 충돌에 의한 내부에너

지 증가를 보인다. 1차 충돌에 의한 내부에너지의 증가는 약 90 kJ이며 2차 충돌에 

의한 내부에너지의 증가는 약 80 kJ정도이다. 37.75 msec에서 최소 운동에너지 

6.1 kJ과 최대 내부에너지 176 kJ를 보인다. 36.5 msec에서 18.3 kJ의 최대 탄성

변형에너지를 보이며 최대 소성변형에너지는 114 kJ로 탄성변형에너지의 약 6배정

도이다. 반력은 2차 충돌이 일어나는 약 35 msec에서 약 2.3 MN의 최대값을 보

인다. 또한 1차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10 msec에서 약 1.93 MN의 큰 값을 

보인다. 

    그림 2.3.2-67은 9m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응력궤적을 나타낸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바닥수직낙하해석과 유사한 

응력분포를 보인다. 운동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내부 차폐용기의 움직임이 커서 완

충용기의 본체와 충돌이 발생하여 차폐용기 본체의 충돌 반대면에서의 국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한다. 또한 뚜껑에 부착된 내부지지구조물에 인접한 부분에서도 큰 

응력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본체에서와 뚜껑에서의 충격면에서 큰 응력이 발생한

다. 이러한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응력선도를 그림 

2.3.2-68에 나타내었다. 차폐체의 본체의 충격면인 P2 위치에서는 약 9.8 msec에

서 287.5 MPa의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였다. 2차 충돌이후에 차폐용기의 회

전에 의하여 완충용기에 충격하여 발생된 위치인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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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6.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

위치에서는 38 msec에서 287.5 MPa의 응력이 발생하였다. 이는 차폐용기 본체의 

최대Tresca 응력으로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한 최대 Tresca 응력은 298.3 MPa이다. 이는 탄소강 A-36의 응

력제한치 337.84 MPa보다 작다. 뚜껑에서는 P3 위치에서 36 msec에 310.6 MPa

의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였다.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한 최대 Tresca 응력은 321.4 MPa이다. 이는 탄

소강 A-36의 응력제한치 337.84 MPa보다 작다. 그러므로 B형 운반용기는 바닥경

사낙하해석에서 안전함을 보인다.

      사) 뚜껑경사낙하해석

  그림 2.3.2-69는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9 m 뚜껑경사낙하해석에서의 에너지 선도

를 나타낸다. 최대 운동에너지 177.4 kJ은 운반용기의 9 m에서의 위치에너지 

177.4 kJ와 동일하다. 1차 충돌로 10 msec에서 1차로 내부에너지의 증가를 보이

다가. 회전에 따른 일정한 값을 보이다가 약 30 msec에서 2차 충돌에 의한 내부에

너지 증가를 보인다. 1차 충돌에서의 내부에너지의 증가는 약 100 kJ정도이며 2차 

충돌에 의한 내부에너지의 증가는 약 70 kJ정도이다.  38.95 msec에서 최소 운동

에너지 6.1 kJ과 최대 내부에너지 175.6 kJ를 보인다. 38.4 msec에서 18.7 kJ의 

최대 탄성변형에너지를 보이며 최대 소성변형에너지는 106.2 kJ로 탄성변형에너지

의 약 5.7배정도이다. 반력은 2차 충돌이 일어나는 약 35 msec에서 약 2.2 MN의 

최대값을 보인다. 또한 1차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10 msec에서 약 2.0 MN의 

큰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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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67.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3.2-68.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그림 2.3.2-70은 9m 바닥경사낙하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

간에서의 응력궤적을 나타낸다. 뚜껑과 본체에 부착된 내부지지구조물에 인접한 부

분에서 큰 응력이 발생한다. 그 외에도 본체에서와 뚜껑에서의 충격면에서 큰 응력

이 발생한다. 이러한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 시간에 따른 응력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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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그림 2.3.2-71에 나타내었다. 본체의 충격면이 P1 위치에서는 초기에 응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다가 2차 충격이 발생하는 32 msec에서 응력이 증가한다. P1 위

치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은 39 msec에서 299.3 MPa이다. 본체의 내부지지구조

물에 인접한 P2 위치에서는 1차 충돌에 의한 약 15 msec에서와 2차 충돌에 의한 

약 35 msec에서 큰 응력이 발생하며 38 msec에서 284.3 MPa의 최대 Tresca 응

력이 발생한다. 뚜껑의 내부지지구조물에 인접한 P3 위치에서는 약 16 msec와 45 

msec에서 큰 응력이 발생하며 뚜껑의 낙하 충격면인  P4 위치에서는 1차 충격에 

의하여 큰 응력이 발생하여 10 msec에서 313.4 MPa의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

한다. 이러한 응력은 B형 운반용기 최대 Tresca 응력으로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

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하면 324.2 MPa이다. 이는 탄

소강 A-36의 응력제한치 337.84 MPa보다 작다. 본체의 P2 위치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은 284.3 MPa로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하면 295.1 MPa이다. 이는 탄소강 A-105의 응력제한치 

279.9 MPa보다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치에서의 응력제한치를 정확히 적용하기 

위하여 그림 2.3.2-72과 같은 경로에서의 응력분포를 구하였고 쉘의 평균인 부분

막응력을 구하였다. 부분막응력은 187.4 MPa로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

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하면 198.2 MPa이다. 이는 탄소강 

A-105의 응력제한치 279.9 MPa보다 작으므로 B형 운반용기는 뚜껑경사낙하조건

에서 안전함을 보인다. 

그림 2.3.2-69.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뚜껑경사낙하해석에서 에너지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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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0.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뚜껑경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3.2-71.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뚜껑경사낙하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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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2.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하의 뚜껑경사낙하해석에서 평균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경로와 응력 분포

      자) 바닥파열해석

  그림 2.3.2-73은 B형 운반용기 바닥방향으로의 파열해석을 위한 모델로 바닥수

직방향 낙하해석 모델에서 강체 평판을 150mm 직경과 200 mm 길이의 강체 파열

봉으로 수정하였다. 바닥수직방향 낙하해석과 동일하게 모델을 강체 파열봉의 위에 

충돌하기 직전이 되도록 하고 모든 위치에 대하여 자유낙하 높이 1 m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와 동일한 운동에너지를 가지는 속도인 4,428.5 mm/sec를 초기속도로 

하여 해석시간을 줄였다. 그림 2.3.2-73는 이러한 수직방향 파열해석에서의 에너지 

선도를 나타낸다. 최대 운동에너지 19.7 kJ은 운반용기의 1 m에서의 위치에너지 

19.7 kJ(0.5 X 4,019.6 kg X 9.806 X 1 m)과 동일하며 23.6 msec에서 최소 운

동에너지 4.4 J과 최대 내부에너지, 21 kJ를 보인다. 23.25 msec에서 5.83 kJ의 

최대 탄성변형에너지를 보이며 최대 소성변형에너지는 12.9 kJ로 탄성변형에너지의 

약 2배정도이다. 반력은 약 23 msec에서 550 kN 정도의 최대값을 보인다. 

  그림 2.3.2-75는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차폐용기 쉘에서의 

응력궤적을 나타낸다. 낙하충격을 받는 차폐용기의 바닥에서 충격에 의한 응력과 

굽힘에 의한 응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내부 중심부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 그

림 2.3.2-76은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의 시간에 따른 응력선도이

다. 충격에 의하여 점점 증가하면서 반복되는 응력의 변화를 보인다. 최대 Tresca 

응력은 23.4 msec에 55.3 MPa로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하면 66.1 MPa이다. 이는 탄소강 A-36의 응력제

한치 337.84 MPa보다 작으므로 B형 운반용기는 바닥파열조건에서 안전함을 보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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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3. B형 운반용기 바닥파열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

그림 2.3.2-74. B형 운반용기 가상사고조건하의 바닥파열해석에서 

에너지선도 

      차) 측면파열해석

  그림 2.3.2-77은 B형 운반용기 측면방향으로의 파열해석을 위한 모델로 바닥파

열해석에서 측면방향으로 모델을 수정하여 해석하였다.그림 2.3.2-78는 이러한 수

직방향 파열해석에서의 에너지 선도를 나타낸다. 최대 운동에너지 19.7 kJ은 운반

용기의 1 m에서의 위치에너지 19.7 kJ과 동일하며 16.2 msec에서 최소 운동에너

지 277.1 J과 최대 내부에너지, 20.3 kJ를 보인다. 15.65 msec에서 4.78 kJ의 최

대 탄성변형에너지를 보이며 최대 소성변형에너지는 6.88 kJ로 탄성변형에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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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배정도이다. 반력은 약 15 msec에서 500 kN 정도의 최대값을 보인다. 

그림 2.3.2-75. B형 운반용기 가상사고조건하의 바닥파열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3.2-76. B형 운반용기 가상사고조건하의 바닥파열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그림 2.3.2-79는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차폐용기 쉘에서의 

응력궤적을 나타낸다. 낙하충격을 받는 차폐용기의 본체와 뚜껑의 내부지지구조물

에 인접한 위치에서 큰 응력이 발생한다. 그림 2.3.2-80은 최대 Tresca 응력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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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위치에서의 시간에 따른 응력선도이다. 뚜껑에서는 10.6 msec에서 185.97 

MPa의 최대값을 보이며 본체에서는 7.8 msec에서 275.3 MPa의 최대값을 보인다. 

뚜껑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값인 186 MPa과 사고운반조건에 

그림 2.3.2-77. B형 운반용기 측면파열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

그림 2.3.2-78. B형 운반용기 가상사고조건하의 측면파열해석에서 에너지선도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을 중첩하면 196.8 MPa로 탄

소강 A-36의 응력제한치 337.84 MPa보다 작다. 하지만 본체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276.3 MPa은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을 중첩하면 286.1 MPa로 탄소강 A-105의 응력제한 



- 172 -

그림 2.3.2-79. B형 운반용기 가상사고조건하의 측면파열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3.2-80. B형 운반용기 가상사고조건하의 측면파열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치 279.9 MPa보다 크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치에서의 응력제한치를 정확히 적용하

기 위하여 그림 2.3.2-82과 같은 경로에서의 응력분포를 구하였고 쉘의 평균인 부

분막응력을 구하였다. 부분막응력은 102.8 MPa로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

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하면 113.6 MPa이다. 이는 탄소강 

A-105의 응력제한치 279.9 MPa보다 작으므로 B형 운반용기는 측면파열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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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함을 보인다. 

      카) 뚜껑파열해석

  그림 2.3.2-83은 B형 운반용기 뚜껑방향으로의 파열해석을 위한 모델로 바닥파

열해석에서 뚜껑방향으로 모델을 수정하여 해석하였다. 그림 2.3.2-82는 이러한 수

직방향 파열해석에서의 에너지 선도를 나타낸다. 최대 운동에너지 19.7 kJ은 운반

용기의 1 m에서의 위치에너지 19.7 kJ과 동일하며 24.9 msec에서 최소 운동에너

지 2.34 J과 최대 내부에너지, 21.1 kJ를 보인다. 24.3 msec에서 6.16 kJ의 최대 

탄성변형에너지를 보이며 최대 소성변형에너지는 13.14 kJ로 탄성변형에너지의 약 

2배정도이다. 반력은 약 25 msec에서 500 kN 정도의 최대값을 보인다. 

  그림 2.3.2-84는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시간에서의 차폐용기 쉘에서의 

응력궤적을 나타낸다. 낙하충격을 받는 차폐용기의 뚜껑에서 충격에 의한 응력과 

굽힘에 의한 응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내부 중심부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

  그림 2.3.2-85은 최대 Tresca 응력이 나타나는 위치에서의 시간에 따른 응력선

도이다. 충격에 의하여 점점 증가하면서 반복되는 응력의 변화를 보인다. 최대

 

그림 2.3.2-81. B형 운반용기 가상사고조건하의 측면파열해석에서 평균응력을 

계산하기 위한 경로와 응력 분포

Tresca 응력은 23.8 msec에 55.8 MPa로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압력해석에서의 

최대 Tresca 응력인 10.8 MPa과 중첩하면 66.6 MPa이다. 이는 탄소강 A-36

의 응력제한치 337.84 MPa보다 작으므로 B형 운반용기는 뚜껑파열조건에서 안전

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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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82. B형 운반용기 뚜껑파열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모델

그림 2.3.2-83. B형 운반용기 가상사고조건하의 뚜껑파열해석에서 

에너지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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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84. B형 운반용기 가상사고조건하의 뚜껑파열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3.2-85. B형 운반용기 가상사고조건하의 뚜껑파열해석에서 최대 

Tresca 응력 선도

      파) 침수해석

  가상사고조건인 침수조건에 대한 해석은 완충용기 없이 차폐용기의 외부에 2 

MPa의 외압이 작용한다는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3.2-86은 차폐용기

에서의 응력분포를 보여준다. 차폐용기의 본체에서는 플랜지의 내부에서 23.9 MPa

의 응력이 발생하고 차폐용기의 뚜껑에서는 중앙의 내․외부 표면에서 응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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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응력의 최대값은 뚜껑의 외부 중앙표면에서 발생하며 그 크기는 30.7 MPa

로 탄소강의 응력제한치인 337.84 MPa에 비하여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응력제한

치의 9%로 작은 값을 보이므로 안전함을 보인다.

 

그림 2.3.2-86. B형 운반용기 침수열해석에서 응력분포

  다. 격납해석

  방사성폐기물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에서의 격납은 공공의 건강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23호[2.3.2-4], IAEA Safety Standard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2.3.2-5] 및 U.S.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10, Part 

71[2.3.2-6]에서는 방사성물질을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는 방사성물질을 운반하

는 동안 안전성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격납 시스템을 설계하고 평가하도록 명시

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서의 격납시스템을 설명하고, 방출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의 방출에 따른 허용 누설률을 산출하여 격납평가를 수행하

였다.

    1) 격납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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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 B형 운반용기는 over-pack과 차폐용기로 구성된다. 방사성폐기물 

B형 운반용기에 적재되어 운반될 방사성폐기물은 발전소 CVCS로부터 발생된 폐 

필터이다. CVCS로부터 발생된 폐 필터를 DOT-17H 55 드럼에 넣고, 이 드럼을 

차폐용기에 적재한 후 차폐용기를 over-pack에 적재하여 운반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 B형 운반용기에서 방사성 핵종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격납

경계는 차폐용기이다.

  방사성폐기물 B형 운반용기에서의 격납경계인 차폐용기는 탄소강 재질의 80 ㎜ 

두께를 가지고 있는 본체와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와 뚜껑 사이에 더블 

O-ring을 마련하여 밀봉을 통해 격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NUREG/CR-6487[2.3.2-7]에서는 내용물이 열 부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상조

건에서의 온도는 65.5 ℃(150 ℉), 압력은 1.2 atm으로 가정하며, 사고조건에서의 

온도는 760 ℃(1400 ℉), 압력은 3.5 atm으로 가정한다면 보수적인 조건이라고 설

명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B형 운반용기에 적재되어 운반될 방사성폐기물인 발전

소 CVCS로부터 발생된 폐 필터는 열 부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운반물이기 때문에 

표 2.3.2-5과 같이 NUREG/CR-6487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정사항을 격납경계 설

계기준으로 설정하였다.

 

    2) 방사성 핵종의 분류

  미국규격인 ANSI N14.5[2.3.2-8]와 국제규격인 ISO 12807[2.3.2-9]에서는 격

납 평가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으며, NUREG/CR 6487에서는 허용 누설률을 

평가하기 위한 source term의 분류 및 source term에 따라 cavity로 방출되는 분

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B형 운반용기에 격납평가에 적용될 방사성 핵종은 고리 원자력발

전소 CVCS계통의 폐 필터로부터 검출된 핵종들로서 Cr-51, Co-58, C0-60, 

Fe-59, Mn-54, Ru-103, Nb-95, Sb-125, Zn-65, Zr-95, Cs-134 및 Cs-137이

다. 이들 12개 핵종들 중 Cs-134 및 Cs-137은 volatile로 규정되어 있는 핵종이

고 나머지 핵종은 fine으로 규정된 핵종이다. 격납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volatile일 경우의 fraction과 fine일 경우의 fraction을 알아야 한다.

  NUREG/CR 6487에서는 방사성 물질의 형태로 Powder, Liquid, Gas, Solid 및 

SNF로 분류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CVCS계통으로부터 발생된 폐 필터는 이들 

중 Solid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Solid에 대해 fine의 경우 정상조건에서 

fraction을 15 %, 사고조건의 경우 100 %로 규정하고 있으며, volatile에 대해서는 

SNF의 경우 2×10-4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100 % 로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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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2-5. 격납경계 설계기준

설계 속성 설계 값

정상조건(Normal)
내부설계압력 1.2 atm

내부설계온도 65.5 ℃

사고조건(Accident)
내부설계압력 3.5 atm

내부설계온도 760 ℃

  3) 정상조건에서의 격납

  격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12개 핵종으로부터의 방사능량은 1.34×10-2 TBq로 

계산되었다. 

  허용 방출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핵종의 종류에 따라 방출되는 분량을 

적용하여 방출 제한치인 A2 값을 구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으며, 

A 2eq =
1

Σ(Fi/A 2i)
= 1.69 TBq

  방사능의 허용 방출률(RN)은 식 (1)로부터 4.63×10-10 TBq로 계산되었다. 

RN = A 2eq × 10
-6
×

1
3600

TBq  ........... (1)

  허용 누설률은 단위 시간당 격납 경계로부터 누설되는 유체의 허용 체적이므로 

단위 체적 당 방사능 농도로부터 결정된다. 

  방사성폐기물 B형 운반용기의 격납 경계는 차폐용기이다. 차폐용기는 두께 80 

㎜, 외경 960 ㎜, 길이 1,060 ㎜를 가지고 있으며, DOT-17H 55 드럼을 적재할 

때 차폐용기의 자유체적(VN)은 2.08×104 ㎤이므로, 단위체적 당 방사능 농도(CN)

은 식 (2)로부터 9.84×10-8 TBq/㎤로 계산되었으며, 

CN =
RITN
VN

TBq/㎥  ...................................... (2)

  고리 원자력발전소 CVCS계통의 폐 필터를 차폐용기에 저장할 경우 허용 누설률

(LN)은 식 (3)으로부터 4.71×10-3 ㎤/s로 평가되었다.

LN =
RN
CN  ........................................................ (3)

    4) 가상사고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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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12개 핵종으로부터의 방사능량은 1.34×10-2 TBq이

며, A2 값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으며, 

A 2eq =
1

Σ(Fi/A 2i)
= 1.71 TBq

  방사능의 허용 방출률(RA)은 식 (4)로부터 2.83×10-6 TBq로 계산되었다. 

RA = A 2eq ×
1

3600×24×7
TBq  ........... (4)

  단위체적 당 방사능 농도(CA)은 식 (2)로부터 6.44×10-7 TBq/㎤로 계산되었으

며, 가상사고조건에서의 허용 누설률(LA)은 식 (3)으로부터 4.39 ㎤/s로 평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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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형 운반용기 시험계획 및 시험장치

  가. 시험계획

  B형 운반용기는 9m 높이에서의 자유낙하시험과, 봉 위로 운반용기를 1 m 높이

에서 자유낙하하는 파열시험, 800℃에서 30분간 유지하는 화재시험, 물 150 kPa 

외압을 가하는 침수시험을 실시한다. 그림 2.3.3-1은 B형 운반용기의 안전성 시험

에 대한 개념도이다. 3식의 완충체를 제작하여 다양한 방향의 낙하시험 및 파열시

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먼저 1식은 9m 바닥수직낙하시험, 9m 뚜껑수직낙하시험 

및 1m 측면파열시험을 실시한다. 변형이 발생된 완충용기를 새로운 완충체로 교환

하여 9m 수평낙하시험, 9m 뚜껑경사낙하시험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완충

체로 교체한다. 9m 바닥무게중심낙하시험과 1m 뚜껑파열시험을 실시한 후에 스트

레인게이지와 가속도계 등을 제거하고 열전대를 부착하여 화재시험을 실시하고 차

폐용기만을 사용하여 침수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을 전후로 하여 누설량을 평가하기 

위한 누설시험을 실시한다. 누설시험은 Pressure rise test 장비를 이용하여 누설

률을 측정하여 허용누설률과 비교한다.

그림 2.3.3-1. B형 운반용기 안전성 시험에 대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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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 혹은 파열 시험 전후로 차폐 두께, 뚜껑 플랜지 갭 측정을 포함하여 예상 

변형위치에 대한 치수검사 및 초음파 두께 측정기를 이용한 차폐체의 두께를 측정

하여 전산해석결과의 변형량과 비교 평가한다. 특히 초음파 두께측정장치를 이용한 

차폐체의 두께의 측정을 통하여 차폐성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9m 자유낙하시

험은 부록 1에서 보여주는 절차서를 통하여 수행한다. 파열시험은 직경이 

(15.0±0.5)센티미터이고 길이가 20센티미터인 연강봉이고 봉의 상단부가 평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6밀리미터 이하로 둥근 봉을 시험바닥면 위에 수직으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놓고, 운반용기를 1m 높이에서 봉 위에 낙하시킨다. 이러한 파열시험에 

대한 자세한 절차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화재시험은 시편(Specimen)을 무연화재 시험설비에 설치하고 연료에 점화한 후 

800 ℃ 이상의 화염 온도상태를 30 분 이상동안 유지한 후 자연 냉각한다. 시험 

중에 시험모델에 부착된 열전대를 통하여 온도변화를 취득하여 해석결과와 비교분

석한다. 자세한 화재시험에 대한 절차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침수시험은 시편을 압력용기 넣고 물을 채운 후 압력용기 내부의 압력을 150 

kPa이상으로 가압한 후 8시간 이상동안 침수한다. 침수시험을 수행한 후에 차폐용

기 내부에 누수여부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침수여부를 확인한다. 부록에 자세한 침

수시험에 대한 절차서를 수록하였다.

  누설시험은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시편 내부공간을 0.1 hPa 이하로 감압한 후, 내

부 곤간의 압력이 안정되면, 그 상태를 15분 동안 유지한다. 15분 이후의 내부압력

을 측정하여 누설률을 계산한다. 부록에 자세한 침수시험에 대한 절차서를 수록하

였다.

  그림 2.3.3-2와 같이 구조시험을 위한 스트레인게이지 및 가속도계의 부착위치를 

나타낸다. 화재시험에서는 K type으로 shieth 재질은 inconnel로서 길이가 7 m 이

고 총 길이는 16 m이인 열전대를 11개 설치하여 화재시험시의 온도 분포를 측정

하여 전산해석결과의 보수성 및 경향을 확인한다. 온도 분포의 취득 및 저장은 NI 

SCXI 시스템을 이용하며 11개 채널을 사용한다. 이러한 열전대의 설치 위치는 그

림 2.3.3-3과 같다. 

  

  나. 시험장치

    1) 열시험을 위한 시험장치

  B형 운반용기의 열시험을 위해 사용되는 장비는 미국 National Instruments 

(NI)에서 제작된 6040E 계열의 모델로서, 열전대 scanner,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 A/D converter 및 PC로 구성되며, 시험측정계통도는 그림 2.3.3-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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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그림 2.3.3-2. B형 운반용기 가속도계 및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 위치

그림 2.3.3-3. B형 운반용기 열전대 부착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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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  화재시험 측정계통도

      가) 열전대 scanner

  시험모델에 부착된 열전대에서 발생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탐지하는 열전대 

scanner는 TC-2095 module 6개로 구성되며, 한 개의 module에는 32개의 열전

대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총 192개의 열전대까지 연결할 수 있고, ±0.03℃ 이하의 

측정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나)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

  열전대 Scanner에서 보내진 아날로그신호의 잡음 제거 및 증폭을 수행하는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는 SCXI- 1102 board 6개로 구성되며, 1개의 

board에서는 32channel의 신호 처리가 가능하므로 총 192channel까지 신호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0.5℃의 측정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다) A/D Converter

  PC에 내장된 A/D converter는 미국 NI DAQ card- 6036E로서,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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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ing & amplifier에서 conditioning된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라) PC

  디지털로 변환된 신호는 PC에 설치된 LabView 프로그램에 의해 분석되고 저장

되며, 시험동안 과도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2) 침수시험을 위한 시험장치

  원자력 법규에서 규정하는 침수조건은 운반용기가 수심 15 m 깊이에 8시간 이상 

빠졌을 경우에 대한 조건으로 최소 150 kPa의 외압에 견디도록 요구하고 있다. 15 

m 침수시험을 위한 측정계통은 그림 2.3.3-5와 같이 압력용기에 시험모델을 장착

한 후 압력용기의 내부압력을 150 kPa까지 가압하여 시험모델의 구조적 건전성을 

평가한다.

  침수시험 설비는 압력용기, 충수펌프, 고압펌프,  안전밸브, 압력계, contron 

panel 등으로 구성된다. 압력용기는 외경 1.5 m, 높이 4 m, 두께 150 mm의 스테

인리스 강으로 구성되며, 내부에 직경 1.2 m, 높이 2.8 m의 시험모델이 안착될 수 

있다. 충수펌프는 압력용기에 물을 충수시킬 때 사용하는 펌프로 유량은 250 ℓ

/min, 양정은 8 m 이다. 고압펌프는 충수펌프를 사용하여 압력용기의 알차 충수 후 

내부압력을 올리기 위한 plunger type 펌프로 유량이 18 ℓ/min, 운전압력이 30 ㎏

/㎠ 이상이다. 압력계는 시험압력의 1.5~4배 범위를 가진 게이지를 사용한다. 



- 185 -

그림 2.3.3-5. 침수시험 계통도.



- 186 -

제 3 장  결     론

  방사성폐기물 IP형, A형 및 B형 운반용기의 주요구조 및 크기 등을 결정하여 안

전성 해석을 수행하고 구조적 건전성을 입증하 다. 이러한 IP형, A형 및 B형 운반

용기의 모델설계를 수행하여 IP형 및 A형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행하고 

시험 장치를 준비하여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 다. 또한 B형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

계획을 수립하고 시험 장치를 준비하 다.

  표 3.1.1-1은 IP-2형 및 A형 운반용기 해석의 종류로 IP-2-a형 및 IP-2-b형 

운반용기의 경우 0.9 m 높이에서 바닥수직낙하, 뚜껑수직낙하, 수평낙하 및 바닥무

게중심낙하해석과 적층해석을 수행하 으며 A형 운반용기의 경우 이와 함께 관통 

및 압력을 추가로 수행하 다. 해석을 위한 코드, 모델 및 종류 등 해석에 대한 개

요를 표 3.1.1-2에 나타내었다. 해석은 ABAQUS/Explicit을 사용하 으며 대칭성

을 고려하여 1/4 모델 또는 1/2 모델을 C3D8R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낙

하조건을 초기속도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낙하해석의 경우, 방사성내용물

의 유실 및 분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대 볼트 단면평균응력값 및 최대 뚜껑열림량

를 결정하였고 차폐손실 20%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최대 차폐두께감소량

을 결정하였다. 적층 및 관통, 압력의 경우 그 응력변화 등에 대한 영향이 적다. 그

러므로 최대 응력과 최대 변형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표 3.1.1-3~3.1.1-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제한치 이하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1-7은 B형 운반용기 해석의 종류를 나타낸다. 정상운반조건에서의 1.2 m 

자유낙하, 적층, 관통 압력 등을 수행하 고 사고운반조건에서의 9 m 낙하, 파열, 

침수, 압력 및 화재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자유낙하, 적층, 관

  표 3.1.1-1. IP-2형 및 A형 운반용기 해석의 종류

       해석구분
운반용기 0.9m 자유낙하 적층 관통 압력

IP-2-a형

수직
(바닥/뚜껑)

수평

바닥무게중심

IP-2-b형 상동

A형 상동

표 3.1.1-2. IP-2형 및 A형 운반용기 구조해석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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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 IP-2-a형 IP-2-b형 A형

해석코드  ABAQUS/Explicit

해석
모델

구조  1/2(수평,무게중심방향) 또는 1/4(수직방향)의 3차원

적용요소  C3D8R

총 요소수
/총 절점수

45,629/68,416
(1/4모델)

81,474/123,462
(1/2모델)

31,038/45,344
(1/4모델)

62,076/89,717
(1/2모델)

27,503/40,749
(1/4모델)

55,006/80,589
(1/2모델)

경계조건  대칭경계조건.
 중력가속도 적용.

재료특성  탄소성해석.
 드럼의 중량을 400 kg이 되도록 밀도 조정.

해석
조건

0.9m 낙하  초기속도 : 4.2 m/sec

적층  운반용기 중량의 5배

관통 - -
 초기속도
   4.4 m/sec
 (관통봉에 적용)

압력 - -  외압 : 60 kPa

표 3.1.1-3. IP-2-a형 구조해석의 결과

낙하방향 바닥수직 뚜껑수직 수평 무게중심 제한치

최대 볼트
단면평균응력값

(MPa)
806.3 797 839.2 821.9 860

(볼트인장응력)

최대 뚜껑열림량
(mm) 0.38 2 1.6 0.84 5

(뚜껑 단차)

최대 차폐두께감소량
(mm) 0.082 0.04 1.8 0.35

7
(차폐두께의 

20%)

표 3.1.1-4. IP-2-b형 구조해석의 결과

낙하방향 바닥수직 뚜껑수직 수평 무게중심 제한치

최대 볼트
단면평균응력값

(MPa)
655.9 763 485 132.9 860

(볼트인장응력)

최대 뚜껑열림량
(mm) 0.68 2.9 1.55 0.285 10

(뚜껑 단차)

최대 차폐두께감소량
(mm) 0.0273 0.017 0.024 0.16

16
(차폐두께의 

20%)

표 3.1.1-5. A형 구조해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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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방향 바닥수직 뚜껑수직 수평 무게중심 제한치

최대 볼트
단면평균응력값

(MPa)
746.6 782.6 767 341.4 860

(볼트인장응력)

최대 뚜껑열림량
(mm) 0.81 2.8 1.85 0.41 10

(뚜껑 단차)

최대 차폐두께감소량
(mm) 0.032 0.007 0.0061 0.2

10
(차폐두께의 

20%)

표 3.1.1-6. IP-2형 및 A형 운반용기 기타 조건에 대한 구조해석의 결과

낙하방향 IP-2-a형 적층 IP-2-b형 적층 A형 적층 A형 압력 A형 관통 제한치

최대 응력
(MPa)

72.9 39.2 28.2 26.15 278.3 399.9

최대 변형
(mm)

0.097 0.047 0.032 0.32 0.33 7

  표 3.1.1-7. B형 운반용기 해석의 종류

조건

정상운반조건 사고운반조건

구조 구조 열

1.2m 낙하 적층 관통 압력 9m 낙하 파열 압력 침수 화재

방향

수직
(바닥/뚜껑) 바닥

수직
(바닥/뚜껑) 바닥

수평 수평

측면 측면

무게중심
(바닥/뚜껑)

무게중심
(바닥/뚜껑)

뚜껑 뚜껑
경사

(바닥/뚜껑)
경사

(바닥/뚜껑)

통, 압력 및 침수에 대하여서는 ABAQUS/Explicite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으로 수행

하 다. 자유낙하방향은 1.2 m 낙하와 9 m 낙하에 대하여 모두 바닥수직낙하, 뚜

껑수직낙하, 수평낙하, 바닥무게중심낙하, 뚜껑무게중심낙하, 바닥경사낙사, 뚜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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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낙하의 7개 방향으로 수행하 으며 관통 및 파열은 뚜껑, 측면, 바닥에 대하여 

공히 3방향ㅇ 대하여 구속해석을 수행하 다. 구조해석에 대한 개요는 IP-2형 및 

A형 운반용기의 구조해석에 대한 개요와 유사하다. 또한 FLUENT을 이용하여 열

해석을 수행하 다.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여 정상운반조건 및 화재조건에 대하여 

수행하 다. 

표 3.1.1-8. B형 운반용기 해석의 개요

구
    
    
     
조

해석코드  ABAQUS/Explicit

해석
모델

적용요소 및 요소 
및 절점 수

 3차원 ½ 모델로 C3D8R를 적용, 33,801/52,697

경계조건  대칭경계조건, 중력가속도 적용.

재료특성
 탄소성해석, 격납경계(차폐용기 쉘, 뚜껑 및 바닥) 
은 탄성으로 가정.

해석
조건

정상
운반
조건

1.2 m 낙하  초기속도 : 4.9 m/sec

적층  운반용기 중량의 5배를 차폐용기에 직접 적용

관통  초기속도 : 4.4 m/sec(관통봉에 적용)

압력  외압 : 60 kPa

사고
운반
조건

9 m 낙하  초기속도 : 13.3 m/sec

파열  초기속도 : 4.4 m/sec

압력  내압 : 700 kPa

침수  외압 : 2 MPa

열

해석코드  FLUENT

해석
모델

적용요소 및 요소 
및 절점 수

 사각형 요소, 절점 수 : 5,502개

경계조건
 축대칭 조건, 용기 바닥 : 단열조건

 용기 측면/상부 : 대류 및 복사

재료특성
 단열재로 8 mm의 방화재만 고려 (열전도도 : 0.15 
W/m-K)

해석
조건

정상 및 화재사고
조건

 정상조건 : 대기온도 38 ℃

 화재조건 : 800 ℃, 30분 화재

ASME Sec. III Div. 3에 대하여 적용하여 결과를 정리하 다. 표 3.1.1-9~3.1.1-1

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응력제한치에 비하여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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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2-a형 운반용기에 대하여 0.9 m 높이에서 바닥수직방향, 뚜껑수직방향, 수평

방향에 대하여 낙하시험을 수행하 다. 또한 IP-2-b형 운반용기에 대하여 0.9 m 

높이에서 수평방향 및 측면경사방향으로 낙하시험을 수행하 다. A형 운반용기에 

대하여서는 0.9 m 높이에서 바닥수직방향과 뚜껑경사방향으로 낙하시험을 수행하

고 뚜껑에 대한 관통시험을 수행하여다. 시험을 통하여 뚜껑과 본체 사이의 간극

에 대한 최대 증가량을 실제로 뚜껑과 본체 사이의 간극이 아닌 각관의 변형에 의

한 향이지만 고려하 다. 또한 볼트의 파손및 풀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볼트의 

풀림토르크를 측정하 으며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이용하여 차폐체의 두께를 측정하

다. 그 결과 표 3.1.1-12~3.1.1-14와 같이 제한치 이내로 건전성이 유지됨을 보

이고 있다. 

  B형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절차를 마련하여 3차년도에 수행

할 B형 운반용기의 안전성 시험에 대한 준비를 실시하 다. 

표 3.1.1-9. B형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구조해석의 결과

낙하방향 최대 응력 응력제한치

바닥수직 126.4

233.73

뚜껑수직 135.2(집중응력)

수평

본체 147.7

뚜껑 101.9

바닥무게중심 126.4

뚜껑무게중심 228.9(집중응력)

바닥경사 113.9

뚜껑경사 123.2

적층 2.21 337.84

압력 0.92 233.73

표 3.1.1-10. B형 운반용기 사고운반조건에 대한 구조해석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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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방향 최대응력 응력제한치

바닥수직 284.3(집중응력) 337.84

뚜껑수직 196.4(집중응력) 337.84

수평
본체 145.3 279.9

뚜껑 297.8(집중응력) 337.84

바닥무게중심 276 (집중응력) 279.9

뚜껑무게중심
본체 152.6 279.9

뚜껑 282(집중응력) 337.84

바닥경사
본체 287.5(집중응력) 337.84

뚜껑 310(집중응력) 337.84

뚜껑경사
본체 213.2 279.9

뚜껑 313.5(집중응력) 337.84

압력 10.75 337.84

침수 30.71 337.84

바닥파열 55.3 337.84

측면파열
본체 275.3 279.9

뚜껑 186 337.84

뚜껑파열 55.8 337.84

표 3.1.1-11. IP-2-a형 운반용기에 대한 0.9 m 자유낙하시험의 결과

낙하방향 바닥수직낙하 뚜껑수직낙하 수평낙하 허용치

뚜껑과 본체 사이 간극의 
최대 증가량

(mm)
0.76 0.46 3.7 5

(뚜껑단차)

볼트의 풀림 토르크
(N·m)

최대값 153 260.5 427.5 -

평균 57 162.6 244.4 -

볼트의 파손 및 풀림 여부 무 무 무 무

차폐체 두께의 최대 감소
(mm) 0.01 0.02 0.01 7

표 3.1.1-12. IP-2-b형 운반용기에 대한 0.9 m 자유낙하시험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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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방향 수평낙하 측면경사낙하 허용치

뚜껑과 본체 사이 간극의 최대 증가량
(mm) 9 0.23 10

(뚜껑단차)

볼트의 풀림 토르크
(N·m)

최대값 414.5 435 -

평균 269.5 337.8 -

볼트의 파손 및 풀림 여부 무 무 무

차폐체 두께의 최대 감소
(mm) 0.02 0.01 16

표 3.1.1-13. A형 운반용기에 대한 0.9 m 자유낙하시험 및 관통시험의 결과

낙하방향 바닥수직낙하 뚜껑경사낙하 관통 허용치

뚜껑과 본체 사이 간극의 
최대 증가량

(mm)
0.07 2.14 영향 없음 5

(뚜껑단차)

볼트의 풀림 토르크
(N·m)

최대값 390 4452.4 영향 없음 -

평균 293.9 326.4 영향 없음 -

볼트의 파손 및 풀림 여부 무 무 영향 없음 무

차폐체 두께의 최대 감소
(mm) 0.01 0.02 0.9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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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낙하시험 절차서

1. 적용범위

자유낙하시험 절차서은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수행중인 “방사성폐

기물 운반용기 구조 및 열 안전성 시험평가” 연구과제의 IP형/A형 및 B형 

운반용기의 낙하시험에 대한 입증시험 및 해석의 검증을 위해 수행한다. 

2. 참고문헌

가.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722 , 725-(a) & 

727-(a)

나.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 Para 722 & 727.2.

다. 미국 10 CFR Part 71.71(c)-(7)(8) & Part 71.73(c)-(1)

라. 국내 과기부 고시 제 2001-23호 제 45조 ①항의 2호, 제 46조 1호, 제 

47조 ①항의 1호.

마. Guidelines for Conducting Impact Testing on Shipping Packages for 

Radio -active Material.

바. Test Uncertainty ASME PTC 19.1-1998 

3. 시험조건

ⅰ) 시편을 아래의 표에서 정한 높이에서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면에 자유낙하 

시킨다.

운반물의 중량(㎏) 자유낙하 높이(m)

             운반물 <  5,000 1.2

    5,000 ≤ 운반물 < 10,000 0.9

   10,000 ≤ 운반물 < 15,000 0.6

   15,000 ≤ 운반물 0.3

4. 시험준비사항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모델, 낙하 구조물, Load cell, 줄자, 

Vernier Calipers, 데이터 취득 및 저장 시스템, 가속도계, 힘 센서와 스트레

인 게이지, 1/3 구조시험모델 저장용기

5. 시험설비 및 장비

ⅰ) 낙하타워 : 높이 15m, 10t 용량의 hoist

ⅱ) 유압식 Relaese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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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변형률 및 가속도, 볼트 힘 측정시스템 : 증폭기와 레코더로 이루어져 시

험 중에 가속도, 볼트 힘과 변형률을 얻을 수 있는 장치

ⅳ) 가속도계, 힘 센서와 스트레인 게이지

ⅴ) 저울(Load cell) : 운반용기의 무게를 측정이 가능한 저울

6. 시험방법 및 절차

6.1 시험방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시험모델을 낙하시험시설의 Release 장치에 낙하방

향에 적합하도록 고정하고 Release 장치를 Hoist에 매달아 0.9 m만큼 들어 

올린 후 낙하면에 자유 낙하시킨다. 

6.2 시험절차

6.2.1 낙하시험시설 점검

ⅰ) 낙하시험시설의 주변 및 바닥 면을 정리한다.

ⅱ) 전원을 ON 한 후 Hoist의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ⅲ) Release 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ⅳ) 데이터 취득/저장 시스템의 계통을 확인한다.

ⅴ) 낙하시험 장치의 이상 시 제작업체 및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

다.

6.2.2 시편 준비

ⅰ) 모의 드럼과 운반용기의 중량 및 크기를 측정한다.

ⅱ) 운반용기의 주요부위에 대한 육안검사 및 비파괴 검사를 통한 용접부위의 

건전성을 확인한다.

ⅲ) 가속도계, 힘 센서 및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한다.

ⅳ) 가속도계, 힘 센서 및 스트레인 게이지와 데이터 취득/저장 시스템을 연결

한다.

ⅴ) 가속도, 볼트 힘 및 변형율의 측정이 가능한가를 확인한다.

6.2.3 낙하시험

ⅰ) 시편을 Release 장치에 고정하고, 정확한 낙하 위치를 갖도록 조정한다.

ⅱ) 운반용기를 낙하 면에 0.9m 높이만큼 올린 후 낙하 면을 향해 자유 낙하

시킨다.

ⅲ) 운반용기 주요 부위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변형 칫수를 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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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가속도, 볼트 힘 및 변형률에 대한 측정 자료를 검토한다.

7.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ⅰ) 시험결과보고서에는 시험 관련규격의 기술기준, 시험물의 개요, 시험설비

에 대한 내용, 시험방법, 시험절차 및 시험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ⅱ) 시험결과 내용

  - 시험 전후의 용접부 비파괴 검사 및 두께 측정 결과

  - 주요부위의 가속도, 볼트 힘 및 변형율의 변화와 최대치

첨    부 : 1. 낙하시험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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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1. 운반용기 낙하시험 결과표

운반용기 낙하시험 결과표

내          용 확     인     사     항 비      고

1. 시험시편의 적절성 여부 적합/부적합

2. 시험 전 시편의 제원

폭(mm)

길  이(mm)

높 이(mm)

3. 낙 하 조 건

낙하 높이(m)

낙하 중량(㎏)

낙하 방향

4. 시험 후 시편의 제원

폭(mm)

길  이(mm)

높 이(mm)

5. 가속도, 볼트 힘 및 변형율 

취득 여부

가속도

변형율

 6. 시험 후의 육안검사 이상 유무

특이사항 :

•시험수행자

•기술책임자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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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번형률, 가속도 및 볼트 인장력 측정을 위한 절차서

1. 적용범위

변형율 및 가속도 측정 절차서는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수행중인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구조 및 열 안전성평가” 연구과제의 IP형/A형/B형 

운반용기의 낙하/관통/파열시험 중에 중요부위의 변형율 및 가속도를 측정하

고 이를 저장하여 수치해석결과와 비교․검증하기 위해 수행한다.

2. 참고문헌

가.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722 , 725-(a) & 

727-(a)

나.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 Para 722 & 727.2.

다. 미국 10 CFR Part 71.71(c)-(7)(8) & Part 71.73(c)-(1)

라. 국내 과기부 고시 제 2001-23호 제 45조 ①항의 2호, 제 46조 1호, 제 

47조 ①항의 1호.

마. Guidelines for Conducting Impact Testing on Shipping Packages for 

Radio -active Material.

3. 시험조건

-  변형률과 가속도를 측정할 중요부위에 대한 위치와 적합한 센서를 결정한

다.

-  예상되는 최대 변형률 및 가속도에 적합한 전압 값을 결정 한다.

4. 시험준비사항

ⅰ) 스트레인 게이지와 가속도의 설치위치와 적합한 센서를 결정하고 데이터 

보정서(calibration data sheet)를 확인한다.

ⅱ) 필요한 스트레인 게이지와 가속도를 각 위치에 설치한다.

ⅲ) 스트레인 게이지와 가속도의 채널번호, 케이블, 데이터 취득 및 저장시스

템을 확인한다.

ⅳ) 각 센서와 데이터 취득 및 저장시스템의 채널과의 연결 상태를 점검한다.

ⅴ) 각 채널별로 설정과 저장파일 등을 확인한다.

ⅵ) 점과 션트 캘리브레이션을 확인한다.

5. 시험설비 및 장비

5.1 스트레인 게이지

  ⅰ) 탄소강용(CEA-06-125UW-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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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 일반적 목적의 정적 및 동적 해석

  - 형식 : 단축

  - 게이지 길이 × 전체 길이 : 3.18 × 8.26mm

  - 저항 : 350 Ohms±0.3%

  - 게인비 : 2.120, 2.100

5.2 가속도계

ⅰ) PCB 350B23

  - 민감도 : 0.5mV/g

  - 주파수 : 0.4Hz~10kHz

  - 최대범위 : ±10,000g

  - 무게 : 4.5g

  - 재질 : 티타늄

  - 기계적이고 전기적 필터링 됨

  5.3 힘센서

ⅰ) PCB사의 Model 206C

  - 민감도 : 0.013mV/N

  - 최대 주파수 범위 : 40kHz

  - 압축범위 : 350kN

  - 무게 : 155g

5.4 측정시스템

ⅰ) 데이터 기록 및 저장 시스템(PXI-8186기반의 PXI-1045 )

  -  PXI-8186

embedded controller 3U with 1GB DDR 30GB Windows XP

2.2GHz Intel Mobile Pentium 4 processor

     1,024MB DDR RAM

     20GB Integrated hard-drive

     USB 2.0, Ethernet

Windows XP operating system

  -  PXI-1045

back plane PXI BUS trigger 18-Slot 3U chassis

Analog input64channel

dynamic accelerometer 102.4khz and strain 200khz

Communication and Ethernet 10/100 USB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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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ded 0-55C operating temperature

Configure a complete PXI system with PXI Advisor

ⅱ) 변형률 취득 모듈(PXI-4220)

 -  2-channel, bridge input 200kHz 3U(7개 모듈로 총 14채널)

: 2 channels, programmable per channel for 1/4, 1/2, and full-bridge 

sensors 

: Programmable 4-pole Butter-worth filter(10Hz,100Hz,1kHz,10kHz, 

bypass) per channel

ⅲ) 가속도 및 볼트 힘 취득 모듈(PXI-4472B)

 - 8-input,24 BIT,5HZ AC cut-off filter 3U(2개 모듈로 총 16채널)

: 8 simultaneously sampled analog inputs, vibration measurement 

: 24-bit resolution; 110dB dynamic range 

: 102.4kS/s maximum sampling rate

: 45kHz alias-free bandwidth 10V range 

5.5 케이블

- Bridge line AWG connection twist pair shield 5 wire 15m

- SMB 100, SMB female to BNC female coax cable, 50 15m

6. 시험방법 및 절차

6.1 시험방법  

물체의 측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스트레인 게이지와 가속도계, 힘 센서를 부

착한 다음, 변형률 취득 모듈 및 가속도 취득 모듈에 케이블로 연결하여 데

이터 취득 및 저장 시스템에 낙하시험동안의 변형률 및 가속도, 볼트 힘의 

변화와 총 변형율과 총 가속도, 총 볼트 힘을 측정하고 저장한다. 이를 다양

한 필터링을 통하여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 디지털 신호로 저장한다.

6.2 시험절차

6.2.1 스트레인 게이지의 점검

ⅰ) 제조자와 모델형식 및 data sheet를 첨부한다.

ⅱ) 게이지 저항 및 게이지 펙터를 기록한다.

ⅲ) 스트레인 게이지를 붙이는 위치를 기록한다.

ⅳ) 스트레인 게이지의 Wheastone Bridge를 구성하기 위한 연결단자를 납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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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스트레인 게이지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6.2.2 가속도계의 점검

ⅰ) 전압민감도와 최대범위를 확인한다.

ⅱ) 제조자 및 모델 No.를 기록하고 calibration data sheet를 첨부한다.

ⅲ) 가속도계의 체결상태 및 전압케이블의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ⅳ) 가속도계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6.2.3 힘 센서의 점검

ⅰ) 전압민감도와 최대범위를 확인한다.

ⅱ) 제조자 및 모델 No.를 기록하고 calibration data sheet를 첨부한다.

ⅲ) 힘 센서의 체결상태 및 전압케이블의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ⅳ) 힘 센서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6.2.4 전기 케이블을 점검

ⅰ) 각 케이블의 연결상태를 점검한다.

ⅱ) 스트레인 게이지에 연결된 Wheastone bridge의 구성을 확인하고 정확한 

연결상태를 확인한다.

ⅲ) 가속도계와 케이블에 대한 번호와 표기를 실시한다.

ⅳ) 힘 센서와 케이블에 대한 번호와 표기를 실시한다.

ⅴ) indicator로 케이블의 분리나 단락을 확인한다.

6.2.5 데이터 취득 및 저장 시스템의 점검

ⅰ) 각 위치에 대한 스트레인 취득 모듈 및 채널을 확인한다.

ⅱ) 변형율 취득 모듈의 각 채널에 대한 Wheastone bridge의 종류가 올바른

지를 확인한다.

ⅲ) 변형율 설정에서 예상되는 최대값과 샘플링양 및 게이지 저항 게이지 팩

터, 가진전압, 필터링 방법 등을 확인한다.

ⅳ) 변형율 설정에서 점조정과 션트켈리브레이션 등을 확인한다.

ⅴ) 각 위치에 대한 가속도 취득 모듈의 채널을 확인한다.

ⅵ) 가속도 센서의 감도, 예상되는 최대값, 샘플링양, 최소 및 최대 측정 범위 

등을 확인한다.

ⅶ) 각 위치에 대한 볼트 힘 취득 모듈의 채널을 확인한다.

ⅷ) 힘 센서의 감도, 예상되는 최대값, 샘플링양, 최소 및 최대 측정 범위 등을 

확인한다.

ⅸ) 저장할 파일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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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임시로 데이터의 취득 및 저장을 실시하여 점조정 등을 확인한다.

ⅹⅰ) 데이터 저장시간을 설정한다.

ⅹⅱ) 동기화를 위하여 변형율의 점조정과 션트켈리브레이션 등을 실시한다. 

6.2.6 데이터의 취득 및 저장

ⅰ) 각 채널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확인한다.

ⅱ) 저장한 파일을 확인하고 백업을 실시한다.

6.2.7 취득한 데이터의 해석

ⅰ) 각 모듈에 대하여 저장된 파일을 이용하여 실제 측정 데이터만을 추출한

다.

ⅱ) 실제 측정 데이터를 FFT와 필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저장한다.

7.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ⅰ) 측정된 결과는 다음 첨부와 같은 문서형태로 작성된다.

첨    부 : 1. 변형율 및 가속도, 볼트 힘 취득 및 저장 시스템

           2. 변형율 및 가속도, 볼트 힘 취득 및 저장 프로그램

           3. 측정 점검표

    4. 측정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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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율 및 가속도, 볼트 힘 취득 및 저장 시스템

  

17인치LCD

키보드 마우스 레일장치

서랍장치

 

 

PXI-case
Gator rack
19“

PXI-1045
18-slot 3U
chassis
front rack
rear rack

LCD 모니터 17“

Control program
LabView

CD-RW
N E C 
ND-2500A

<로컬저장>

R e m o t e 
control
PCG-GRT0ZL
P

<외장> <모니터링/처리> <원격제어>

PXI-8186
Controller

Power cord

PXI-4472B
Amplifier
8ch.x2

SMB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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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율 및 가속도, 볼트 힘 취득 및 저장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

  1.1 그림 1과 같이 Test, Analysis, Exit의 세 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었다. 

'Test' 버튼은 변형률과 가속도를 취득 및 저장하기 위한 Sub 프로그램을 실행

시키며 'Analysis' 버튼은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Sub 프로그램을 시행

시킨다. ‘Exit' 버튼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 사용된다.

그림 1. 메인 프로그램

  1.2 Test 프로그램은 변형률 모듈과 가속도 모듈의 설정, 저장파일의 설정 및 

측정된 데이터의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었다.(그림 2)

그림 2 TEST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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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ANALYSIS 프로그램은 저장된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설정 화

면,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일정시간동안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화면, 주파수 분석

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

그림 3 ANALYSIS 프로그램

2. Test 프로그램

:  TEST 단추( )를 누르면 그림 2와 같은 TEST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2.1 변형률 모듈의 설정 화면

- 그림 4와 같이 변형률 모듈의 설정을 한다. 

그림 4 변형률 측정 모듈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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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토클(On/Off) : 모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 )

- 물리적 채널(Physical Channel) : 측정하고자하는 채널의 하드웨어 채널(‘모듈

/채널’)을 설정한다. PXISlot5는 첫 번째 PXI-4220 모듈을 의미하고 ai0는 첫 번

째, ai1은 두 번째 채널을 의미한다.

- 변형률 형식(Strain Configuration) : 센서의 Wheatstone Bridge 회로방법을 

선택한다. 3종류의 Full Bridge, 2종류의 Half Bridge, 2종류의 Quarter Bridge로 

총 7가지의 구성회로가 있다. 여기서는 그림 5와 같은 Quarter-Bridge Type I 

회로를 사용한다. NI PXI-4220 신호연결핀의 구성은 그림 6과 같다.

그림 5 Quarter Bridge Type 1 회로도

그림 6 NI PXI-4220 신호연결핀의 구성

- 최소, 최대 값(Minimum Value, Minimum Value) : 측정하고자 하는 스트레인 

채널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기본단위는 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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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지 저항(Gage Resistance) : 스트레인 게이지의 저항값을 설정하는 부분

으로 Quarter Bridge회로의 경우 120Ω, 350Ω 그리고 1000Ω의 세 가지가 있다. 

여기서 게이지 저항은 350Ω를 사용하 다.

- 선저항(Lead Resistance) : 선이 가지고 있는 저항을 설정한다. 입력된 저항

값은 켈리브레이션에 사용하는데, 션트켈리브레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선저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 저주파통과 가능(Lowpass Enable) : PXI 4220 모듈의 하드웨어 필터링에 대

한 사용여부를 설정한다.

- 저주파통과 주파수(Lowpass Cutoff Freq.) : 하드웨어 저주파 필터를 사용하

는 경우 주파수를 설정한다.

- 가진전압(Excitation Voltage) : 스트레인 게이지의 구동전압을 설정한다. 기본

적으로 2.5VDC를 사용한다.  

- 게이지 팩터(Gauge Factor) : 스트레인 게이지의 민감도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게이지의 보정서에서 인용한다.

- 샘플링률(Sampling Rate) : 측정하고자 하는 채널의 샘플링 속도를 설정한다.

- 채널 수(Number of Channel) : 측정하고자 하는 채널의 수를 설정하는 부분

으로 모듈이 2채널이므로 1채널이나 2채널로 설정한다. 한 채널을 사용하는 경

우 ai0를 사용한다.

- 점조정(Nulling) : 신호 측정 시에 점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 션트켈리브레이션(Shunt) : 신호 측정 시에 션트켈리브레이션 여부를 결정한

다.

  2.2 가속도계 설정

- 그림 7과 같은 두 번째 화면은 가속도 모듈의 설정을 한다. 

그림 7 가속도 취득 모듈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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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토클(On/Off) : 모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 ) 첫 번째 

모듈의 경우 항상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속도 모듈에

는 설정 토클이 없다.

- 채널 수(Number of Channel) : 측정하고자 하는 채널의 수를 설정한다. 가속

도 모듈(PXI 4472)는 8개의 채널이 있다.

- 물리적 채널(Physical Channel) : 측정하고자하는 채널의 하드웨어 채널(‘모듈

/채널’)을 설정한다. PXISlot3는 첫 번째 PXI-4472 모듈을 의미하고 ai0는 첫 번

째, ai1은 두 번째 채널 등을 의미한다.

- 민감도(Sensitivity) : 가속도 센서의 민감도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단위는 

mV/g이다. 각 채널 별 설정이 가능하며 각 가속도의 보정서에 그 값을 사용한

다.

- 최소값, 최대값(Minimum Value, Maximum Value) : 가속도 센서의 최소 및 

최대 측정 범위를 설정한다.

- 구동 전류(Excitation Current) : 가속도 센서에 인가되는 구동 전류를 설정한

다. 기본적으로 ICP 타입은 4mA이다.

- 구동 전류원(Excitation Source) : 구동전류를 생성시키는 위치를 설정한다. 

PXI 4472에서 발생시킬 경우에는 'Internal'로, 외부에서 발생된 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External'로 설정한다.

  2.3 힘 센서 설정

- 그림 8과 같은 세 번째 화면은 볼트 힘 취득 모듈의 설정을 한다. 

그림 8 볼트 힘 취득 모듈 설정 화면

- 설정 토클(On/Off) : 모듈의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 ) 

- 채널 수(Number of Channel) : 측정하고자 하는 채널의 수를 설정한다. 힘 

취득 모듈(PXI 4472)는 8개의 채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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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적 채널(Physical Channel) : 측정하고자하는 채널의 하드웨어 채널(‘모듈

/채널’)을 설정한다. PXISlot4는 두 번째 PXI-4472 모듈을 의미하고 ai0는 첫 번

째, ai1은 두 번째 채널 등을 의미한다.

- 민감도(Sensitivity) : 가속도 센서의 민감도를 설정하는 부분으로 단위는 

mV/g이다. 각 채널 별 설정이 가능하며 각 가속도의 보정서에 그 값을 사용한

다.

- 최소값, 최대값(Minimum Value, Maximum Value) : 가속도 센서의 최소 및 

최대 측정 범위를 설정한다.

- 구동 전류(Excitation Current) : 가속도 센서에 인가되는 구동 전류를 설정한

다. 기본적으로 ICP 타입은 4mA이다.

- 구동 전류원(Excitation Source) : 구동전류를 생성시키는 위치를 설정한다. 

PXI 4472에서 발생시킬 경우에는 'Internal'로, 외부에서 발생된 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External'로 설정한다.

  2.4 파일 저장 설정(File Saving Setting)

- 데이터의 저장은 모듈별로 데이터를 저장한다. 저장하는 파일에 대한 설정은 

그림 9과 같이 한다. 

그림 9 저장 파일 설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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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명(Name of Module) : 저장할 모듈의 이름이다.

- 저장 파일이름(Name of Saving File) : 각 모듈별 데이터 저장 파일을 경로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 데이터 정보 설정 : 파일의 설명을 위한 헤더 부분과 각 채널에 대한 설명을 

위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 시간 설정(Time Setting) : 데이터 측정 시간을 설정한다. 데이터는 취득하기 

시작하는 시간에서 설정된 시간동안 측정하여 데이터를 저장한다. 단위는 초

(Sec)이다. 

- 에러출력(Error Out) : 테스트 시작 시에 스트레인 게이지의 점조정과 션트

켈리브레이션하는 동안 발생될 수 있는 에러를 표시한다. 만일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의 측정이 되지 않으므로 시험을 실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

여야 한다.

  2.5 스트레인 모니터링(Strain Monitoring)

- 스트레인 모니터링은 그림 10과 같이 두 개의 차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차트는 1∼4번 모듈에서 측정된 값이 표시되며 두 번째 차트는 5∼7번 모듈에서 

측정된 값이 표시된다. 각 채널에 대한 데이터의 구분은 차트우측 상단의 범례

에서 표시된 선의 색깔로 한다.

그림 10 변형률 모니터링 화면

  2.6 가속도 및 볼트 힘 모니터링(Acceleration Monitoring)

- 가속도 모니터링은 스트레인 모니터링과 같이 그림 11과 같이 두 개의 차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차트는 1번 모듈에서 측정된 값이 표시되며 두 번째 차

트는 2번 모듈에서 측정된 값이 표시된다. 각 채널에 대한 데이터의 구분은 차

트우측 상단의 범례에서 표시된 선의 형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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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가속도 모니터링 화면

  2.7 데이터 취득 및 저장 방법

⑴ 모든 셋팅을 완료한다. 프로그램 하단의 'Test Start' 버튼 을 

누른다.

⑵ 'Test Start' 버튼을 누르면 우측 상단에 있는 표시가 아래 그림과 같이 바뀌

고 각 스트레인 게이지의 설정에서 설정된 점조정이나 션트켈리브레이션을 실

시하여 데이터의 취득 및 저장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데이터의 취득 및 저장이 

가능한 상태가 됨을 표시하기 위하여 좌측 상단의 표시가 아래 그림과 같이 바

뀐다. 점조정과 션트켈리브레이션을 하는 동안 발생한 에러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저장 파일 설정하는 화면에 표시가 된다. 만약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 

데이터의 취득 및 저장이 불가능 하므로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꼭 확인을 하여

야 한다. 

     

⑶ 아래 그림과 같이 READY 상태에서 우측 하단의 'GO' 버튼

을 누르게 되면 측정을 시작한다. 측정할 모듈의 데스트를 거

친 이후에 실제 측정이 시작된다.(약 1초정도 소요됨) 설정되어 있는 시간만

큼 각 모듈의 ‘Active' 불이 켜지고 이러한 순간에만 측정이 실시된다. 측정이 

완료된 이후에 데이터 저장이 시작되고 데이터 저장이 완료되면 다시 READY 

상태가 된다. 이어서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추가로 실시한 

시험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기존의 설정된 파일에 추가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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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시험을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 우측 하단의 ‘TEST STOP' 버튼

을 누른다. 또한 각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TEST STOP' 버튼을 눌러서 시험을 종료하여야 한다. 

⑸ Test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료하고자 하면 ‘CLOSE' 버튼 을 

누르면 종료가 되고 주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프로그램을 구동 후에 ’TEST 

STOP' 버튼을 누르지 않고 ‘CLOSE'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

는다.)

3. ANALYSIS 프로그램

- 메인 프로그램에서 ANALYSIS 버튼 을 누르면 ANALYSIS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3.1 설정화면(Setting)(그림 3)

- 경로(Path) : 열어서 분석하고자 하는 파일의 경로 및 파일의 이름을 설정한

다. 우측의 Browser 버튼 을 누르면 그림 12와 같은 창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서 열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된다.

그림 12 분석할 파일의 선정

- 선택버튼 : 분석할 파일이 가속도 파일이지 스트레인 파일인지를 설정하여 기

본적인 데이터 채널 수를 결정한다. 가속도로 설정하는 경우 8채널를, 변형률로 

설정하는 경우 2채널을 기본적인 데이터 채널 수로 설정한다.

- 주파수(Frequency) : 저장된 데이터의 초당 저장되어진 데이터의 수를 설정한

다. TEST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데이터는 시간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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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시하는 동안 취득하고 저장한 데이터의 초당 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단위

는 초당 데이터 수이다. 

- 민감도(Sensitivity) :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올 경우에 민감도를 나타낸다. 불러

온 데이터에 민감도를 곱하여 분석할 데이터로 사용한다.

- 주파수 분석 단추(FFT) : FFT 주파수 분석의 여부를 결정하는 단추로 설정된 

방법으로 실시하여 FFT 화면에 출력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 필터링 단추(Filtering) : 분석할 데이터를 필터링을 실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추로 설정된 방법에 의하여 필터링하여 RESULT 화면에 출력한다. 

- 필터링 설정 : 필터링 방법을 설정한다. Filtering Topology는 필터링의 옵션

을 설정하는 부분이며, 뒤의 Filtering Type은 필터링 형식을 설정한다. 또한 

Low Freq.는 저주파 통과 대역의 필터링 주파수이며 High Freq.는 'Bandstop'

이나 ‘Bandpass' 필터링을 하는 경우 고주파 대역의 필터링 주파수이다.

- 원데이터(Raw Data) : 원래 데이터의 결과를 보여주는 차트이다.

  3.2 결과화면(Results)(그림 13)

그림 13 결과화면

- 필터링 등을 실시한 결과 파일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원래 데이터나 필터링한 

결과를 원하는 시간동안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화면이다.

- 분석 결과(Results) : 필터링한 결과로 설정에서 필터링을 하지 않는 경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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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데이터를 보여준다. 오른쪽의 단추에서 설정한 데이터만을 보여준다.

- 필터링한 결과 저장 : 필터링한 결과를 저장할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설정하

고 주석을 적어서 저장할 파일명을 설정하여 저장한다.

- 원래 데이터 저장 : 필터링하지 않고 원래 데이터의 일정 시간동안의 데이터

만을 저장한다. 필터링한 결과를 저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작시간과 종료시

간을 설정하고 주석을 작성하고 저장할 파일명을 결정하여 저장한다.

  3.3 주파수 분석 결과화면(FFT Results)(그림 14)

그림 14 주파수 분석 결과 화면

- FFT 주파수 분석한 결과를 표시한다. X축은 주파수 성분이며 Y축은 

Amplitude 이다. 

- 주파수 분석 설정결과 : 설정부분에서 설정해준 FFT 주파수 분석 알고리즘에 

대한 표시부분이다.

  3.4 데이터 분석 방법

⑴ 모든 설정이 완료되면 'Start' 버튼 을 눌러서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온다.

⑵ 설정된 옵션에 따라서 데이터가 표시되며 우측 상단의 그림이 아래와 같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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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확인하거나 저장할 채널만을 선택한다.

⑷ 원하는 경우 원래 데이터나 필터링한 데이터를 원하는 시간을 설정하고 주석

을 달아서 원하는 파일로 저장한다.

⑸ ‘Analysis Stop' 버튼 을 누르면 분석이 중지 된다. 다른 데이터

를 분석하거나 필터링이나 주파수 분석에 관한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Analysis Stop' 버튼을 눌러서 분석을 중지하여야 한다.

⑹ 분석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CLOSE' 버튼 을 누른다. 메인 프

로그램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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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점검표

1. 스트레인 게이지

스트레인 게이지 No.

제조사

모델 no.

형식

게이지 저항(O)

게이지 팩터(k)

스트레인 게이지 No.

제조사

모델 no.

형식

게이지 저항(O)

게이지 팩터(k)

2. 스트레인 게이지용 케이블

채널 No.

제조사

모델 no.

Bridge 구성

채널 No.

제조사

모델 no.

Bridg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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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속도계

가속도계 No.

제조사

모델 no.

최대 범위(g)

Serial No.

전압민감도(mV/g)

4. 가속도계용 케이블

채널 No.

제조사

모델 no.

5. 힘 센서

힘 센서 No.

제조사

모델 no.

최대 범위(kN)

Serial No.

전압민감도(mV/N)

6. 가속도계용 케이블

채널 No.

제조사

모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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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 취득 및 저장 시스템의 점검

  7.1 변형률 취득 모듈의 설정

채널 No.

Bridge 구성

게이지 저항

예상 최소 변형률 값

예상 최대 변형률 값

선저항

가진 전압

게이지 팩터

저장속도

영점조절유무

션트 켈리브레이션 유무

저장파일

채널 No.

Bridge 구성

게이지 저항

예상 최소 변형률 값

예상 최대 변형률 값

선저항

가진 전압

게이지 팩터

저장속도

영점조절유무

션트 켈리브레이션 유무

저장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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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가속도 취득 모듈의 설정

채널 No.

모델 No.

최대 범위

민감도

구동전류

구동전류 소스

저장속도

저장파일

영점조절유무

7.3 볼트 힘 취득 모듈의 설정

채널 No.

모델 No.

최대 범위

민감도

구동전류

구동전류 소스

저장속도

저장파일

영점조절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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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표

1. 변형률

채널 No.

원래 데이터

시험구간

실제 시험 데이터

필터링

결과

채널 No.

원래 데이터

시험구간

실제 시험 데이터

필터링

결과

• 시험수행자
• 기술책임자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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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속도

채널 No.

원래 데이터

시험구간

실제 시험 

데이터

필터

링

결과

3. 볼트 힘

채널 No.

원래 데이터

시험구간

실제 시험 

데이터

필터

링

결과

• 시험수행자
• 기술책임자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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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관통시험 절차서

1. 적용범위

정상운반조건 관통시험 절차서는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수행중인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구조 및 열 안전성 시험평가” 연구과제의 A형 운반

용기의 정상운반조건하에서의 관통시험에 대한 입증시험 및 해석의 검증을 

위해 수행한다. 

2. 참고문헌

가.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724, Para 725(b).

나.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 Para 724.1

다. 미국 10 CFR Part 71.71(c)-(10).

라. 국내 과기부 고시 제 2001-23호 제45조 ①항의 4호, 제46조 2호.

마. Guidelines for Conducting Impact Testing on Shipping Packages for 

Radioactive Material.

바. Test Uncertainty ASME PTC 19.1-1998 .

3. 시험조건

중량 6 ㎏, 직경 3.2 ㎝이며 선단이 반구형 형상인 강철재질의 관통봉을 1 

m 높이에서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면에 놓인 시편의 가장 약한 부분에 자유

낙하 시킨다.

4. 시험준비사항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모델, 낙하 구조물, Load cell, 줄자, 

Vernier Calipers, 데이터 취득 및 저장 시스템, 가속도계, 힘 센서와 스트레

인 게이지, 관통 봉

5. 시험설비 및 장비

ⅰ) 낙하타워 : 높이 15m, 10t 용량의 hoist

ⅱ) 유압식 Relaese 장치

ⅲ) 변형률 및 가속도, 볼트 힘 측정시스템 : 증폭기와 레코더로 이루어져 시

험 중에 가속도, 볼트 힘과 변형률을 얻을 수 있는 장치

ⅳ) 가속도계, 힘 센서와 스트레인 게이지

ⅴ) 저울(Load cell) : 운반용기의 무게를 측정이 가능한 저울

6. 시험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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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시험방법  

관통봉을 낙하시험시설의 Release 장치에 Clamping하고 Release 장치를 

Hoist에 매달아 1 m 혹은 1.7 m 높이로 들어올린 후, 낙하시험시설의 단단

하고 평평한 바닥면에 놓인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해 

낙하시킨다.

6.2 시험절차

6.2.1 낙하시험시설 점검

ⅰ) 낙하시험시설의 주변 및 바닥 면을 정리한다.

ⅱ) 전원을 ON 한 후 Hoist의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ⅲ) Release 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ⅳ) 데이터 취득/저장 시스템의 계통을 확인한다.

ⅴ) 낙하시험 장치의 이상 시 제작업체 및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

다.

6.2.2 시편 준비

ⅰ) 모의 드럼과 운반용기의 중량 및 크기를 측정한다.

ⅱ) 관통봉이 타격될 운반용기의 부분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한 시편의 적합성

을 확인한다.

ⅲ) 가속도계, 힘 센서 및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한다.

ⅳ) 가속도계, 힘 센서 및 스트레인 게이지와 데이터 취득/저장 시스템을 연결

한다.

ⅴ) 가속도, 볼트 힘 및 변형율의 측정이 가능한가를 확인한다.

6.2.3 낙하시험

ⅰ) 관통봉을 Release 장치에 Clamping하고 정확한 낙하 위치를 갖도록 조정

한다.

ⅱ) Release 장치를 1 m 높이로 들어 올린 후 바닥 면에 놓인 시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향해 낙하시킨다.

ⅲ) 관통봉이 시편에 낙하된 부분에 대한 육안검사 및 치수검사를 수행한다.

7.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ⅰ) 시험결과보고서에는 시험 관련규격의 기술기준, 시험물의 개요, 시험설비

에 대한 내용, 시험방법, 시험절차 및 시험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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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험결과 내용

  - 시험 전후의 두께 측정 결과

  - 주요부위의 가속도, 볼트 힘 및 변형율의 변화와 최대치

첨    부 : 1. 관통시험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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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1. 운반용기 관통시험 결과표

운반용기 관통시험 결과표

내          용 확     인     사     항 비      고

1. 시험시편의 적절성 여부 적합/부적합

2. 시험 전 시편의 제원
폭(mm)

길  이(mm)

높 이(mm)

3. 관 통 조 건

낙하 높이(m)

관통봉 중량(㎏)

관통 위치

4. 시험 후 시편의 제원
폭(mm)

길  이(mm)

높 이(mm)

5. 가속도, 볼트 힘 및 변형

율 취득 여부

가속도

볼트 힘

변형율

 6. 시험 후의 육안검사 이상 유무

특이사항 :

•시험수행자

•기술책임자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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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파열시험 절차서

1. 적용범위

사고운반조건 파열시험 절차서는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수행중인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구조 및 열 안전성 시험평가” 연구과제의 B형 운반

용기의 사고운반조건하에서의 파열시험에 대한 입증시험 및 해석의 검증을 

위해 수행한다. 

2. 참고문헌

가.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727-(b).

나.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 Para 727.3

다. 미국 10 CFR Part 71.73(c)-(3).

라. 국내 과기부 고시 제 2001-23호 제47조 ①항의 1호의 나.

마. Guidelines for Conducting Impact Testing on Shipping Packages for 

Radioactive Material.

바. Test Uncertainty ASME PTC 19.1-1998.

3. 시험조건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면에 길이 20 ㎝, 직경 15 ± 0.5 ㎝ 이며 상단부는 평

탄하고 가장자리는 반경 6 ㎜ 이하로 둥 게 제작된 연강재질의 파열봉을 수

직으로 고정하고 시편을 1 m 높이에서 최대의 손상을 일으키도록 낙하한다.

4. 시험준비사항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대한 시험모델, 낙하 구조물, Load cell, 줄자, 

Vernier Calipers, 데이터 취득 및 저장 시스템, 가속도계, 힘 센서와 스트레

인 게이지, 파열봉

5. 시험설비 및 장비

ⅰ) 낙하타워 : 높이 15m, 10t 용량의 hoist

ⅱ) 유압식 Relaese 장치

ⅲ) 변형률 및 가속도, 볼트 힘 측정시스템 : 증폭기와 레코더로 이루어져 시

험 중에 가속도, 볼트 힘과 변형률을 얻을 수 있는 장치

ⅳ) 가속도계, 힘 센서와 스트레인 게이지

ⅴ) 저울(Load cell) : 운반용기의 무게를 측정이 가능한 저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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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방법 및 절차

6.1 시험방법  

방사성폐기물 B형 운반용기의 시험모델을 낙하시험시설의 Release 장치에 

Clamping하고 Release 장치를 Hoist에 매달아 1 m 높이로 들어 올린 후 낙

하시험시설의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면위의 파열 봉에 자유 낙하시킨다.

6.2 시험절차

6.2.1 낙하시험시설 점검

ⅰ) 낙하시험시설의 주변 및 바닥 면을 정리한다.

ⅱ) 전원을 ON 한 후 Hoist의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ⅲ) Release 장치의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ⅳ) 데이터 취득/저장 시스템의 계통을 확인한다.

ⅴ) 낙하시험 장치의 이상 시 제작업체 및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

다.

6.2.2 시편 준비

ⅰ) 모의 드럼과 운반용기의 중량 및 크기를 측정한다.

ⅱ) 관통봉이 타격될 운반용기의 부분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한 시편의 적합성

을 확인한다.

ⅲ) 가속도계, 힘 센서 및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한다.

ⅳ) 가속도계, 힘 센서 및 스트레인 게이지와 데이터 취득/저장 시스템을 연결

한다.

ⅴ) 가속도, 볼트 힘 및 변형율의 측정이 가능한가를 확인한다.

6.2.3 낙하시험

ⅰ) 연강으로 된 파열 봉을 단단하고 평평한 낙하시험설비의 바닥 면에 설치한

다.

ⅱ) 운반용기 시험모델을 Release 장치에 Clamping하여 Hoist에 매단 후 정확

한 낙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한다.

ⅲ) Release 장치를 1 m 높이로 들어 올린 후 바닥 면에 놓인 파열 봉을 향

해 낙하시킨다.

ⅳ) 파열 봉에 낙하된 운반용기 모델에 대한 육안검사 및 치수검사를 수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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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ⅰ) 시험결과보고서에는 시험 관련규격의 기술기준, 시험물의 개요, 시험설비

에 대한 내용, 시험방법, 시험절차 및 시험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ⅱ) 시험결과 내용

  - 시험 전후의 두께 측정 결과

  - 주요부위의 가속도, 볼트 힘 및 변형율의 변화와 최대치

첨    부 : 1. 파열시험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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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1. 운반용기 파열시험 결과표

운반용기 파열시험 결과표

내          용 확     인     사     항 비      고

1. 시험시편의 적절성 여부 적합/부적합

2. 시험 전 시편의 제원
폭(mm)

길  이(mm)

높 이(mm)

3. 파열 조 건
낙하 높이(m)

낙하 방향

4. 시험 후 시편의 제원
폭(mm)

길  이(mm)

높 이(mm)

5. 가속도, 볼트 힘 및 변형

율 취득 여부

가속도

볼트 힘

변형율

 6. 시험 후의 육안검사 이상 유무

특이사항 :

•시험수행자

•기술책임자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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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화재시험 절차서

1. 적용범위

화재시험 절차서는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수행중인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구조 및 열 안전성 시험평가” 연구과제의 B형 운반용기의 화재시험

에 대한 입증 및 해석의 검증을 위해 수행한다. 

2. 참고문헌
가.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728
나.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 Para. 728
다. 미국 10 CFR Part 71.71(c)-(3)
라. 국내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23호 제47조
마. ASME PTC 19.1-1998 : Test Uncertainty
바. CRNL, DE-13, Thermocouples and Surface Temperature 

Measurement

3. 시험조건
   시편을 800 ℃의 열 환경에 30 분 이상 노출시킨 후 자연 냉각시킴.

4. 시험준비사항
시험시편, 열전대, Hook Meter, 드라이버, Marking Tape, 필기구, 
kerosene or JP4-type 연료(Open Pool Fire Test의 경우)

5. 시험설비 및 장비

5.1 시험설비
- 무연화재 시험설비 제원 : 3 m × 3.5 m × 0.7 m
- 연료 탱크 : 880 l
- 물 탱크 : 5 t/30 min
- Insulation Wall : 400 ㎜
- 송풍기 : 20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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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험장비 
사용되는 장비는 National Instruments에서 제작된 6040E 계열로서, 
열전대 Scanner,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 A/D converter 및 
컴퓨터로 구성된다.

5.2.1 열전대 Scanner
시험모델에 부착된 열전대에서 발생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탐지하는 
열전대 Scanner는 SCXI-1303 module 3개로 구성되며, 한 개의 
module에는 32개의 열전대를 연결할 수 있으므로 총 96개의 열전대
까지 연결할 수 있고, ± 0.03 ℃이하의 측정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5.2.2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
열전대 Scanner에서 보내진 아날로그 신호의 잡음 제거 및 증폭을 
수행하는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는 SCXI-1102 Board 3
개로 구성되며, 한 개의 Board에서는 32 channel의 신호 처리가 가
능하므로 총 96 channel까지 신호 처리를 수행할 수 있고, ± 0.5 ℃
의 측정 정밀도를 가지고 있다.

5.2.3 A/D Converter
컴퓨터에 내장된 A/D Converter는 PCI-MIO-16E-10 I/O Board로
서,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에서 conditioning된 신호를 디
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5.2.4 컴퓨터
디지털로 변환된 신호는 컴퓨터에 설치된 LabView Software에 의해 
분석되고 저장되며, 시험동안 과도시간에 따른 온도의 변화를 모니
토링하게 된다.

6. 시험방법 및 절차

6.1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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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Specimen)을 무연화재 시험설비에 설치하고 연료에 점화한 후 
800 ℃ 이상의 화염 온도상태를 30 분 이상동안 유지한 후 자연냉
각.

6.2 시험절차
6.2.1 화재 시험설비 점검

- 화재 시험설비의 주변 및 바닥 면을 정리한다.
- 화재 시험설비를 가동하여 물 및 연료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

는지, 송풍기는 제대로 가동되는지 확인한다. 
- 화재 시험설비의 물 분사 노즐을 조정한다.
- 화재 시험설비 내부에 시편 주변온도 측정용 열전대를 설치한다.
- 화재 시험설비의 이상 시는 제작업체 및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조

치를 취한다.
6.2.2 시편 준비

- 시편의 외관에 대한 육안검사를 하여 시험에 적절한지 여부를 확
인한다.

- 시편의 뚜껑을 열고 전기히터를 장전한다(내부 열원이 있을 경
우).

- 시편의 뚜껑을 닫는다.
- 단열조건을 만족하는 두께로 절연재를 설치한다(Slice 모델인 경

우).
- 무연화재 시험설비에 시편을 설치한다.
- 전기 히터의 전원선을 절연재를 이용하여 절연시킨다.

6.2.3 측정계통 점검 및 설정
ⅰ) 시험모델에 부착된 열전대를 식별 순서에 따라 열전대 Scanner의 

각 module의 channel에 열전대 연결선의 양극과 음극이 열전대 
Scanner의 양극과 음극의 위치에 일치하도록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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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열전대를 다 부착한 후 열전대 Scanner를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에 연결한다.

ⅲ) Signal Conditioning & Amplifier와 컴퓨터에 내장된 A/D Converter
를 RS-232 cable로 연결한다.

ⅳ) 컴퓨터를 On 한다. 
ⅴ) 측정장비를 On한다.
ⅵ) Window 상의 LabView 아이콘을 클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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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LabView Dialogue에서 Open VI를 클릭한다.

☞☞

ⅷ) 아래와 같은 Dialogue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시험의 디렉토리를 선택 
후 시험을 수행하기 위한 화일을 클릭한다.

☜☜

ⅸ) Window의 메뉴 Bar에서 Windows의 Show Diagram을 클릭한다.

ⅹ) Show Diagram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Block Diagram이 나타나며, 
이 Block Diagram에서 File 이라는 Sub-program 아이콘을 클릭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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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i ) Sub-program 아이콘을 클릭하면, 아래 그림의 왼편과 같은 
Window가 나타나며, Window상의 메뉴 bar에서 Windows의 Show 
Diagram을 클릭한다.

xii ) Window상의 Block Diagram에서 Data를 저장하기 위한 File 명을 
확인한다.

☜☜

xiii )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아래 왼편의 그림과 같은 Window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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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서, 메뉴 Bar 하단의 왼편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프로
그램을 실행하여 열전대의 단락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프로그
램 및 측정 계통에 이상이 없다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빨간색 불
이 점등된다.

☜☜ ☜☜

xⅳ)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한다.
xⅴ) 측정 장비의 이상 시는 장비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

6.2.4 시험절차
- 콘트롤러를 이용하여 전기히터를 내부열원의 용량으로 점진적으로 

가열한다(내부 열원이 있을 경우).
- 시편의 온도분포가 열 적 평형상태에 도달했을 때 무연화재 시험

설비 내에 물을 30 ㎝ 높이로 채운 후, kerosene 또는 JP4 연료를 
10 ㎝ 높이로 채운다.

- 점화봉을 이용하여 점화한다.
- 연료의 완전연소를 위해 송풍기로 공기를, 물 급수펌프로 물을 공

급한다.
- 화염의 온도가 800 ℃를 30 분 이상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연료

공급 펌프로 연료를 공급하며, 급수 양과 동일한 양의 물을 배수한
다.

- 800 ℃ 이상의 화염의 온도상태를 30 분 이상동안 유지한 후 공
기와 물 공급을 중단하고 화염을 소화시킨다.

- 시편을 10 시간 이상 자연 냉각시킨다.
- 10 시간 이상 경과 후 시편 내부에 설치된 전기 히터의 가동을 중

지하고, 측정 장비에 연결된 열전대 및 전기 히터의 전원선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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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 시편 및 전기 히터의 전원선에 설치한 절연재를 제거한다.
- 무연화재 시험설비에 설치한 시편을 이동한다.
- 시편에 설치한 절연재를 제거한 후 시편의 상태를 확인한다.

첨 부 1. 열 시험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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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열 시험결과표
열 시험결과표

측 정 장 비 장 비 번 호

운반물 형태 시험기간

시험 시작시간 시험 종료시간

열 유량(㎾) 주변 온도(℃)

측정 온도(℃)

위치 온도 불확도 위치 온도 불확도 위치 온도 불확도

* 측정불확도(신뢰수준 약 95%, K=   )

•시험수행자

•기술책임자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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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침수시험 절차서

1. 적용범위

사고운반조건 침수시험 절차서는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수행중인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구조 및 열 안전성 시험평가” 연구과제의 B형 운반

용기의 사고운반조건하에서의 침수시험에 대한 입증시험을 위해 수행한다. 

2. 참고문헌

가.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Para. 729∼730

나.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 Para. 729∼730

다. 미국 10 CFR Part 71.73(c)-(5)

라. 국내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23호 제47∼48조

3. 시험조건

적어도 15 m인 수중에 8 시간 이상동안 침수시킬 것.

4. 시험준비사항

시험시편, 압축기

5. 시험설비 및 장비

ⅰ) 압력용기(Pressure Vessel) : Φ1.5 m×4 m(두께 0.15 m)

ⅱ) 저압펌프(Low Pressure Pump) : 250 l/min, 양정 8 m

ⅲ) 고압펌프(High Pressure Pump) : 18 l/min, 운전압력 2.94 ㎫

ⅳ) 안전밸브(Safety Valve) : 2.45 ㎫

ⅴ) Pressure Gauge : 시험압력의 1.5∼4배 범위를 가진 게이지

6. 시험방법 및 절차

6.1 시험방법

시편을 압력용기에 넣고 물을 채운 후 압력용기 내부의 압력을 0.15 ㎫ 이

상으로 가압한 후 8 시간 이상동안 침수.

6.2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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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침수시험설비 점검

ⅰ) 침수시험설비의 전원을 On 한 후 각종 펌프의 작동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를 확인한다.

ⅱ) 안전밸브의 작동이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ⅲ) 침수시험설비의 이상 시는 제작업체 및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

다.

6.2.2 시편준비

ⅰ) 시편의 외관에 대한 육안검사를 하여 시험에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ⅱ) 시편의 주요 부위에 대한 치수검사를 수행한다.

ⅲ) 시편을 공기압으로 누설시험(설계압력)을 수행한다.

6.2.3 침수시험

ⅰ) 압력용기의 뚜껑을 열고 시편을 압력용기 내부에 넣는다.

ⅱ) 저압펌프를 이용하여 시편이 완전히 잠기도록 물을 충수한다.

ⅲ) 압력용기내의 시편이 물에 완전히 잠기면 압력용기의 뚜껑을 닫은 후 고압

펌프를 이용하여 0.15 ㎫ 이상으로 가압한다.

ⅳ) 압력이 안정된 후 8시간 이상동안 그 상태를 유지한다.

ⅴ) 압력용기 뚜껑을 열고 배수시킨 후 시편을 압력용기 외부로 이동시킨다.

ⅵ) 시편의 뚜껑, 볼트 및 기타 틈새의 물을 air compressor 또는 진공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건조시킨다.

ⅶ) 시편 내부의 누수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ⅷ) 시편의 주요부위의 치수검사를 수행한다.

7.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시험결과보고서에는 시험 관련규격의 기술기준, 시험물의 개요, 시험설비에 

대한 내용, 시험방법, 시험절차 및 시험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의뢰인(기관)과의 협의

시험 후 육안검사에서 시편이 손상되지 않았을 때, 의뢰인과 협의하여 누설시

험의 수행 여부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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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침수시험 결과표

침수시험 결과표

환경 조건

온  도

대기압

날  씨

시편의 제원
시험 전

시험 후

시험 시간
시  작

종  료

누설시험 방법

누설시험 압력

누설시험 시간

누설시험 결과

시험 압력
시  작

종  료

침수시험 결과 
시편의 형상 만족(    ),   불만족(    )

내부 누수여부 만족(    ),   불만족(    )

특이사항

•시험수행자

•기술책임자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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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누설시험 절차서

1. 적용범위

누설시험 절차서는 한수원(주) 원자력환경기술원에서 수행중인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구조 및 열 안전성 시험평가” 연구과제의 B형 운반용기의 안전성 

시험에서 누설률을 결정하기 위한 누설시험에 적용한다. 

2. 참고문헌

가. ANSI N14.5-1997, for Radioactive Materials - Leakage Tests on 

Packages for Shipment

나. ISO 12807:1996(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s - Leakage 

testing on packages

3. 시험조건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시편 내부공간을 0.1 hPa 이하로 감압한 후, 내부 공간

의 압력이 안정된 이후 그 상태를 15분 동안 유지한다. 15분 이후의 내부압

력을 측정하여 누설률을 계산한다. 

4. 시험준비사항

시험모델 

5. 시험설비 및 장비

ⅰ) Pressure Gauge : range (0 ∼ 1,000 hPa), resolution(0.1 hPa)

ⅱ) Vacuum Pump : pumping speed > 4 ㎥/h, final pressure < 0.01 hPa

ⅲ) Standard chamber (reference volume)

ⅳ) Recorder

6. 시험방법 및 절차

6.1 시험방법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시편 내부공간을 0.1 hPa 이하로 감압한 후, 내부 공

간의 압력이 안정되면, 그 상태를 15분 동안 유지한다.

6.2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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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시험장비 점검

ⅰ) 진공펌프의 작동 및 오일 등을 점검한다.

ⅱ) 진공게이지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ⅲ) 표준챔버를 점검한다.

ⅳ) Recorder를 점검한다.

ⅴ) 시험장치의 이상 시는 관련업체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한다.

      

6.2.2 시험절차

ⅰ) 시험에 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표면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건조시킨다.

ⅱ) 시편의 뚜껑을 채결한다.

ⅲ) 진공 누설시험 장비를 그림과 같이 시편 뚜껑부에 연결한다.

ⅳ) 다음 절차에 따라 시편 내부의 체적을 측정한다.  

- 밸브 1과 밸브 2를 열고 진공펌프를 가동하여 시편 내부 및 표준 챔버의 

압력(P1)을 150 hPa ∼ 200 hPa 사이로 감압한다.

- 밸브 2를 잠그고 압력(P1)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 밸브 1을 잠그고 밸브 2를 연 후, 시편의 내부압력을 1 hPa 이하로 감

압한다.

- 밸브 2를 잠그고 밸브 1을 열어 최종압력(P2)을 측정하여 기록한다.

-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시편 배부압력을 계산한다.

Calculate : VTest = Vref (P1/P2 - 1)

ⅴ) 밸브 1을 잠그고 밸브 2를 연 후 진공펌프를 적어도 1시간 이상 가동하여 

내부압력을 최대한 감압한다.

ⅵ) 대기압 및 환경온도를 측정한다. 

ⅶ) 밸브 2를 잠그고 recoder를 이용하여 압력을 측정한다.

ⅷ) 매 15분간 압력을 측정하여 아래의 식에 따라 누설율을 계산하여 기록한

다.

LR = VTest (PEnd - PStart) / (tEnd  tStart) = [Pa ㎤/s]

ⅸ) 대기압 및 환경온도를 측정한다.

7. 시험결과보고서 작성

시험결과보고서에는 시험 관련규격의 기술기준, 시험물의 개요, 시험방법, 시

험절차 및 시험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의뢰인(기관)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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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시험에서의 측정된 누설률이 계산된 허용 누설률 이하일 경우 의뢰인과 

협의하여 다른 시험을 수행할 지 여부를 협의한다.

그림 1. 누설시험장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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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1. 누설시험 결과표(Gas Pressure Rise)

누설시험 결과표(Gas Pressure Rise)

측정장비 진공펌프,. 진공게이지, recorder

환경조건

온  도 시험시작 시험종료

대기압 시험시작 시험종료

날  씨

시편 

공간체적

표준 챔버   V std :         cm 3

시험 결과

P 1(hPa) P 2(hPa) V TEST (㎤)

  * V TEST : V std( P 1/P 2-1)=[ cm 3]

누설율 측정

Pumping 

time
시  작 종  료

 시험 체적  V TEST =         cm 3

누설율 계산  L R=V TEST ( P END-PSTART)/( t END- tSTART) = [Pa cm 3/s]

시작시간
(tSTART)

시작시간
(tEND)

시작압력
(PSTART), ㎩

종료압력
(PEND), ㎩

누설율 (LR)
㎩․㎤/s

 허용 

누설율
 L R =                ref cm 3/s

누설 

시험결과 
만  족 (   ),       불만족 (   )

•시험수행자

•기술책임자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성명 :          서명 :             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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