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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KRI-BGM 운반용기 안전성 분석보고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동

위원소인 Ir-192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과기부 고시 제 2001-23호 및 US 

10 CFR Part 71에 따른 KRI-BGM 운반용기의 안전성 평가

Ⅳ. 연구개발 결과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HANARO)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동

위원소인 Ir-192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KRI-BGM 운반용기에 대한 안전

성 평가를 수행하 다.

KRI-BGM 운반용기에 대한 구조해석결과 최대 응력이 관련법규에서 규정하

고 있는 허용응력강도 범위 이내에서 기계적 강도를 만족하 으며, 열 해석

결과 표면의 최대온도 역시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온도 이내로 만

족하 다. 

향후, KRI-BGM 운반용기의 시험모델을 사용하여 낙하시험, 관통시험 및 화

재시험을 수행하여 해석결과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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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afety Analysis Report for the KRI-BGM Transport Packag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t is necessary that the package to transport safely Ir-192, which is 

produced at HANARO research reactor in KAERI, is developed.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Safety evaluation for the KRI-BGM transport package in accordance with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KOREA MOST Act. 2001-23 and US 

10 CFR PArt 71

Ⅳ. Results of Project

Safety evaluation for the KRI-BGM transport package to transport safely 

Ir-192, which is produced at HANARO research reactor in KAERI, was 

carried out.

In the safety analyses results for the KRI-BGM transport package, all the 

maximum stresses as well as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surface are 

lower than their allowable limits. 

The safety tests to verify the safety analyses results will be performed by 

using the test model of the KRI-BGM trans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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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1.1 서  론(Introduction)

KRI-BGM 운반용기는 운반물의 방사선원으로 고체형 Ir-192, 또는 액체형 

Mo-99 및 액체형 I-131을 대량으로 운반하는 용기이다.  KRI-BGM 운반용기

는 국내․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관련 법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 세

기의 기준에 따라 B(U)형의 요구사항에 따라 평가되었다. 

  방사성 동위원소 Ir-192, Mo-99 혹은 I-131을 운반할 수 있는 KRI-BGM 운

반용기는 국내․외 운반용기 관련 법규에 따라 정상운반조건 및 가상 사고조건에 

대해 격납, 방사선 차폐, 구조 및 열 적 건전성을 제공하며, KRI-BGM 운반용기

의 안전성은 본 안전성분석보고서(제2장 ~ 제5장)에서 설명하 다.

  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은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3호[1] 및 

NUREG-1609[4]에서 제공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구성하 으며, KRI-BGM 운

반용기는 국내․외 운반용기 관련 법규에서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승인된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제작한다.

1.2 운반용기의 개요(Package Description)

1.2.1 운반용기(Packaging)

KRI-BGM 운반용기는 그림 1.2-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원통형 구조를 

가진 운반용기로 완충용기(over-pack)와 차폐용기(Sheilded package)로 구성되

어있다.

1.2.1.1 완충용기(Over-pack)

차폐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용기는 본체 및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충용기의 본체 및 뚜껑의 구조재는 1.6 ㎜의 두께를 가진 탄소강 SS-400으로 

제작되었으며, 완충용기의 본체와 뚜껑을 결합하 을 때 구조재의 외부 제원은 

직경 400 ㎜, 길이 475 ㎜이며, 내부 제원은 직경 210 ㎜, 길이 291.5 ㎜이다. 

완충용기의 뚜껑은 A193-B7의 M10 육각머리 볼트 8개로 조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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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pack

방화재

충격 완충체

차폐용기

DU 차폐체

텅스텐 차폐체

Fig. 1.2-1. Schematic Diagram of KRI-BGM Package.

  완충용기 내부에는 KRI-BGM 운반용기의 운반도중 발생 가능한 9 m 낙하사

고와 800 ℃의 화재사고로부터 차폐용기를 보호하기 위해 200 ㎏/㎥의 도를 

가지고 있는 난연성 폴리우레탄으로 제작된 충격 완충체가 충진 되어 있으며, 화

재사고 시에 난연성 폴리우레탄의 자연 발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방

화재가 완충용기 외부 쉘 내벽에 둘러 쌓여있다. 완충용기 내부 및 외부 쉘 사이

에 전열판으로 2 ㎜ 두께의 구리판 8 개를 설치하 다.

1.2.1.2 차폐용기(Shielded Package)

Ir-192 등 운반내용물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한 차폐용기

는 본체 및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폐용기의 본체 및 뚜껑의 구조재는 스테

인리스강 SS304으로 제작되었다. 차폐용기의 본체와 뚜껑을 결합하 을 때 구

조재의 외부 제원은 직경 201 ㎜, 길이 278 ㎜이며, 내부 제원은 직경 97 ㎜, 

길이 101 ㎜로서, 구조재 내부에는 방사선의 차폐를 수행하기 위한 감손 우라늄 

차폐체가 스테인리스강의 이중 쉘 내부공간에 조립되며, 차폐용기 본체의 이중 

쉘 내부공간의 크기는 측면 방향으로 약 46 ㎜, 뚜껑 방향으로 약 66 ㎜, 그리

고 바닥 방향으로 약 78 ㎜이다. 그리고 운반물이 적재되는 차폐용기의 내부 공

간은 Ir-192 10,000 Ci 운반 시에 텅스텐 차폐체가 외부 직경 96 ㎜, 내부 직

경 41 ㎜, 길이 101 ㎜의 제원을 가지고 차폐용기 내부 공간에 장착 된다. 

  차폐용기 본체 상부와 뚜껑에는 결합을 위한 플랜지 형상으로 제작되었으며 

A193-B8의 M10 렌치머리 볼트 8개로 조립된다. 본체 상부에 두 개의 Vi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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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ng은 KS B 2799 규격에 따라 G110 및 G135을 설계하여 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1.2.2 격납 경계(Containment Boundary)

KRI-BGM 운반용기의 격납 경계는 본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제 4 장에서 

언급한 차폐용기의 압력경계부분이 해당된다.

1.2.3 운반 내용물(Contents)

KRI-BGM 운반용기에 적재되는 운반 내용물은 2.7 ㎜의 직경과 0.25 ㎜

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디스크 형태의 Ir-192와 vial에 적재된 액체형태의 

Mo-99 및 I-131이다. Ir-192의 최대 방사선원의 세기는 370 TBq (10,000 

Ci)이고, Mo-99의 최대 방사선원의 세기는 29.6 TBq (800 Ci)이며, I-131의 

최대 방사선원의 세기는 37 TBq (1000 Ci)이다.

1.2.4 운전 특징(Operational Features)

KRI-BGM 운반용기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Ir-192, 액체 방사성 동위원소

인 Mo-99 및 I-131을 운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방사성 동위원소 Ir-192, 

Mo-99 및 I-131은 별도의 바스켓에 담겨 차폐용기 내부 공간에 적재된 후 차

폐용기 뚜껑을 닫아 누설확인을 수행한 후, 차폐용기를 완충용기 내부에 적재하

고 over-pack 뚜껑을 체결한 후 운반하게 된다. 

1.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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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 under Certai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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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구조 평가

2.1 구조 평가 검토 및 결과

구조 평가는 먼저 일반운반조건에서의 최소크기 요건, 재질의 화학 및 전기

적 반응에 대한 고려를 수행하 다. 그리고 볼트 및 플랜지의 설계와 인양 및 결

속장치에 대한 설계, 설계압력에서의 안전성을 확인함으로써 일반적인 구조적 평

가를 수행하 다. 이에 대한 고려에서 안전하고 기술요건을 만족하 다. 

다음으로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안전성을 입증한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하여서 

최대정상운전압력를 받고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열적 평형상태에서 적층, 자유낙

하, 관통 조건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열적 평형상

태에서의 열응력은 3.4.4절에서 계산된 112.8 MPa이며, 또한 3.4.3에서 계산된 

최대정상운전압력 140 kPa를 이용하여 계산된 내압에 의한 응력은 2.5절에서 

계산된 6.0 MPa이다. 적층, 자유낙하, 관통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얻어진 

최대값과 열응력 및 최대내부압력에 의한 응력의 최대값을 합산하여 평가하 다.

가상사고조건에서의 안전성에서도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열응력과 내압에 의

한 응력을 바탕으로 파열 및 자유낙하조건, 침수조건에서의 안전성을 입증한다. 

또한 3.5.2에서 평가된 가상사고조건에서의 최대내부압력에 의한 응력 및 화재

사고조건에서의 열응력을 통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입증한다. 정상조건에서와 마

찬가지로 파열 및 자유낙하조건, 침수조건에서의 구조 평가를 수행하고 정상조건

에서의 열응력과 최대내부압력에 의한 응력의 최대값을 합산하여 평가하 다. 

가상사고조건에서 9 m 자유낙하시험, 파열시험, 화재시험 및 침수시험을 순

차적으로 손상이 누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대변형과 함께 찢어짐 등이 발

생되는 9 m 자유낙하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한 후에 파열조건과 화재조건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해석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해석에 의한 평가에서는 각각의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하지만 실제 

모델을 이용한 시험에서는 9 m 자유낙하시험, 1 m 파열시험, 화재시험을 순차

적으로 실시한 후에 침수시험을 실시하여 운반용기의 건전성을 최종적으로 입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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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 Calculation Results for each condition.

Condition
Stress Limit 

[㎫]

Max. Calculation 

Stress [㎫]
Remarks

1. Normal Transport

 a. Heat 413.7(3Sm) 99.9

 b. Cold 413.7(3Sm) 80.0

 c. Pressure

   Design 

   Maximum Operation 

   Maximum Internal 

206.84(1.5Sm)

30.2

6.0

7.3

 d. 1 m free drop

   Vertical drop

   Horizontal drop

   Oblique drop

   Coner drop

206. 84(1.5Sm)

163.7

148.3

67.71

171.4

 e. Stacking 206. 84(1.5Sm) 1.9

 f. Penetration 206. 84(1.5Sm) a little

Displacement[㎜]

-Lid :      4.99

-Bottom :  4.69

-Side :     2.14

2. Hypothetical 

accident

 a. 9 m free drop

   Vertical drop

   Horizontal drop

   Oblique drop

   Coner drop

330.95(2.4Sm)

295

260.4

105.8

219.2

 b. Puncture

   Bottom

   Lid

   Side

330.95(2.4Sm)
8.15

128.3

82.87

 c. Fire 496.44(3.6S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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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 Calculation Results for combined loading.

Condition
Stress Limit 

[㎫]

Max. Calculation 

Stress [㎫]
Remarks

1. Normal Transport

 a. Pressure

   Design 206.84(1.5Sm) 30.2

 b. 1 m free drop

   Vertical drop

   Horizontal drop

   Oblique drop

   Coner drop

496.44(3.6Sm)

282.5

267.1

186.51

290.2

 c. Stacking 496.44(3.6Sm) 120.7

 d. Penetration 496.44(3.6Sm) 118.8

2. Hypothetical accident

 a. 9 m free drop

   Vertical drop

   Horizontal drop

   Oblique drop

   Coner drop

496.44(3.6Sm)

413.8

379.2

224.6

338

 b. Puncture

   Bottom

   Lid

   Side

496.44(3.6Sm)
126.95

247.1

201.67

 c. Fire 496.44(3.6S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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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운반용기의 일반요건 및 구조설계 

운반용기의 일반요건 중에 검토사항은 운반용기 최소크기 요건과 재질의 화

학 및 전기적 반응이며, 일반 구조설계이다. 

KRI-BGM 운반용기는 직경 400 ㎜, 길이 478 ㎜의 원통형으로 설계되었다. 그

러므로 국내․외 운반용기 관련 법규[1-3]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반용기의 가장 

작은 한 변의 길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한다.

  KRI-BGM 운반용기의 화학 및 전기적 반응과 관련하여, 제작에 사용된 재질

들 중 안전성과 관련된 재질은 감손 우라늄, 텅스텐, 스테인리스강 및 탄소강이

다. 이들 재질들은 이들 구성 요소들 간의 안전성에 향을 미치는 심각한 화학

적 전기적 반응은 발생하지 않는다.

  낙하사고 및 화재사고 시에 차폐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over-pack의 충격 완

충체로 사용되는 난연성 폴리우레탄의 발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사

용한 방화재는 화재 발생 시 산소와 화학 반응을 하여 물을 생성하지만 

KRI-BGM 운반용기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는다.

  KRI-BGM 운반용기의 구조설계는 차폐 용기의 봉 뚜껑설계와 완충용기의 

인양 및 결속설계를 포함하고 있다. 차폐용기 뚜껑은 볼트체결 형 플랜지 방식으

로 봉되며, 완충용기의 상부는 4 곳에서 인양 고리(lifting lug)를 잡아서 인양

하거나 결속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2.2.1 차폐용기 뚜껑

운반용기의 뚜껑은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막아주고 격납경계

를 형성하는 주요한 기능을 갖으며,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플랜지(flange), 볼트 및 

가스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KRI-BGM 운반용기는 내부의 발생 압력이 작으나 B형 운반용기 기술기준

[1-3]에 따라 설계압력을 7 ㎏/㎠으로 설정하 다. 따라서 이중 오링의 설계 내

용과 뚜껑볼트의 크기와 수량 및 뚜껑 플랜지의 두께를 계산하 다. 

2.2.1.1 오링(O-ring) 

가스켓은 내압 및 외부충격 등으로 부터 격납경계를 건전하게 유지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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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원형단면으로 고무계열(elastomer)의 fluorocarbon rubber 재질로 된 이

중 오링(O-ring)을 차폐용기 상부 면에 설치하 다. 오링의 규격은 KS B 

2799[4]에 따르며 내부 오링은 직경 3.1 ㎜이고 외경 115 ㎜인 G110을, 외부 

오링은 직경 3.1 ㎜이고 외경 140 ㎜ 크기이며 G135를 적용하 으며, 오링 홈

은 폭 4.1 ㎜와 깊이 2.4 ㎜로 각각 설계에 반 하 다. 

2.2.1.2 뚜껑볼트 

차폐용기의 뚜껑볼트는 내압뿐만 아니라 자유낙하충돌로 인한 충격하중 

및 화재사고 등에서 받게 되는 향을 고려하여 고장력 합금강인 A193-B8을 사

용하 고, 볼트의 응력계산법은 ASME 코드 및 ORNL 보고서[5] 에 따랐다.

  운반용기의 내부압력을 700 ㎪로 가정할 때 내부압력으로 인해 볼트에 작용하

는 압력하중( Fp)은 다음과 같다. 가스켓 유효경(G)은 이중 오링이므로 내부 오링

과 외부 오링의 직경의 평균값을 적용하 다.

Fp=
πG

2

4 
P =

π×12.75
2

4
×7 =911kg f

여기서 G = 12.75 cm : 가스켓 유효경

       P = 7kgf : 내부압력

  원통형 뚜껑에 대하여 운전 시 기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스켓 하중은 다음

과 같다. 고무계열의 오링은 가스켓 계수(m : gasket factor)와 가스켓 요구응력

(gasket seat stress)이 0이다. 가스켓 유효폭(b)은 오링의 경우 직경에 1/8을 

적용한다. 가스켓 하중( Fo)은 다음 식과 같이 계산된다.

 Fo = 2 πb G m P =2×π×0.35×16×0×7 = 0 kg f

여기서 b = 0.35 cm : 가스켓 유효폭

       m = 0 : 가스켓 계수

  운반도중 충돌 시 운반용기 뚜껑은 용기의 본체와 외경이 같은 상태로 함께 

충돌하기 때문에 뚜껑볼트에 충격하중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수적인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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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위해 뚜껑이 충돌로 인해 500 g의 가속도를 받아 뚜껑 중량의 500 배인 

충격하중( Fw)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운반내용물의 중량은 운반용기 내부공간

이 전체 스테인리스강으로 채워져 있다고 가정하여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6 ㎏으

로 가정하 고, 뚜껑 중량은 스테인리스강과 우라늄 차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4 ㎏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뚜껑과 내부 운반물의 전체무게는 20 ㎏으로 가정

하 다. 

Fw = Ng Wc = 500×20 = 10000 kg f  

여기서, Ng = 500 g : 뚜껑이 견딜 수 있는 가속도량의 g 값 

       Wc = 20 ㎏ : 뚜껑과 내부운반물의 전체무게

  따라서, 볼트가 받게 되는 전체하중( Ft)은 압력하중( Fp), 가스켓 하중( Fo) 및 

충격하중( Fw)의 합으로 다음과 같다. 

Ft = Fp +Fo + Fw =911 + 0 +10000 =10911 kg f

  뚜껑볼트에 대한 최소볼트면적은 다음과 같다.

Am = 
Ft
So
= 
10911
2109

= 5.17 cm
2
   

여기서,  So = 2109.209 kgf/cm
2 : 볼트 A193-B8 의 항복응력

  M10 볼트 8 개를 기준한 볼트면적은 다음과 같으며, Ar＞Am이므로 볼트의 

크기와 수량은 적당하다.

Ar=
πD

2
r

4
n = 

π×1
2

4
×8 = 6.28cm

2
  

여기서 Dr = 1 cm : 볼트의 유효직경

       n = 8 : 볼트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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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볼트 간 간격이 볼트구멍과 가스켓 사이의 충분한 압력에 견딜 정도로 

가까운지 살펴야 한다. 볼트 간 최대간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뚜껑 플랜지 두

께 계산은 다음 항에서 설명할 것이다.

B max = 
6 t

m + 0.5
+ 2 B d = 

6×1.319
0+0.5

+ 2×1.0 = 17.83 cm    

여기서  t = 1.319 ㎝ : 뚜껑 플랜지의 두께

        Bd = 1.0 ㎝ : 뚜껑볼트의 호칭경

  8 개의 볼트에 대한 실제 볼트 간 간격은 다음과 같다.

B act=C sin(180/n) = 16.4×sin(180/8) = 14.63cm

여기서,  C = 16.4 ㎝ : 볼트 중심원의 직경 (B.C.D)

  따라서, 실제 볼트의 간격이 최대치보다 작으므로 볼트의 간격은 적당하며, 운

전 시 가스켓의 기 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볼트의 조임 토-크는 다음과 같다.

T r = 
0.2 B dF t
n

= 
0.2×1.0×10911

8
= 273 kg f∙cm = 2.73kg f∙m

2.2.1.3 뚜껑 플랜지

최대 수직응력이론에 의거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여 뚜껑 플랜지에 걸리

는 전체응력을 구하 다. 즉, 원판의 양단은 볼트로 고정되고, 가스켓 유효직경 

안쪽에 균일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와 양단이 볼트로 고정된 원판에 가스켓 

유효직경의 원주를 따라 집중하중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의 

최대응력에 대하여 중첩시켜 뚜껑 플랜지의 두께를 다음과 같이 구하 다. 

T min  =  [ 3
2 π S

 {Ft - G
2

C2
 (
Fp+Fw
2

 + Fo)}]
1/2

   

= [ 3
2×π×2090 {10911- 

12.75
2

16.4
2 ( 911+100002

+ 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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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9 cm≈13.2 mm

  여기서, S = 2090.418 ㎏f/㎠ : 플랜지 SA240 Type304에 대한 항복응력

ASME 기준에 따른 최소두께는 다음과 같다.

     =12.75×[
0.3×7
2090

+
1.9×10911×1.825

2090×12.75
3 ]

1/2

=1.259 cm≈12.6mm 

  여기서, Hcg = ½ (C-G ) = 0.5 x (16.4 - 12.75) = 1.825 ㎝

  그러므로, 뚜껑 플랜지의 두께 22 ㎜는 충분히 안전하다. 뚜껑 플랜지 계산은 

표 2.2-1과 같이 Excel 프로그램에서 수행하 다.



Normal kgf/㎠ 7.138 kgf/㎠
Accident 7.138 kgf/㎠ ℃

Material Material Material / Size

yield
Stress,S 2090.418 kgf/㎠

Gasket Seat
Stress, y or y' 0 kgf/㎠ or kgf/㎝

yield
Stress,Sb 2109.209 kgf/㎠

Mean Dia. Of
Gasket, G 12.75 ㎝

Gasket
Factor, m 0 Nominal Bolt

Dia., Bd 1 ㎝

Radius
G to C, Hcg 1.825 ㎝

Eff. Gasket
Dia., b 0 ㎝

Bolt Circle
Dia., C 16.4 ㎝

G/C 0.78 Gasket Dia. 0.31 ㎝ # of Bolt, n 8 EA

6 kgf y 0  content wt. 6

14 kgf y' 0 lid wt. 14

500

911 kgf

0 kgf

0 kgf

OK

10000 kgf

10911 kgf

1.319 ㎝

1.259 ㎝

Bolt
Spacing 17.83 ㎝ 14.63 ㎝

Lid Flange
Thickness

(G≥0.588C)

Lid Flange
Thickness

by ASME VIII

▣ Bolt Spacing

Flange Data Gasket Data Bolt Data

▣ Lid Flange Thickness

304SS Viton A193-B8 / M10

Content Weight, Wc
Lid Weight, Wl

g-value, Ng

Internal
Pressure

▣Design Parameters

Design Pressure, P
Design Temperature

▣ Design Load

Load

Pressure Load, Fp

Gasket Seat
Load, Fs

Gasket Load, F0

F0≤ 2Fs

Impact Load, Fw

Total Load, Ft

PG 2

4
1
π=

'GyGyb ππ ==

bGmPπ2=

)( lCg WWN +=

0FFF wp ++=

2/1

02

2

22
3

⎭
⎬
⎫

⎩
⎨
⎧

⎥
⎦

⎤
⎢
⎣

⎡
⎟
⎠
⎞

⎜
⎝
⎛ +

+
−= FFF

C
GF

S
WP

tπ

2/1

3

9.13.0
⎥
⎦

⎤
⎢
⎣

⎡
+=

SG
HF

S
PG cgt

Bd
m

tB 2
5.0

6
max +

+
= ⎟

⎠
⎞

⎜
⎝
⎛=

n
CSinBactual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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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인양장치(lifting device)

운반용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용기 중앙부의 상부 네 곳에 2개조로 설치되

는 인양 고리(lifting lug)는 ANSI N14.6[6]의 규정에 따라 총 중량의 3 배인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인양 고리는 8 ㎜ 두께 탄소강판에 직경 20 ㎜의 인양 구멍이 있다. 운반용기

의 상부에 부착된 4개의 인양 고리에 걸리는 설계하중은 2 개의 인양 고리가 운

반용기의 하중을 지탱한다고 가정하 고, 운반용기의 중량은 약 170 ㎏이지만 

보수성을 고려하여 200 ㎏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인양 고리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W = 
3 Wcask

n
= 
3×200
2
= 300 kg

여기서, Wcask = 200 ㎏ : 운반용기의 중량

        n = 2 : 인양 고리의 수량

  인장응력은 인양 고리의 구멍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으로 다음과 같다. 

σ= 
W
A
=

300
2 x 0.8

=187.5kg/cm
2

  여기서, 하나의 인양 고리 단면적은 1.6 ㎠ 이다. 

  안전율은, 

S = 
σy
σ
=
2,549
187.5

= 13.6

  여기서, σy = 2,549 ㎏/㎠ : 탄소강 A36(SS400)의 항복강도 

  따라서, 인양장치는 안전율 13 배 이상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하다.

2.2.3 결속장치

국내 과기고시 2001-23호[1] 및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2]에 제시된 운반용기의 결속장치의 설계에 대한 가속도 값과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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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결속장치를 설계하 다. 결속장치는 가로, 세로가 각각 1 m인 철제 

프레임의 중앙에 설치된 운반용기 안착부에 운반용기를 수직상태로 안착하고 운

반용기 상부의 4개의 인양 고리와 결속장치의 각 모서리에 설치된 운반용기 결

속용 고리를 서로 체결하여 턴버클(turn-buckle)로 조이는 구조를 갖고 있다.    

  종방향으로 10 g, 횡방향으로 5 g, 상하방향으로 2 g의 가속도를 규정하고 있

다. 계산식은 용기 하부가 고정된 방식인 원통형 운반용기에 대한 식을 이용하

으다. 운반용기 중량은 인양장치 설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계산을 위해 

200 ㎏으로 가정하 으며, 표 2.2-2와 같은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속장

치를 계산하 다.

  P1=P1x+P1y=8814[N]

P1x=
M/2(a xZ+a zX-gX)

2[ZcosΦcosα+XsinΦ]

   =
200/2(98×0.505+19.6×0.283-49×0.283)
2[0.505×cos(45)×cos(45)+0.283×sin(45)]

   =5774[N]

P1y=
M/2(a yZ+a zY-gY)

2[ZcosΦsinα+YsinΦ]

   =
200/2(49×0.505+19.6×0.283-9.8×0.283)
2[0.505×cos(45)×sin(45)+0.283×sin(45)]  

   =3040 [N]

  따라서 인양 고리(lifting lug) 1개가 견뎌야하는 하중은 8,814 N이다. 이때 인

양 고리의 단면은 T 형상을 갖도록 하여 단면 이차 모멘트를 증가시켰으며 I = 

2.304E-7 m
4
으로 계산되었다. 인양 고리 단면의 폭과 높이가 각각 수평 부 80 

㎜ 및 8 ㎜, 수직 부 8 ㎜ 및 40 ㎜ 로 하 을 때 도심은 수평부에서 20 ㎜ 거

리에 있다. 굽힘 하중은 인양 고리의 수직방향 vector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 다. 그리고 모멘트(M)는 수직 힘과 인양 고리 구멍의 중심에서 용접 부

까지 거리 x = 55 ㎜를 고려하 다. 

F= sin(π/2-Φ)×P=623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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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2 Calculation sheet of tie-dow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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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양 고리에 발생하는 굽힘 응력은 다음과 같다.

σ b=
Mx
I
=
342.8×0.02
2.304E-7

=29.75[MPa]

  인양 고리 재질은 SS400이며, 항복응력은 250 ㎫이므로 안전계수 8.4 정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인양 고리는 법적 기준에 따른 결속장치에 충분한 강도를 갖

는다. 

2.3 중량 및 무게중심

KRI-BGM 운반용기 구조설계의 개요는 1.2항 운반용기 개요에서 설명하

다.

Table 2.3-1 Weight and Center of Gravity

Vo lum e(m 3) Dens ity(kg/m 3) W e igh t(kg )

완 충 용 기 Body 구 조 재 (SS400) 0.0017174 7890 13.550286

방 화 재 (3M-MAT) 0.005248 865 4.54  SS400 : 7890

충 격 완 충 재 (PU) 0.035824116 230 8.24  3M-MAT : 865

Fin(Cu) 0.000223872 8933 2  SUS304 : 8027

Bo lting F lange(SS400) 0.00007344 7890 0.576 Tungsten : 18500

 PU : 230

28.906286  Copper : 8933

Cover 구 조 재 (SS400) 0.000607507 7890 4.763  DU : 18700

방 화 재 (3M-Mat) 0.000554233 865 0.479

충 격 완 충 재 (PU) 0.005576974 230 1.283

Bo lting F lange(SS400) 0.0007344 7890 0.576

7.101 Body : 225.165

차 폐 용 기 Body 구 조 재 (SUS304) 0.001077407 8027 8.544 Cover : 449.52

차 폐 재 (DU) 0.00521222 18700 99.553

Tungsten(W ) 0.000628494 18500 11.627 Body : 218.2

Cover : 333.42

119.724

Cover 구 조 재 (SUS304) 0.000821852 8027 6.517

차 폐 재 (DU) 0.000395338 18700 7.551

14.068

Tota l 169.799

Com ponents

 ※  Density(kg/m 3)

B형  Bulk 운 반 용 기  무 게  계 산

238.59

※ 용 기 바 닥 면 기 준
    무 게 중 심 (m m)

완 충 용 기

차 폐 용 기

전 체 용 기  무 게 중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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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재질의 기계적 특성

KRI-BGM 운반용기에 사용된 주요 재질로는 완충용기 케이스는 탄소강 

A36를, 차폐용기 케이스는 스테인리스강 STS 304를, 그리고 차폐체는 감손 우

라늄 (Depleted Uranium)과 텅스텐을 각각 적용하 으며, 이들 주요 재질의 기

계적 특성인 항복응력, 인장강도 및 도는 표 2.4-1에 나타내었고, 스테인리스

강 304의 탄성계수는 ASME Section II Part D-Properties Table 

TE-1(pp.669)[7]에 제시된 값을 다음 표 2.4-2와 같이 정리하여 낙하, 파열, 

관통조건 전산해석에 적용하 다.

 Table 2.4-1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

Mechanical properties

Young's 

Modulus

(GPa)

Yield 

Strength

(㎫)

Ultimate 

Strength (㎫)

Density

(㎏/㎥)

Depleted uranium 1,758 275.8 586.2 18,700

Tungsten 400 - - 18,500

Stainless steel 
A240 type 304

Table 2.4-2 206.84 517.11 8,027

Carbon steel A36 202.71 248.21 399.90 7,890

  

 Table 2.4-2  Young's Modulus of Stainless Steel and Carbon Steel

([7] Table TM-1, pp.671, Lome 1 and 9)

Temp.

(℃)
SS304

Temp.

(℃)
SS304

Temp.

(℃)
SS304

-198.3

-128.9

-73.3

21.1

93.3

148.9

208.9111

204.7743

200.6374

195.1216

190.2953

186.1584

204.4

260

315.6

371.1

426.7

482.2

182.7111

177.8847

174.4374

170.99

166.1637

162.0268

537.8

593.3

648.9

704.4

760

815.6

157.2005

152.3741

146.1689

139.2741

132.3793

124.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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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상운반조건

2.5.1 고온(Heat)

KRI-BGM 운반용기의 고온조건에 대한 평가는 3장 열평가 분야에서 설명

하 으며, 고온조건에서 운반용기의 열 및 구조적 건전성이 입증되었다.

2.5.2 저온(Cold)

KRI-BGM 운반용기의 저온조건에 대한 평가는 3장 열평가 분야에서 설명

하 으며, 저온조건에서 운반용기의 열 및 구조적 건전성이 입증되었다.

2.5.3 압력

KRI-BGM 운반용기의 내부압력은 설계압력 0.7 ㎫이 운반용기 격납경계인 

차폐용기 내부 쉘에 작용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하 다. 

2.5.3.1 압력해석 전산모델

압력해석의 전산모델은 다음 절 2.5.5에서 설명한 낙하해석 모델과 동일

하게 적용하 다. 

2.5.3.2 압력 해석결과

       Bulk 운반용기는 압력 조건에서 그림 2.5-1과 같이 Tresca 응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차폐용기 외부 쉘은 바닥에서 최대 26.9 ㎫, 평균적으로 5.6 ㎫을 

보이며, 내부 쉘 바닥면은 평균적으로 10 ㎫, 최대 30.2 ㎫을 보인다. 뚜껑 상부 

플랜지는 평균적으로 0.8 ㎫, 뚜껑 쉘은 중앙 부위에 최대 12.4 ㎫, 뚜껑 바닥면

은 평균적으로 0.6 ㎫로 각각 계산되었다. 내압으로 발생한 최대 응력은 차폐용

기의 내부 쉘에서 발생한 30.2 ㎫이다. Regulatory Guide 7.6[8] 혹은 ASME 

section III div. 3[9]에 따르면 응력은 일차 응력으로 분류되어 응력제한 기준

은 응력강도의 1.5 배(1.5 Sm)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206.84 ㎫이 응력

제한 값이 된다. 내부압력으로 발생한 일차 응력이지만 하중조합관점에서 다른 

하중과 조합하여 평가한다. 정상운반조건의 고온이나 저온에서의 최대정상운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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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0.14 MPa)이나 가상사고조건중에서 화재조건에서의 최대내부압력(0.16 

MPa)에서의 최대 응력은 각각 6.0 MPa과 7.3 MPa이다. 

Fig. 2.5-1 Stress Contour of Pressure Condition

(Overall Shielding Container)

2.5.4 살수(Water Spray)

살수조건은 50 ㎜/h의 강우량으로 1 시간 이상동안 시편에 살수하는 조건

이다.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 Para 721.1[10]에서는 이 

조건은 물에 의해 부드러워 지거나, 물에 의해 용해되는 접착물질을 가진 운반용

기에 대해 필요한 조건으로, 외부 층이 금속, 나무,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재질

로 이루어진 운반용기는 이 조건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KRI-BGM 운반용기의 외부표면은 탄소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물에 의한 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하여 차폐 및 구조적 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하

지 않는다.

2.5.5 자유낙하(Free Drop)

KRI-BGM 운반용기의 중량은 약 170 ㎏으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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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과 같이 중량에 따른 낙하 높이 기준에 따라 1.2 m에 해당한다. 자유낙하 

전산해석은 낙하 방향에 따라 수직, 수평, 무게중심 및 경사 낙하에 대해 계산되

었다.

Table 2.5-1  Free Drop Height according to Weight of Packag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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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1 낙하해석 전산모델

      전산해석은 ABAQUS/Explicit ver. 6.5.1[11]을 사용하 으며, 해석모델

은 그림 2.5-2와 같이 1/2 크기로 운반용기 길이방향으로 자른 단면을 갖고 있

다. 모델링은 완충용기에서 본체 및 뚜껑 케이스의 탄소강과 폴리우레탄 폼, 차

폐용기에서 본체 및 뚜껑 케이스의 스테인리스강과 우라늄 차폐체, 내부 텅스텐 

차폐체와 타격면인 강체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산 입력자료 및 해석결과 자료

는 단위계의 적용에서 길이 [㎜], 힘 [N], 질량 [ton], 시간 [sec], 응력 [㎫], 

에너지 [mJ] 및 도 [ton/㎜
3
]을 각각 적용하 다. 운반용기 모델은 절점

(node)을 23,894 개로 이루어진 C3D8R 육면체 요소 (solid element)를 13,486 

개를 사용하 다. 주요 재질의 기계적 특성 값은 앞 절 2.4에서 제시된 값을 적

용하 다.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소성 변형율과 소성 응력에 대한 기계

적 특성 값을 전산해석에 적용할 때 연신률에서 인장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 또한 폴리우레탄 폼의 소성변형은 압축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이

용하 다. 탄소강과 폴리우레탄 폼, 스테인리스강과 우라늄 차폐체, 기계적으로 

조립되는 면 등과 같이 각 재질 사이는 접촉면으로 처리하 다. 하중조건은 운반

용기의 낙하높이 1.2 m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와 동등한 초기속도 4.851 m/s을 

가진 운동에너지로 입력하 으며, 모델 전체에는 중력가속도 9.806 m/s
2
를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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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a) Vertical Drop                    (b) Horizontal Drop

        

(c) Oblique Drop                    (b) Corner Drop

Fig. 2.5-2 Simulation Model of Drop Condition

2.5.5.2 수직낙하

       Bulk 운반용기의 1.2 m 수직낙하해석은 운반용기가 수직 자세로 타격면

에 충돌하는 순간을 해석하 다. 해석 구간은 10 ㎳로 차폐용기의 스테인리스강

으로 된 케이싱에서 발생된 응력분포도는 그림 2.5-3과 같다. 재질의 적용은 격

납경계의 부분을 탄성으로 가정하여 ASME sec. III div. 3[9]의 평가를 받기 때

문에 차폐용기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 내부 케이스 및 뚜껑은 탄성으로 해석하

다.  충돌 후 2.7 ㎳일 때 차폐용기 외부 케이스 하단에서 최대 응력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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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으로 적용하 으며 응력평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직낙하 해석결과 평가를 위해 탄성으로 적용한 부분은 그림 2.5-4와 같이 

차폐용기의 내부 케이싱과 뚜껑이며, 내부 케이싱의 하단에서 낙하충돌 후 1.45 

㎳일 때 최대응력이 발생하 으며 그림 2.5-5와 같이 163.7 ㎫로 계산되었다. 

  이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g. WB-3221-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불연속면과 관성 향을 받으므로 부분 막 응력(PL)으로 고

려하여 응력강도의 1.5 배를 적용한다. 따라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206.84 ㎫이 응력제한 값이 된다. 따라서 1.2 m 수직낙하 계산응력은 응력제한 

값보다 작아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Fig. 2.5-3 Stress Contour of 1.2 m Vertical Drop

(Overall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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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4 Stress Contour of 1.2 m Vertical Drop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Fig. 2.5-5 Max. Stress Time History of 1.2 m Vertical Drop

(Lower Part of Inner Case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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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수평낙하

       Bulk 운반용기의 1.2 m 수평 낙하해석은 운반용기가 수평 자세로 타격

면에 충돌하 을 때 해석하 으며 해석 구간은 10 ㎳이다. 차폐용기의 내부 케

이싱과 뚜껑의 재질을 탄성으로 적용할 때, 최대응력은 그림 2.5-6과 같이 뚜껑

의 차폐체 케이스와 플렌지 사이에서 낙하 충돌 후 1.4 ㎳일 때 발생하 다. 최

대응력 값은 응력 시간선도에서 그림 2.5-7과 같이 148.3 ㎫로 보이고 있다. 

1.2 m 수평낙하의 계산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WB-3221-1[9]

에 따라 응력제한 값 1.5 Sm(응력강도)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서 206.84 ㎫ 

보다 작아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2.5.5.4 무게중심 낙하

       Bulk 운반용기의 1.2 m 무게중심 낙하(Corner drop)는 운반용기의 무게

중심과 바닥면 모서리가 연직선상에 있는 낙하자세의 경우이며, 해석 구간은 15 

㎳이다. 1.2 m 무게중심 낙하해석은 차폐용기의 내부 쉘과 뚜껑의 재질을 탄성

으로 적용할 때, 최대응력은 그림 2.5-8과 같이 뚜껑의 차폐체 케이스와 플렌지 

사이에서 낙하 충돌 후 14.2 ㎳일 때 발생하 다. 최대응력 값은 응력 시간선도

에서 2.5-9와 같이 67.71 ㎫로 보이고 있다. 1.2 m 무게중심 낙하의 계산 값들

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g. WB-3221-1에 따라 응력제한 값 1.5 

Sm(응력강도)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서 206.84 ㎫ 보다 작아 안전함을 보이

고 있다. 

2.5.5.5 경사낙하

       운반용기가 기울어진 상태로 낙하하여 바닥면이 1차로 충격한 후에 회전

하여 뚜껑부분이 2차로 충격이 되었을 경우에, 2차 충격이 가장 큰 각도로 자유

낙하하는 경사낙하조건(Oblique drop)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Bulk 운반

용기의 경우 기울어진 각도는 용기 측면과 타격면이 15°이다. Bulk용기에 대한 

간단한 모델을 이용하여 5°에서 45°까지 5° 간격으로 낙하해석을 수행하여 바닥

에서의 반력이 가장 큰 각도인 15°를 경사낙하각도로 선정하 다. Bulk 운반용

기의 1.2 m 경사 낙하해석은 운반용기가 경사진 자세로 타격면에 충돌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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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해석하 으며 해석 구간은 2차 충격을 고려하여 25 ㎳이다.  1.2 m 경사낙

하해석은 차폐용기의 내부 쉘과 뚜껑의 재질을 탄성으로 적용할 때, 1차 낙하충

돌보다 2차 낙하충돌에서 20.35 ㎳일 때 발생하 다. 최대응력은 그림 2.5-10

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뚜껑의 차폐체 케이스와 플렌지 사이에서 발생한 

최대응력 값은 응력 시간선도에서 그림 2.5-11과 같이 1차 충격에서 작게 나타

나고 2차 충격에서 상당히 큰 173.6 ㎫로 보이고 있다. 1.2 m 경사낙하의 계산 

값들은 스테인리스강 304에서 206.84 ㎫ 보다 작아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Fig. 2.5-6 Stress Contour of 1.2 m Horizontal Drop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Fig. 2.5-7 Max. Stress Time History of 1.2 m Horizontal Drop

(Lid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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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8 Stress Contour of 1.2 m Corner Drop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Fig. 2.5-9 Max. Stress Time History of 1.2 m Corner Drop

(Lid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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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10 Stress Contour of 1.2 m Oblique Drop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Fig. 2.5-11 Max. Stress Time History of 1.2 m Oblique Drop

(Lid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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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적층(Stacking)

적층조건의 하중은 KRI-BGM 운반용기 중량인 170 ㎏f의 5배를 초과하는 

850 ㎏f 혹은 운반용기 수직 투  단면적에 걸리는 13 ㎪ 하중과 비교하여 큰 

값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중량 5 배의 하중은 8.34 kN이며, 압력에 의한 하중은 

완충용기 직경 0.4 m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1.634 kN이므로 중량 기준에 의한 

하중이 크게 나타났다. ABAQUS/Implicit[11]에 의한 적층조건에 대한 전산해석

은 완충용기 상부에 압력 하중은 66.328 ㎪로 계산하 다. KRI-BGM 운반용기 

상부에 적층한 후 완충용기의 케이스의 최대응력은 28.28 ㎫로, 차폐용기의 케

이스는 최대 응력 1.9 ㎫로 각각 계산되었다. 따라서 KRI-BGM 운반용기 적층

하중 계산응력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g. WB-3221-1[9]에 따라 

응력제한 값 1.5 Sm(응력강도)이고 스테인리스강 304에서 206.84 ㎫이므로 구

조적 건전성은 유지된다.

2.5.7 관통(Penetration)

2.5.7.1 관통해석 전산모델

관통해석은 운반용기에 6 kg의 중량을 가지며 직경이 3.2 cm인 관통봉

이 자유낙하하는 경우에 대한 조건이다. 전산해석은 ABAQUS/Explicit ver. 

6.5.1[11]을 사용하 으며, 해석모델은 그림 2.5-12와 같이 1/2 크기로 운반용

기 길이방향으로 자른 단면을 갖고 있다. 모델링은 완충용기에서 본체 및 뚜껑 

케이스의 탄소강과 폴리우레탄 폼, 차폐용기에서 본체 및 뚜껑 케이스의 스테인

리스강과 우라늄 차폐체, 내부 텅스텐 차폐체와 타격면인 강체 면과 관통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산 입력자료 및 해석결과 자료는 단위계의 적용에서 길이 

[㎜], 힘 [N], 질량 [ton], 시간 [sec], 응력 [㎫], 에너지 [mJ] 및 도 [ton/

㎜
3
]을 각각 적용하 다. 운반용기 모델은 낙하모델과 같으며 관통 봉 부분만 추

가되었다. 주요 재질의 기계적 특성 값은 앞의 2.4항에서 제시된 값을 적용하

다. 탄소강과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소성 변형율과 소성 응력에 대한 기계적 특

성 값을 전산해석에 적용할 때 연신률에서 인장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 다. 

또한 폴리우레탄 폼의 소성변형은 압축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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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소강과 폴리우레탄 폼, 스테인리스강과 우라늄 차폐체, 기계적으로 조립되

는 면 등과 같이 각 재질 사이는 접촉면으로 처리하 다. 하중조건은 관통봉의 

낙하높이 1 m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와 동등한 초기속도 4.428 m/s을 가진 운

동에너지로 입력하 으며, 모델 전체에는 중력가속도 9.806 m/s
2
를 주어졌다.

             

(a) Top Penetration                    (b) Bottom Penetration

                

        

(c) Side Penetration              (d) Penetrator

Fig. 2.5-12 Simulation Model of Penetration Condition

2.5.7.2 수직관통 해석결과

       Bulk 운반용기 수직 관통 낙하해석은 운반용기가 수직 자세로 타격면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관통봉이 충돌하는 순간을 해석하 으며 해석 구간은 5 ㎳이

다. 완충용기의 케이스에서 발생된 응력분포도는 그림 2.5-13과 같으며 관통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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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아래 부분에서 뚜껑 수직관통은 최대응력 298.5 ㎫로, 바닥 수직관통은  

307.7 ㎫로 각각 나타났다. 재질의 적용은 차폐용기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 내부 

케이스 및 뚜껑은 탄성으로 해석하 다. 왜냐하면 격납경계의 부분을 탄성으로 

가정하여 ASME sec. III div. 3[9]의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수직관통의 최대 

변위는 그림 2.5-14와 같이 충돌 후 1.85 ㎳일 때 완충용기와 관통봉 접촉면에

서 뚜껑 관통에서 4.99 ㎜ 및 바닥 관통에서 4.69 ㎜로 발생하 다. 이러한 외

부 케이스는 탄소성으로 적용하 으며 응력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직관통 해석결과 관통봉에 의한 완충용기의 변형은 매우 적어서 내부의 차

폐용기에 힘을 전달하지 못하여 차폐용기의 내부 케이싱과 뚜껑의 응력은 무시

할 정도로 작게 발생하 으며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Fig. 2.5-13 Stress Contour of Top Vertical Penetration

(Lid of Absorbing Container and Pene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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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14 Displacement of Top Vertical Penetration

(near the Penetrator)

2.5.7.3 수평관통 해석결과

       Bulk 운반용기 수평 관통 낙하해석은 운반용기가 수평 자세로 타격면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관통봉이 충돌하는 순간을 해석하 으며 해석 구간은 5 ms

이다. 완충용기의 케이스에서 발생된 응력분포도는 그림 2.5-15와 같으며 관통

봉 바로 아래 부분에서 최대응력 584.2 ㎫로 나타났다. 재질의 적용은 차폐용기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 내부 케이스 및 뚜껑은 탄성으로 해석하 다. 왜냐하면 

격납경계의 부분을 탄성으로 가정하여 ASME sec. III div. 3[9]의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최대 변위는 그림 2.5-16과 같이 충돌 후 0.75 ms일 때 완충용기와 

관통봉 접촉면에서 2.14 ㎜가 발생하 다. 이러한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으로 적

용하 으며 응력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평관통 해석결과 관통봉에 의한 완충용기의 변형은 매우 적어서 내부의 차

폐용기에 힘을 전달하지 못하여 차폐용기의 내부 케이싱과 뚜껑에서 응력은 무

시할 정도로 작게 발생하 으며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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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15 Stress Contour of Side Penetration

Fig. 2.5-16 Displacement of Side Penetration

(near the Pene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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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피로해석

WB-3221.9에 의한 반복운전에 대한 해석을 위하여 먼저 피로해석에 대한 

면제기준을 조사하 다. 대기압에서 운전압력까지의 사이클 수가 3Sm에 해당하

는 Sa에 대하여 피로한계곡선의 사용가능한 횟수가 되지 않을 때 면제가 가능하

다. 사용가능횟수는 약 8,000회로 실제 최대 사용횟수 2,000회에 비하여 큰 값

으로 면제에 해당된다. 또한 변동압이 운전압의 (1/3) x (Sa/Sm) 이하일 때 면

제에 해당한다. 압력변동은 0.12 MPa로 무시할 정도로 작고 운전회수도 2000

회로 10
6
보다 작아 조건을 충족하므로써 면제에 해당한다. 두 인접사이의 온도

차에서도 기동 및 운전정지 과정에서 특별한 온도변화가 없으므로 면제에 해당

한다. 정상운전조건에서의 고온조건 및 저온조건에 대한 온도차는 고온조건일 때 

온도변화가 60℃ 이하(캡슐의 온도변화 :　 38~93℃)이며, 저온조건에서 온도변

화가 60℃ 이하(외부의 온도변화 : -40~20℃)이므로 다음과 같이 결정된 허용

온도 75 ℃ 이하의 값으로 면제에 해당된다.

        T lim =
σ
2Eα

=
450MPa

2X(206,000MPa)X(16X10 -6)  

격납경계는 동일 재료로 이종재료가 아니므로 온도차에 의한 피로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기준에 해당된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기계적 하중은 존재하므

로 이에 대한 피로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기계적 하중에서 공진이 없기 때문에 운반진동하중이 

작아서 진동에 의한 피로해석은 면제에 해당될 것으로 예측된다. 1m 자유낙하, 

적층, 관통 및 진동조건에 대하여 평가하 다. 여기에 방사성물질 장전 및 인출, 

반복 가압하중, 사용 중 환경에 따른 열하중, 운반진동하중 등이 고려되었다. 이

에 대한 평가결과는 Table 2.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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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2 Evaluated result of fatigue analysis

Loads
304S.S.

3Sm[MPa]

피로한계응력

(S), MPa

최대피크응력강도
1)

(위치)[MPa]

피로 

허용횟수
2)

 a. Heat 413.7  166
99.9

(내부쉘 바닥)
 > 10

6

 b. Cold 413.7  166
80.0

(내부쉘 바닥)
 > 10

6

 c. Pressure 413.7  166
30.2/6

(내부쉘 바닥)
 > 106

 d. 1 m free drop

  - Vertical drop

  - Horizontal drop

  - Oblique drop

  - Coner drop

413.7 166

163.7

(내부 casing 하단)

148.3

 (casing 

뚜껑플랜지)

67.71

(casing 뚜껑플랜지)

171.4

(casing 뚜껑플랜지)

~ 10
6

 

 e. Stacking 413.7 166
1.9

(차폐용기 Case)
 > 106

 f. Penetration 413.7 166 negligible  > 10
6

 g. Vibration 413.7 166
공진 없음

negligible
> 10

6

1) 최대 변동응력강도(Salt)는 최대피크응력강도보다 작음. 응력집중계수(Ke=2)를 

FEM 해석결과에 추가적으로 적용한다고 해도 free drop 조건에서 최대 

340MPa이 되고, 이에 해당하는 허용횟수는 4000회로 운반용기가 받는 온도/압

력/자유낙하 등의 하중 반복 예상횟수 2000(20년)보다 큼. 

2) ASME SEC.III, DIV. 1 Appendix I, Fig. I-9.2.1 Design fatigue curve for 

austenitic steels, nickel-chromium-iron alloy, and nickel-copper alloy for 

Sa>194 MPa, for temperature not exceeding 425
o
C.

3) 누적피로계수 : neg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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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상 사고조건

2.6.1 자유낙하(Free Drop)

사고조건 자유낙하 전산해석은 9 m 낙하를 수행하 으며 운반용기 자세에 

따라 수직, 수평, 무게중심 및 경사 낙하에 ABAQUS/Explicit ver. 6.5.1[11]를 

사용하여 계산하 다. 전산해석 모델은 2.5.5.1항과 같이 정상조건 낙하모델을 

사용하 으며, 다만 하중조건은 운반용기의 낙하높이 9 m에 해당하는 위치에너

지와 동등한 초기속도 13.2856 m/s로 변경하 다.

2.6.1.1 수직낙하

Bulk 운반용기의 9 m 수직낙하해석은 운반용기가 수직 자세로 타격면에 

충돌하는 순간을 해석하 으며 해석구간은 10 ㎳이다. 차폐용기의 스테인리스강

으로 된 케이싱에서 발생된 응력분포도는 그림 2.6-1과 같다. 재질의 적용은 격

납경계의 부분을 탄성으로 가정하여 ASME sec. III div. 3[9]의 평가를 받기 때

문에 차폐용기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 내부 케이스 및 뚜껑은 탄성으로 해석하

다.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으로 적용하 으므로 응력평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직낙하 해석결과 평가를 위해 탄성으로 적용한 부분은 그림 2.6-2와 같이 

차폐용기의 내부 케이싱과 뚜껑이며, 내부 케이싱의 하단에서 낙하 충돌 후 

1.55 ㎳일 때 수직낙하의 최대응력이 발생하 다. 최대응력 값은 응력 시간선도 

그림 2.6-3과 같이 295 ㎫로 계산되었다. 응력선도는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를 1 ㎑, 획득 주파수(sampling rate)로 가정하여 계산하 다.

  이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g. WB-3224-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일반 막 응력(Pm)의 기준에 따라 응력강도의 2.4 배와 인장

강도의 0.7 배에서 작은 값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

와 361.97 ㎫이므로 330.95 ㎫이 응력제한 값이 된다. 9 m 수직낙하조건에서 

KRI-BGM 운반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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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1 Stress Contour of 9 m Vertical Drop

(Overall Transport Package)

Fig. 2.6-2 Stress Contour of 9 m Vertical Drop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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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3 Max. Stress Time History of 9 m Vertical Drop

(Lower Part of Inner Case of Shielding Container)

2.6.1.2 수평낙하

Bulk 운반용기의 9 m 수평 낙하해석은 운반용기가 수평 자세로 타격면

에 충돌하 을 때 해석하 으며 해석 구간은 10 ㎳이다. 차폐용기의 내부 케이

싱과 뚜껑의 재질을 탄성으로 적용할 때, 최대응력은 그림 2.6-4 뚜껑의 차폐체 

케이스와 플렌지 사이에서 낙하 충돌 후 4.8 ㎳일 때 발생하 다. 최대응력 값은 

응력 시간선도에서 그림 2.6-5와 같이 260.4 ㎫로 보이고 있다. 

  이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g. WB-3224-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일반 막 응력(Pm)의 기준에 따라 응력강도의 2.4 배와 인장

강도의 0.7 배에서 작은 값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

와 361.97 ㎫이므로 330.95 ㎫이 응력제한 값이 된다. 9 m 수평낙하조건에서 

KRI-BGM 운반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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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all Transport Package    b)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Fig. 2.6-4 Stress Contour of 9 m Horizontal Drop

Fig. 2.6-5 Max. Stress Time History of 9 m Horizontal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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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d of Shielding Container)

2.6.1.3 무게중심 낙하

Bulk 운반용기의 9 m 무게중심 낙하(Corner drop)에 대한 해석 구간은 

15 ㎳이다. 9 m 무게중심 낙하해석은 차폐용기의 내부 쉘과 뚜껑의 재질을 탄

성으로 적용할 때, 최대응력은 그림 2.6-6과 같이 뚜껑의 차폐체 케이스와 플렌

지 사이에서 낙하 충돌 후 8.45 ㎳일 때 발생하 다. 최대응력 값은 응력 시간

선도에서 2.6-7과 같이 105.8 ㎫로 보이고 있다. 

이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g. WB-3224-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일반 막 응력(Pm)의 기준에 따라 응력강도의 2.4 배와 인장

강도의 0.7 배에서 작은 값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

와 361.97 ㎫이므로 330.95 ㎫이 응력제한 값이 된다. 9 m 무게중심낙하조건에

서 KRI-BGM 운반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a) Overall Transport Package    b)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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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6 Stress Contour of 9 m Corner Drop

Fig. 2.6-7 Max. Stress Time History of 9 m Corner Drop

(Lid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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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경사낙하

Bulk 운반용기의 9 m 경사낙하해석에 대하여 해석구간은 2차 충격을 고

려하여 20 ㎳이다. 9 m 경사낙하해석은 차폐용기의 내부 쉘과 뚜껑의 재질을 탄

성으로 적용할 때, 1차 낙하충돌보다 2차 낙하충돌에서 9.1 ㎳일 때 발생하 다. 

최대응력은 그림 2.6-8과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뚜껑의 차폐체 케이스와 플

렌지 사이에서 발생한 최대응력 값은 응력 시간선도에서 그림 2.6-9와 같이 1차 

충격에서 작게 나타나고 2차 충격에서 상당히 큰 303.4 ㎫로 보이고 있다. 응력

선도는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를 1 ㎑와 획득 주파수(sampling rate)를 6 

㎑로 가정하여 계산하 다.

  이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g. WB-3224-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일반 막 응력(Pm)의 기준에 따라 응력강도의 2.4 배와 인장강도

의 0.7 배에서 작은 값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와 

361.97 ㎫이므로 330.95 ㎫이 응력제한 값이 된다. 9 m 경사낙하조건에서 

KRI-BGM 운반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a) Overall Transport Package    b)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Fig. 2.6-8 Stress Contour of 9 m Obliqu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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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9 Max. Stress Time History of 9 m Oblique Drop

(Lid of Shielding Container)

2.6.2 파열(Puncture)

KRI-BGM 운반용기의 파열시험은 자유낙하시험 후 손상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파열 봉을 낙하하여 수행하 다. 단단하고 평

평한 바닥 면에 길이 20 ㎝, 직경 15±0.5 ㎝ 이며 상단 부는 평탄하고 가장자리

는 반경 6 ㎜ 이하로 둥 게 제작된 연강재질의 파열 봉을 수직으로 고정한 후 

KRI-BGM 운반용기를 1 m 높이에서 최대의 손상을 일으키도록 낙하시키는 조건

이다. 파열시험 조건의 전산해석은 1 m 낙하를 수행하 으며 운반용기 자세에 

따라 바닥 및 뚜껑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ABAQUS/Explicit ver. 6.5.1[11]을 사용

하여 계산하 다. 전산해석 모델은 2.5.5.1항과 같이 정상조건 낙하모델을 사용하

으며, 다만 하중조건은 운반용기의 낙하높이 1 m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와 동

등한 초기속도 4.429 m/s로 변경하 고 타격면의 강체를 대신하여 파열봉을 강

체로 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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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바닥 파열

Bulk 운반용기의 1 m 바닥 파열 해석은 수직 자세의 운반용기가 바닥면

을 타격면에 충돌하는 순간을 해석하 으며 해석 구간은 10 ㎳이다. 차폐용기의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케이싱에서 발생된 응력분포도는 그림 2.6-10과 같다. 재질

의 적용은 차폐용기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 내부 케이스 및 뚜껑은 탄성으로 해

석하 다. 왜냐하면 격납경계의 부분을 탄성으로 가정하여 ASME sec. III div. 

3[9]의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으로 적용하 으며 응력평가

에 대한 대상이 아니다.

  바닥 파열 해석결과 평가를 위해 탄성으로 적용한 부분은 차폐용기의 내부 케

이싱의 하단에서 낙하 충돌 후 1.5 ㎳일 때 바닥 파열의 최대응력이 발생하 다. 

최대응력 값은 그림 2.6-11과 같이 8.15 ㎫로 계산되었다. 

  이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g. WB-3224-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일반 막 응력(Pm)의 기준에 따라 응력강도의 2.4 배와 인장강도

의 0.7 배에서 작은 값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와 

361.97 ㎫이므로 330.95 ㎫이 응력제한 값이 된다. 1 m 바닥 파열조건에서 

KRI-BGM 운반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a) Overall Transport Package    b)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Fig. 2.6-10 Stress Contour of 1 m Puncture Drop(Vertical,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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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11 Max. Stress Time History of 1 m Puncture Drop

(Vertical, Bottom, Lower Part of Inner Case of Shielding Container)

2.6.2.2 뚜껑 파열

Bulk 운반용기의 1 m 뚜껑 파열 해석은 수직 자세의 운반용기에서 뚜껑

을 타격면에 충돌하는 순간을 해석하 으며 해석 구간은 10 ㎳이며, 차폐용기의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케이싱에서 발생된 응력분포도는 그림 2.6-12와 같다.

  재질의 적용은 차폐용기 내부 케이스 및 뚜껑은 ASME sec. III div. 3[9]의 평

가를 받기 때문에 탄성으로 해석하 고,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으로 적용하 으며 

응력평가에 대한 대상이 아니다.

  바닥 파열 해석결과 평가를 위해 탄성으로 적용한 부분은 차폐용기의 뚜껑 모

서리에서 낙하 충돌 후 5.55 ㎳일 때 바닥 파열의 최대응력이 발생하 다. 최대

응력 값은 응력 시간선도 그림 2.6-13과 같이 128.3 ㎫로 계산되었다. 

  이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g. WB-3224-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일반 막 응력(Pm)의 기준에 따라 응력강도의 2.4 배와 인장강도

의 0.7 배에서 작은 값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와 

361.97 ㎫이므로 330.95 ㎫이 응력제한 값이 된다. 1 m 뚜껑 파열조건에서 

KRI-BGM 운반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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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all Transport Package    b)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Fig. 2.6-12 Stress Contour of 1 m Puncture Drop(Vertical, Lid)

Fig. 2.6-13 Max. Stress Time History of 1 m Puncture Drop

(Vertical, Lid, Lower Part of Inner Case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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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수평 파열

Bulk 운반용기의 1 m 수평 파열 해석은 운반용기가 수평 자세로 파열 봉 

상단에 충돌하 을 때 해석하 으며 해석 구간은 10 ㎳이다. 차폐용기의 내부 케

이싱과 뚜껑의 재질을 탄성으로 적용할 때, 최대응력은 그림 2.6-14와 같이 뚜껑

의 차폐체 케이스와 플렌지 사이에서 낙하 충돌 후 4.6 ㎳일 때 발생하 다. 최

대응력 값은 그림 2.6-15에서와 같이 82.87 ㎫로 보이고 있다. 

  이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Fig. WB-3224-1[9]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일반 막 응력(Pm)의 기준에 따라 응력강도의 2.4 배와 인장강도

의 0.7 배에서 작은 값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와 

361.97 ㎫이므로 330.95 ㎫이 응력제한 값이 된다. 수평 파열 조건에서 KRI-BGM 

운반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a) Overall Transport Package    b)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Fig. 2.6-14 Stress Contour of 1 m Puncture Drop(Horizo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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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15 Max. Stress Time History of 1 m Puncture Drop(Horizontal).

(Lid of Shielding Container)

2.6.3 열(Thermal)

KRI-BGM 운반용기의 화재사고조건에 대한 열응력 평가는 3장 열평가 분

야에서 설명하 으며, 화재사고조건에서 운반용기의 열 및 구조적 건전성이 입증

되었다.

2.6.4 침수(Immersion)

KRI-BGM 운반용기의 격납경계는 차폐용기로서, 15 m 깊이의 수중에서 8 

시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침수시험을 수행하여 안

전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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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열 평가(Thermal Evaluation)

3.1 열 설계

KRI-BGM 운반용기는 국내․외 운반용기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

상운반조건 및 가상 사고조건에서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정상운반조건

에서는 운반용기 내부의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붕괴열(decay heat)을 외부로 

적절하게 방출시켜야 하며, 가상 사고조건인 800 ℃ 화재조건에서는 외부 화염으

로부터 유입되는 열을 적절히 차단하여 설계압력 및 차폐체의 건전성이 유지되

도록 하여야 한다. 

  KRI-BGM 운반용기의 본체는 차폐체인 감손 우라늄과 텅스텐, 차폐체를 보호

하는 스테인리스강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고조건에서 충격흡수 및 단열을 목적

으로 over-pack을 사용하며, over-pack은 탄소강 케이싱 내부에 폴리우레탄 폼과 

방화재로 3M 매트를 채워 넣는 구조이다. 폴리우레탄 폼은 열에 매우 약한 특성

을 갖는다. 따라서 800 ℃ 화재사고조건으로부터 KRI-BGM 운반용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폴리우레탄 폼은 고 도 난연성 폴리우레탄 폼을 적용하 고, 운반용기 

몸체 바로 안쪽에는 800 ℃의 고온이 운반용기 내부로 전달되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화재인 3M 매트를 적용하 다.

  KRI-BGM 운반용기의 운반대상 물질은 고체형 동위원소 Ir-192 10,000 Ci, 또

는 액체형의 Mo-99 800 Ci, 또는 I-131 1,000 Ci이다. 액체형 동위원소의 경우 발

열량이 4 W 이내로 적은 량이므로 열해석은 Ir-192 10,000 Ci를 운반하는 경우를 

고려하 다. 동위원소로부터 발열량은 ORIGEN-2 코드를 사용하여 계산하 으

며, Ir-192 10,000 Ci에서의 발열량을 60 W로 고려하 다. 

  법규에서 규정하는 정상운반조건 및 800 ℃ 화재사고조건에 대한 열해석 결과 

운반용기의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재질의 열적 특성

KRI-BGM 운반용기의 본체는 구조재로 스테인리스강을, 차폐체로는 감손우

라늄 및 텅스텐을 사용하 다. 또한, over-pack의 구조재는 탄소강을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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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완충체로 난연성 폴리우레탄 폼과 방화재로 3M 매트를 사용하 다. 운반

용기의 방화재 및 충격완충체로 사용된 3M 매트 및 폴리우레탄 폼의 열전도율

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상운반조건에서 내부의 동위원소로부터 발생되는 붕괴열

을 외부로 적절하게 열전달 시키기 위하여 over-pack 내부에 2 ㎜ 두께의 전열

동판(copper plate) 8개를 부착하 다. 운반용기에 사용된 주요 재질에 대한 상온

에서의 열전도도, 비열 및 도는 표 3.2-1에 나타내었다.

Table 3.2-1  Thermal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

Thermal properties

Conductivity

(W/m-℃)

Density

(㎏/㎥)

Specific heat

(J/㎏-K)

Depleted uranium

Tungsten

Carbon steel

Stainless steel

Copper

Polyurethane form

3M-Mat

25

198

43

14

398

0.04

0.15

18,600

18,500

7,833

8,025

8,940

200

865

132

134

420

502

385

1,670

1,385

표 3.2-2 및 표 3.2-2은 열응력해석에서 적용된 스테인리스강 304의 탄성계수

와 열팽창 계수이며, ASME Section II Part D-Properties Table TE-1(pp.669)[1]에 

제시된 값을 적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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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2-2  Young's Modulus of Stainless Steel[1]

([7] Table TM-1, pp.671, Lome 1 and 9)

Temp.

(℃)
SS304

Temp.

(℃)
SS304

Temp.

(℃)
SS304

-198.3

-128.9

-73.3

21.1

93.3

148.9

208.9111

204.7743

200.6374

195.1216

190.2953

186.1584

204.4

260

315.6

371.1

426.7

482.2

182.7111

177.8847

174.4374

170.99

166.1637

162.0268

537.8

593.3

648.9

704.4

760

815.6

157.2005

152.3741

146.1689

139.2741

132.3793

124.7951

Table 3.2-3  Thermal Expansion of Stainless Steel[1]

Expansion

(m/m/℃)

Temp.

(℃)

Expansion

(m/m/℃)

Temp.

(℃)

Expansion

(m/m/℃)

Temp.

(℃)

Expansion

(m/m/℃)

Temp.

(℃)

15.30×10-6

15.66×10-6

16.20×10-6

16.74×10-6

17.28×10-6

17.64×10-6

18.00×10-6

18.36×10-6

21

38

66

93

121

149

177

204

18.54×10-6

18.90×10-6

19.08×10-6

19.08×10-6

19.26×10-6

19.44×10-6

19.44×10-6

19.62×10-6

232

260

288

316

343

371

399

427

19.80×10-6

20.16×10-6

20.34×10-6

20.52×10-6

20.88×10-6

21.06×10-6

21.42×10-6

21.60×10-6

454

482

510

538

566

593

621

649

21.78×10-6

21.60×10-6

21.42×10-6

20.88×10-6

19.80×10-6

18.54×10-6

677

704

732

760

788

816

3.3 열해석 모델링

운반용기에서의 열전달은 전도, 대류 및 복사 등 3가지 열전달 모드로 이루

어지며, 대류 및 복사열전달계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용기의 외부표면에서 

대기에 의한 자연대류 열전달계수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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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ΝuL
k
L  .............................................................................. (1)

여기서,

NuL :

GrL :

Pr :

k :

a :

c :

g :

L :

β :

ΔT :

v :

NuL = c(GrL․Pr)
a
,  GrL = gβ(ΔT)L

3
/v
2

Nusselt number

Grashof number 

Prandtl number

Thermal conductivity (W/m-K)

Expon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Coeffici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and geometry

Acceleration of gravity (m/s²)

Cask length (m)

Coefficient of volumetric expansion  (1/K)

Temperature difference (K)

Dynamic viscosity (㎡/s)

  위와 같은 관계식과 실험식을 이용하여 용기 표면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h = 

4 W/㎡-K)를 구하 다.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 복사열전달이 일어나며, 복사열전달은 다음 식으로 설

명된다.

 q=Aσε(T4s-T
4
a) ................................................................. (2)

여기서, q :

A :

σ :

ε :

Ts :

Ta :

 Heat flow (W)

 Heat transfer area (㎡)

 Stefan-Boltzmann constant (= 5.669x10
-8
 W/㎡

 
K
4
)

 Emissivity of surface material

 Surface temperature  (K)

 Ambient temperature (K)

  이와 같은 복사열전달은 주로 고온에서 크게 일어나며, 같은 온도에서는 재료

의 방사율(emissivity)에 향을 받는다. 운반용기 over-pack의 표면은 탄소강으

로 구성되며, 노란색 또는 흰색으로 도색된다고 가정하여 정상조건에서의 방사율

을 0.85로 가정하 다. 태양복사열은 수직 평면에서는 800 W/㎡, 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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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W/㎡을 고려하 다. 또한, 화재사고조건에서는 표면방사율(ε)을 0.9로 외부

화염으로부터의 흡수율(α)을 0.8[3]로 적용하 다.  따라서, 화재사고조건에서 용

기표면의 유효방사율(effective emissivity)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εeff =
1

(1/ε - 1/α -1)  = 0.735 ................................. (1)

  열 해석을 위한 해석조건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수송 및 사고조건을 

적용하 으며, 정상조건은 대기온도 38 ℃의 고온조건 및 -40 ℃의 저온조건을 

적용하 다. 사고조건은 고온조건하에서 800 ℃ 화재가 30분 동안 진행된 후 자

연냉각 조건을 적용하 다. 운반용기의 운반대상 물질은 Ir-192 동위원소 10,000 

Ci로 설정하여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붕괴열은 보수적인 값을 취하여 60 W

로 고려하 다. 

  운반용기의 형상은 원주형,  좌우대칭의 구조를 갖고 원주방향으로 8개의 전열 

동판(copper plate)이 설치되는 3차원 구조를 가지며, 열 해석에서는 2차원 (R, 

θ) 및 (R, Z) 모델을 연계하여 3차원적인 열전달 현상을 모사하 다. 먼저 2차원

(R,θ)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전열동판이 있을 경우와 전열동판이 없이 등가열전도

도를 고려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폴리우레탄 폼 및 방화재의 등가열전

도도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구한 등가열전도도를 적용하여 2차원 (R, Z) 해석모델

을 구성하 다. 그림 3.3-1은 전열동판을 고려한 경우와 전열 동판이 없이 등가

열전도도를 고려한 경우의 운반용기의 온도분포이며, 전열동판을 고려한 경우 용

기표면의 온도가 약간 불균일한 온도분포를 보이지만 용기 내부의 온도는 두 가

지 결과가 같게 나타났다. 이때 적용된 방화재의 열전도도 7.0 W/m-K 및 폴리

우레탄폼의 열전도도 1.8 W/m-K을 각각의 재료에 대한 등가열전도도로로 선정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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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ith copper plate                  (b) without copper plate (keq)

Fig. 3.3-1.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Transport Package[Unit : K]. 

  등가열전도도를 적용한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여 열전달해석을 수행하

으며, 전산 프로그램은 범용 열 유동해석 코드인 FLUENT[4] 코드를 사용하 다. 

해석모델에서 동위원소로부터 발생된 붕괴열은 내부 공간의 공기에 의한 대류 

및 복사 그리고 용기 본체를 통한 열전도 및 외부표면에서의 대류 및 복사를 통

하여 외부로 열전달이 일어난다. 

3.4 정상운반조건

3.4.1 고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온조건은 주변온도가 38 °C에서 최대의 태양복

사열이 용기표면에 흡수되는 경우이다. 운반용기 내부의 동위원소의 붕괴열 60 

W를 고려하 으며, 내부 붕괴열 및 태양복사열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여 

열적으로 정상상태(steady state)가 되는 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3.4-1은 고온조건에서 태양복사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운반용기의 온도

분포이며, 그림 3.4-2는 태양복사열이 없을 경우에 용기 표면온도를 나타낸다. 국

내 과기부고시 제2001-23호 제22조[5], I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R-1 

Para. 617[6] 및 US 10 CFR Part 71.43[7]에서는 항공으로 운반할 경우 운반용기

의 접촉 가능한 표면온도는 일광효과를 고려하지 아니한 38 ℃의 주변온도의 환

경에서 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해석 결과 운반용기의 최대온

도는 49.7 ℃로 계산되어 허용치에 근접하나 실제 항공운반 시에는 운반용기를 



- 56 -

별도 포장하게 되므로 접촉 가능한 표면에서의 온도는 50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대온도로 계산된 49.7 ℃는 운반용기의 국소 부위의 온도이며, 평균

온도는 46.0 ℃로 허용치 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운반 시에 접촉 가능

한 지점에서의 표면온도는 법규에서 규정하는 허용치 이내로 유지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Fig. 3.4-1. Temperature Contour for Heat Condition without Solar [Unit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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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 Cask Surface Temperature for Heat Condition without Solar.

  표 3.4-1은 태양복사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고려한 경우에 대하여 운반용

기 주요 부위에서의 온도를 비교하 으며, 그림 3.4-3은 태양복사열을 고려할 경

우에 대한 운반용기의 온도분포를 나타내다. 태양 복사열을 고려한 38 ℃의 주변

온도에서 KRI-BGM 운반용기의 온도 분포는 태양 복사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하여 14 ~ 20 ℃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운반용기의 감손 우라늄 및 텅스

텐 차폐체와 스테인리스강 셸 사이의 air gap(0.5 ~ 1.0 ㎜) 향으로 차폐체 층 

사이의 온도가 비교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차폐용기의 구조재 역할을 하

는 내부쉘 및 외부쉘의 온도는 용기 중심부에서의 온도 값을 제시하 으며, 태양

복사열을 고려할 경우 내부쉘의 온도는 117 ~ 160 ℃, 외부쉘의 온도는 104 ~ 

109 ℃의 온도분포를 보 다. 이들 구조재의 온도는 운반용기의 열응력해석을 위

한 입력자료로 활용되었다. 동위원소 및 감손우라늄의 최대온도는 각각 230 ℃ 

및 117 ℃까지 상승하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폴리우레탄 

폼의 최대온도도 115 ℃로 충격완충 및 단열 기능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KRI-BGM 운반용기는 주변온도 38 ℃의 정상조건에서 열적 건전

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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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4-1  Summary of Temperatures under Heat Condition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 (℃)

without solar with solar

RI source

Tungsten

Inner shell

DU shield

Outer shell

Lid flange 

Polyurethane(upper)

Polyurethane(lower)

3M Mat

Outer surface

216

143

128

100

88

97

89

96

54

49.7

230

158

144

117

105

115

107

112

73

68

Fig. 3.4-3. Temperature Contour for Heat Condition with Solar [Unit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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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저온

     저온조건에 대한 열 해석은 주변온도 -40 ℃ 하에서 운반용기 내부의 동위

원소의 붕괴열이 최대(60 W)인 경우를 적용하여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 다.

  표 3.4-2는 저온조건에 대한 해석결과이며, DU 차폐체의 최대온도가 38 ℃로 

차폐능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폴리우테탄 폼의 최저온도는 

over-pack의 상하부에서는 각각 24 ℃, 34 ℃로 나타났으며, 측면에서는 -17 ℃로 

계산되었다. 이것은 운반용기 over-pack의 측면에 부착된 전열 판(copper plate)

을 통하여 열전도가 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표에서 차폐용기의 내부쉘 및 외부

쉘의 온도는 용기 중심부에서의 온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내부쉘의 온도는 35 ~ 

87 ℃, 외부쉘의 온도는 20 ~ 25 ℃의 온도분포를 보 다. 이들 구조재의 온도는 

열응력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되었다. 

  저온상태에서도 운반용기를 구성하는 차폐체, 구조재, 완충체 및 단열재 등이 

기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40 ℃의 저온조건에서도 운반

용기의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이다.

      Table 3.4-2  Summary of Temperatures under Cold Condition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 (℃)

RI source

Tungsten

Inner shell

DU shield

Outer shell

Lid flange

Polyurethane(upper)

Polyurethane(lower)

3M Mat

Outer surface

168

88

74

38

21

30

24

34

-19

-23

3.4.3 최대 내부압력(Maximum Internal Pressure)

KRI-BGM 운반용기의 최대 내부 압력은 차폐용기의 내부 공간에서의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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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폐된 용기에서 기체의 온도상승으로 인한 

내압은 Boyle-Charle의 법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P1
V1

T 1

 = P2
V2

T2

  

여기서, P1 :

P2 :

V1 :

V2 :

T1 :

T2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1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2 (㎏/㎠)

Initial air space volume at T1 (㎤)

Final air space volume (㎤)

Initial temperature (˚K)

Final temperature (˚K)

  차폐용기 내부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고 차폐용기의 뚜껑을 닫았을 때 압력

은 대기압이고 온도는 상온이다. 따라서, 차폐용기 내부의 초기온도 T1은 20 ℃, 

초기 압력 P1은 1 atm이다. 20 ℃에서의 차폐용기 내부 체적 V1은 아래 식으로

부터 133 ㎤로 산출되었다.

V1 =  VCavity  −  V Tungsten =  133 cm 3  

  열 해석에서 차폐용기 내부 표면의 온도는 144 ℃로 계산되었다. 차폐용기 구

조재의 재질은 스테인리스강이다.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Ⅱ 

Part D[1]에 따르면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70 ℉(21 ℃)에서 350 ℉(177 ℃)까지의 

평균 열팽창계수는 10.0×10
-6
 in/in/℉(18.0×10

-6
 ㎝/㎝/K)이다. 따라서, 차폐용기  

내부 체적 V2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134 ㎤로 계산되었다.

V2 =  V1 (1 +  α ∆T)3

                        =  227 1+ 11.52 10− 6 (459− 293) 3 = 134   cm 3

  따라서,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압력 P2는 1.4 atm으로 산출되었다.

P2 =  P1
V1
V2

 
T2

T1
 =  1  

133
134

417
293

 =  1.4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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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최대 열응력 (Maximum Thermal Stress) 

     열응력해석은 ABAQUS/Implicit ver. 6.5.1[8]을 사용하 으며, 2차원 축대칭 

모델을 사용하 다. 모델링은 구조 격납 부분에 해당하는 차폐용기에서 본체 및 

뚜껑 케이스의 스테인리스강만 고려하 다. 열전달 해석을 위한 FLUENT 모델에

서 고려하는 차폐용기의 스테인리스강 부분에 대한 요소만 분리하여 동일하게 

사용하 다. 전산입력자료 및 해석결과 자료는 단위계의 적용에서 열팽창계수 

[㎜/㎜/℃], 길이 [㎜], 힘 [N], 탄성계수 [㎫]을 각각 적용하 다. 운반용기 모델

은 사각 및 삼각 축대칭 요소인 CAX4 및 CAX3로 1,478 개의 요소와 1,854 개의 

절점(node)를 사용하 다.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열팽창계수 및 탄성계수 등은 

3.2절에서 제시된 값을 적용하 다. 차폐용기 케이스는 탄성변형만 한다고 가정

하 다. 그림 3.4.3의 열전달해석에서 계산된 운반용기의 온도분포를 적용하여 열

응력해석을 수행하 다.

  Bulk 운반용기의 고온 조건에서 열응력은 그림 3.4-4와 같이 Tresca 응력분포

를 보이고 있다. 차폐용기 내부 쉘의 바닥에서 큰 응력이 발생되며 내부 쉘의 측

면아래에서 응력이 주로 발생한다. 그 이외의 역에서는 대체로 낮은 응력을 보

인다. 최대 열응력은 차폐용기의 내부 쉘 바닥면에서 발생한 20.2 ㎫이다. 내부 

쉘 바닥면을 제외하고 약 20 MPa 이하의 낮은 응력을 보인다. 특히, 뚜껑 부위

에는 거의 응력이 발생되지 않았다. Regulatory Guide 7.6[9] 혹은 ASME section 

III div. 3[10]에 따르면 열응력은 이차 응력으로 분류되어 자체에 대한 응력제한 

기준은 없으며, 일차 응력과 합산하여 계산하여 평가한다. 이 때 응력제한 값은 

응력강도의 3배인 413.7 MPa이다. 따라서 정상조건에서는 일차 응력이 큰 경사

낙하조건에서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정상조건 경사낙하해석에서 나타난 최대 응

력 173.6 MPa과 고온조건에서의 최대 응력 20.2 MPa의 합은 193.8 MPa로 응력

제한 값인 413.7 MPa 이하의 값으로 안전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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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 Thermal Stress Contour of Heat condition(Shielding Container)

  그림 3.4-5는 저온조건에서 Tresca 응력분포이다. 차폐용기의 뚜껑 바닥과 재부 

쉘의 바닥에서 주로 응력이 발생하며 외부 측면과 플랜지부분에서는 낮은 응력

을 보인다. 최대 열응력은 차폐용기의 뚜껑 바닥중심에서 발생한 112.8 ㎫이다. 

Regulatory Guide 7.6[9] 혹은 ASME section III div. 3[10]에 따르면 열응력은 

이차 응력으로 분류되어 자체에 대한 응력제한 기준은 없으며, 일차 응력과 합산

하여 계산하여 평가한다. 이 때 응력제한 값은 응력강도의 3배인 413.7 MPa이다. 

따라서 정상조건에서는 일차 응력이 큰 경사낙하조건에서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정상조건 경사낙하해석에서 나타난 최대 응력 173.6 MPa과 저온 조건에서의 최

대 응력 112.8 MPa의 합은 286.4 MPa로 응력제한 값인 413.7 MPa 이하의 값으

로 안전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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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 Thermal Stress Contour of Cold Condition(Shielding Container)

3.5 가상 사고조건

3.5.1 열해석

KRI-BGM 운반용기는 Type B로 분류되며, 이러한 운반용기는 가상 사고조

건인 800 ℃ 화재사고조건하에 대한 열적인 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사고조건 열 해석을 위한 초기조건은 주변온도 38 ℃의 고온조건이며, 이 

고온조건에서 정상상태의 온도를 구한 후에 화재사고조건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과도상태(transient state)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모델은 정상조건과 마

찬가지로 2차원 축대칭 모델을 고려하 다.

  표 3.5-1은 화재사고조건에서 과도시간에 따른 용기 주요 부위의 온도를 나타

내고 있으며, 그림 3.5-1은 화재사고조건의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30분 화재

사고조건에서 운반용기의 충격완충체로 사용된 폴리우레탄 폼의 온도는 500 ℃ 

이상 상승하지만 DU 차폐체의 온도는 226 ℃로 폴리우레탄 폼의 온도에 비하여 

훨씬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용기 본체와 over-pack 사이에 약 4.5 ㎜의 air gap

이 존재하여 화재사고 시 단열층 역할을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이다. 화재사고 시 

DU 차폐체의 온도가 226 ℃까지 상승하지만 스테인리스강으로 DU 차폐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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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해 주므로 차폐체의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5-1. Summary of Temperatures under Fire Accident Condition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s (℃)

Normal
Fire state Post fire state (t > 0.5 h)

Max.
0.25 0.5 0.75 1.0 1.5 2.0 2.5 3.0

RI source

Tungsten

Inner-shell(middle)

DU shield

O-ring

Polyurethane(core)

3M Mat

Outer surface

230

158

144

117

110

74

73

68

230

158

146

124

128

415

488

750

234

167

163

169

179

536

598

770

250

191

196

211

216

356

350

248

275

217

217

223

223

260

255

194

306

245

237

226

222

179

175

141

314

252

240

222

214

147

142

119

314

251

237

216

206

131

127

108

310

247

232

209

198

121

117

101

314

252

240

226

223

536

598

770

Fig. 3.5-1. Temperature Contour for Fire Accident Condition [Unit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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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최대 내부압력(Maximum Internal Pressure)

KRI-BGM 운반용기의 최대 내부 압력은 운반용기 내부에 방사성 동위원소

를 적재한 초기 상태로부터 가상사고인 800 ℃ 화재사고 발생 후 KRI-BGM 운

반용기의 내부온도가 최고에 도달할 때 발생하게 된다. 차폐용기 내부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고 차폐용기의 뚜껑을 닫았을 때 압력은 대기압이고 온도는 상온

이므로, 차폐용기 내부의 초기온도 T1은 20 ℃, 초기 압력 P1은 1 atm이다. 20 ℃

에서의 차폐용기 내부 체적 V1은 133 ㎤ 이다.

  열 해석에서 차폐용기 내부 표면의 최고온도는 화재 종료 후 4 시간이 경과한 

후 240 ℃로 계산되었다. 차폐용기 구조재의 재질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Ⅱ Part D[1]에 따르면 70 ℉(21 ℃)에서 500 

℉(260 ℃)까지의 평균 열팽창계수는 10.5×10
-6
 in/in/℉(18.9×10

-6
 ㎝/㎝/K)이다. 

따라서, 차폐용기  내부 체적 V2는 135 ㎤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가상 사고조건

에서의 압력 P2는 1.7 atm으로 산출되었다.

3.5.3 최대 열응력(Maximum Thermal Stress)

     열응력해석은 ABAQUS/Implicit ver. 6.5.1[8]를 사용하 으며, 화재조건의 

열응력 해석모델은 정상조건 해석에서 사용된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하 다. 열팽

창계수 및 탄성계수 등은 3.2절에 설명한 ASME section II의 part D[1]의 자료를 

사용하 고, 차폐용기 케이스는 탄성변형만 한다고 가정하 다. 열응력해석을 위

한 하중조건은 3.5.2절의 화재조건의 열전달해석에서 구한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를 적용하 다. 

     그림 3.5-2와 Table 3.5-2는 화재사고조건에 대한 Tresca 응력분포와 최대 

Tresca 응력을 나타낸다. 화재상태와 화재상태이후의 초기(60분까지)에는 차폐용

기 외부에서 국부적으로 매우 큰 응력이 발생한다. 특히, 옆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과 옆면과 플랜지가 만나는 부분에서 큰 값을 보인다. 이러한 역에서의 열

응력은 화재상태가 끝나는 30분에 최대 250.7 MPa을 보이지만 격납경계 외부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격납경계부분에 대하여 Fig. 3.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체 

플랜지 내부에서 큰 응력이 나타나며 최대 200.9 MPa의 열응력이 화재상태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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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30분에 발생한다. 이러한 최대 응력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결부에서 

국부적으로 큰 값을 보인다.  화재 이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온조건에 대

한 경우와 유사한 응력분포를 보인다.  최대 열응력은 차폐용기의 내부 쉘 바닥

면에서 발생한 200.9 ㎫이다. Regulatory Guide 7.6[9] 혹은 ASME section III 

div. 3[10]에 따르면 열응력은 이차 응력으로 분류되어 자체에 대한 응력 제한 

기준은 없으며, 일차 응력과 합산하여 계산하 을 때 응력제한 값은 응력강도의 

3.6 배(3.6Sm) 혹은 최대인장강도(Su) 중 작은 값이고, 스테인리스강은 각각 

496.44 ㎫ 및 517.11 ㎫이므로 최소 값 496.44 ㎫이 된다. 따라서 사고조건에서는 

일차 응력은 압력조건에 대한 응력으로 차폐용기의 내부 쉘에서 발생한 7.3 MPa

이다. 최대 응력 30.2 MPa과 최대 열응력 200.9 MPa의 합은 208.2 MPa로 응력

제한 값인 496.44 MPa 이하의 값으로 안전함을 보인다. 

(a) after 30 minute     (b) after 75 minute     (c) after 180 minute

Fig. 3.5-2 Thermal Stress Contour of Thermal Condition(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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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3 Thermal Stress Contour at the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of Fire Accident Condition after 30 Minutes. 

Tabel 3.5-2 The Maximum Tresca Stress under Fire Accident Condition.

Condition Time (h)
the maximum Tresca stress

(MPa)

Fire state
0.25 99.9(129.1)*

0.5 200.9(250.7)*

Post fire state

(t > 0.5 h)

0.75 92.4(128.2)*

1.0 32.5(36.8)*

1.25 47.6

1.5 59.9

2.0 74.4

2.5 80.2

3.0 82.2

()*: 격납경계가 아닌 부분에서 최대 열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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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격납 평가

4.1 격납 경계

KRI-BGM 운반용기는 over-pack과 차폐용기로 구성된다. KRI-BGM 운반용기

에 적재되어 운반될 내용물은 2.7 ㎜의 직경과 0.25 ㎜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디

스크 형태의 Ir-192 방사성 동위원소로, Ir-192 방사성 동위원소 디스크들은 캐니

스터에 담기고 이 캐니스터를 차폐용기에 적재한 후 차폐용기를 over-pack에 적

재하여 운반하게 된다. 따라서, KRI-BGM 운반용기에서 방사성 핵종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주요한 격납경계는 차폐용기의 상부 면에 원형단면으로 설계된 

이중 오링(O-ring)으로 O-ring의 재질은 fluorocarbon rubber계열을 적용하 다.

4.2 격납경계 설계기준

KRI-BGM 운반용기의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열 해석결과 내부온도는 144 ℃, 

압력은 1.4 atm으로 계산되었으며, 사고조건에서의 최고온도는 4 시간이 경과한 

후 240 ℃로, 압력은 1.7 atm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KRI-BGM 운반용기의 격

납경계 설계기준은 표 4.2-1과 같이 설정하 다.

Table 4.2-1. Containment Boundary Design Basis

설계 속성 설계 값

정상운반조건(Normal)
내부설계압력 1.4 atm

내부설계온도 144 ℃

가상사고조건(Accident)
내부설계압력 1.7 atm

내부설계온도 240 ℃

 

4.3 정상운반조건

ANSI N14.5[1]와 국제규격인 ISO 12807[2]에서는 격납 평가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절차에 따라 격납평가를 수행하 다. 

  KRI-BGM 운반용기에 적재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Ir-192의 총 방사능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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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2
 TBq이다. 

  허용 방출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출 제한치인 A2 값을 

알아야 하며, Ir-192의 A2 값은 6×10
-1
 TBq이다. 따라서, Ir-192의 허용 방출률(RN)

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1.67×10
-10
 TBq/s로 계산되었다.

RN =A2 × 10
-6
×
1
3600

TBq/s

  허용 누설률은 단위 시간당 격납 경계로부터 누설되는 유체의 허용 체적이므

로 단위 체적 당 방사능 농도로부터 결정된다. 

  KRI-BGM 운반용기의 격납 경계는 차폐용기이다. 차폐용기의 자유체적(VN)은 

1.34×10
2
 ㎤이므로, 단위체적 당 방사능 농도(CN)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2.76×10
0 
TBq/㎤로 계산되었으며, 

CN=
R
VN
TBq/cm

3

  Ir-192 3.7×102 TBq을 차폐용기에 적재할 경우 허용 누설률(LN)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6.04×10
-11
 ㎤/s로 평가되었다.

LN =
RN
CN

  단위체적당 허용 누설률(LN)은 운반용기의 압력 및 온도에 의존하므로 누설시

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용 누설률을 reference air 또는 helium leakage rate

로 변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reference helium leakage rate를 산출하 다.

  Helium leak test에서의 stream은 up-stream 조건이므로 reference helium 

leakage rate(LHe)는 아래의 식에 의해 2.12 × 10
-9
 ㎤/s로 평가되었다.

LHe =(Fc+Fm) (Pu-Pd) (Pa/Pu) ㎤/s

Fc = (2.49×10
6×D 4)/aμ ㎤/atm․s

Fm = [3.81×10
3×D 3(T/M) 0.5]/aPa ㎤/at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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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c 

Fm

Pu

Pd

Pa

a 

D

μ 

M

T 

: coefficient of continuum flow

: coefficient of free molecular flow

: fluid up-stream pressure

: fluid down-stream pressure

: average stream pressure

: leakage hole length

: leakage hole diameter

: fluid viscosity

: molecular weight

: fluid absolute temperature

4.4 가상 사고조건

격납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Ir-192의 총 방사능량은  3.7×10
2
 TBq이며, 방출 

제한치인 A2 값은 6×10
-1
 TBq이다. 따라서, Ir-192의 허용 방출률(RA)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9.92×10
-7
 TBq/s로 계산되었다. 

RA =A 2eq ×
1

3600×24×7
TBq/s

  단위체적 당 방사능 농도(CA)은 2.74×10
0 
TBq/㎤로 계산되었으며, 가상 사고조

건에서의 허용 누설률(LA)은 상기 식으로부터 3.62×10
-7
 ㎤/s로 평가되었으며,  

reference helium leakage rate(LHe)는 1.51 × 10
-6
 ㎤/s로 평가되었다.

4.5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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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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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차폐 평가

5.1 차폐설계 특징

KRI-BGM 운반용기의 주요한 차폐체는 감손 우라늄(depleted uranium)이며, 

텅스텐을 보조 차폐체로 사용하 다. 감손 우라늄 차폐체의 중량은 약 16.1 ㎏이

며, 감손 우라늄을 주조하여 하나의 조각으로 제작되었다.

5.2 방사선원

KRI-BGM 운반용기에 적재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Ir-192, Mo-99 및 I-131은 

모두 베타(β) 붕괴 및 감마(γ) 붕괴를 하는 핵종들이다. 베타붕괴에 의해 발생하

는 베타선은 차폐체 내에서의 비정거리가 매우 짧아, 베타선에 의한 선량 기여도

는 감마선에 비해 매우 미미할 것이다. 따라서 본 KRI-BGM 운반용기의 방사선

원으로는 감마선만을 설정하 다.

5.2.1 감마선원(γ-ray)

감마선원은 KRI-BGM 운반용기에 적재되는 Ir-192, Mo-99 및 I-131로서, 

Ir-192의 최대 방사선원의 세기는 3.7×10
2
 TBq이고, Mo-99의 최대 방사선원의 세

기는 2.96×10
1
 TBq이며, I-131의 최대 방사선원의 세기는 3.7×10

1
 TBq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별 감마선 에너지, 발생분율 및 감마선 세기 등을 표 5.2-1∼

5.2-3에 나타내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붕괴율은 Ir-192는 198.1 %, Mo-99는 

29.57 %, 그리고 I-131이 100.8 %로서 Ir-192의 붕괴율이 가장 높다. 그러나 붕괴

되는 감마선의 주 에너지는 Ir-192의 경우 0.317 및 0.468 MeV, I-131은 0.364 

MeV로서 Mo-99의 0.74 및 0.78 MeV에 비해 낮은 에너지 분포를 나타태고 있다. 

또한 차폐체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붕괴율은 낮으나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들에 

의한 선량기여도가 증가하므로, 붕괴율이 매우 미미한 경우도 방사선원항에 포함

시켜 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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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1  Energy Spectrum of Gamma-ray for Ir-192 3.7×10
2
 TBq

Isotope
Strength

(TBq)

Energy

(MeV)
Fraction

Activity

(photons/sec)

Ir-192 3.7×10
2

1.36E-01

1.77E-01

2.15E-01

2.80E-01

2.96E-01

3.08E-01

3.15E-01

3.17E-01

3.19E-01

4.15E-01

4.16E-01

4.68E-01

4.85E-01

5.89E-01

5.93E-01

5.99E-01

6.04E-01

6.12E-01

7.39E-01

7.66E-01

8.85E-01

1.06E+00

1.09E+00

1.38E+00

1.893E-01

4.091E-03

0.000E+00

8.562E-03

2.732E+01

2.823E+01

0.000E+00

7.868E+01

0.000E+00

0.000E+00

6.364E-01

4.548E+01

2.188E-03

4.297E+00

4.005E-02

3.710E-03

7.801E+00

5.080E+00

0.000E+00

1.237E-03

2.768E-01

5.042E-02

1.142E-03

1.142E-03

7.004E+11

1.514E+10

0.000E+00

3.168E+10

1.011E+14

1.045E+14

0.000E+00

2.911E+14

0.000E+00

0.000E+00

2.355E+12

1.683E+14

8.096E+09

1.590E+13

1.482E+11

1.373E+10

2.886E+13

1.880E+13

0.000E+00

4.576E+09

1.024E+12

1.865E+11

4.224E+09

4.224E+09

Total 1.981 7.330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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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2  Energy Spectrum of Gamma-ray for Mo-99 2.96×10
1
 TBq

Isotope
Strength

(TBq)

Energy

(MeV)
Fraction

Activity

(photons/sec)

Mo-99 2.96×10
1

2.17E-03

4.06E-02

8.94E-02

1.41E-01

1.43E-01

1.59E-01

1.62E-01

1.81E-01

2.42E-01

2.49E-01

3.66E-01

3.80E-01

3.92E-01

4.10E-01

4.11E-01

4.56E-01

4.58E-01

4.70E-01

4.91E-01

5.29E-01

5.38E-01

5.81E-01

5.81E-01

6.00E-01

6.20E-01

6.22E-01

6.90E-01

7.40E-01

7.62E-01

7.78E-01

8.23E-01

8.61E-01

9.61E-01

9.86E-01

1.00E+00

1.02E+00

1.06E+00

0.000E+00

1.053E-02

3.033E-05

4.524E-02

0.000E+00

1.892E-04

1.189E-04

5.992E-02

2.547E-05

3.882E-05

1.191E-02

1.043E-04

3.154E-05

1.941E-05

1.456E-04

1.334E-05

8.127E-05

2.669E-05

1.092E-05

5.701E-04

3.275E-05

3.154E-05

9.704E-06

2.062E-05

2.305E-05

2.584E-04

4.246E-06

1.213E-01

4.003E-06

4.258E-02

1.334E-03

7.278E-05

9.461E-04

1.456E-05

5.459E-05

6.065E-06

1.080E-05

0.000E+00

3.117E+11

8.976E+08

1.339E+12

0.000E+00

5.601E+09

3.519E+09

1.774E+12

7.540E+08

1.149E+09

3.526E+11

3.088E+09

9.335E+08

5.745E+08

4.309E+09

3.950E+08

2.406E+09

7.899E+08

3.231E+08

1.688E+10

9.694E+08

9.335E+08

2.872E+08

6.104E+08

6.822E+08

7.648E+09

1.257E+08

3.590E+12

1.185E+08

1.260E+12

3.950E+10

2.154E+09

2.801E+10

4.309E+08

1.616E+09

1.795E+08

3.196E+08

Total 0.2957 8.753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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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3  Energy Spectrum of Gamma-ray for I-131 3.7×10
1
 TBq

Isotope
Strength

(TBq)

Energy

(MeV)
Fraction

Activity

(photons/sec)

I-131 3.7×10
1

8.02E-02

8.59E-02

1.64E-01

1.77E-01

2.32E-01

2.72E-01

2.84E-01

2.96E-01

3.02E-01

3.18E-01

3.25E-01

3.26E-01

3.58E-01

3.64E-01

4.05E-01

4.50E-01

5.03E-01

6.37E-01

6.43E-01

7.23E-01

2.623E-02

8.987E-07

0.000E+00

2.696E-03

3.186E-05

5.776E-04

6.136E-02

1.797E-05

4.739E-05

7.762E-04

2.124E-04

2.737E-03

1.634E-04

8.170E-01

5.474E-04

7.353E-05

3.603E-03

7.173E-02

2.173E-03

1.773E-02

9.704E+11

3.325E+07

0.000E+00

9.976E+10

1.179E+09

2.137E+10

2.270E+12

6.650E+08

1.753E+09

2.872E+10

7.860E+09

1.013E+11

6.046E+09

3.023E+13

2.025E+10

2.721E+09

1.333E+11

2.654E+12

8.041E+10

6.560E+11

Total 1.008 3.728E+13

5.3 차폐 모델

KRI-BGM 운반용기에 대한 표면 선량율의 법적 기준은 over-pack 표면이 된

다. 그러나, KRI-BGM 운반용기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재하기 위한 작업은 

over-pack을 제거하고 차폐용기를 가지고 핫셀에서 취급하게 되므로 차폐용기만

을 대상으로 하여 차폐해석을 수행하 으며, 그림 5.3-1은 차폐용기에 대한 차폐

해석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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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R2   R3        R4   R5  

Void

SS304

Depleted Uranium

Tungsten

Shielding Material

Distance from Center (mm)

R1 : 20.5
R2 : 48.0
R3 : 51.5
R4 : 97.5
R5 : 100.578

6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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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 48.0
R3 : 51.5
R4 : 97.5
R5 : 100.578

61
17

Fig. 5.3-1. Shielding Calculation Model for MCNP-4C.

  KRI-BGM 운반용기에 적재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Ir-192은 디스크 형태인 고

체선원 상태로 적재되어 운반되며, Mo-99 및 I-131의 경우 액체선원 상태로 적재

되어 운반된다. 액체선원 상태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재하는 내부 캡슐은 직경 

39 ㎜의 내부 빈 공간에 위치하게 되며, 캡슐내의 액체선원의 양은 캡슐의 약 절

반정도를 차지한다. 그러나 고체선원의 경우에는 운반하는 선원의 양에 따라 선

원이 내부캡슐에 차지하는 부피가 틀려지게 된다. 선량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

상되는 선원이 내부 캡슐의 1/4 차지할 경우와 1/2 경우 두 경우에 대하여 가정

하여 차폐 계산을 수행하 다. 따라서 이를 묘사하기 위하여 직경 37㎜, 길이 25

㎜의 원기둥 형태의 선원을 가정하여 직경 39㎜, 길이 101㎜ 용기 내부의 바닥 

면에 놓여있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Ir-192 고체선원의 경우 선원 외부의 구조재

인 스테인리스강 및 선원 자체의 도를 제외하여 계산의 보수성을 더하 다.

  Ir-192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한 차폐용기는 본체 및 뚜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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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차폐용기의 본체 및 뚜껑의 구조재는 3 ㎜ 두께를 가지고 있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되었다. 차폐용기는 본체와 뚜껑을 결합하 을 때 구조재

의 외부 제원은 직경 201 ㎜, 길이 278 ㎜이며, 내부 제원은 직경 97 ㎜, 길이 

101 ㎜로서, 구조재 내부에는 방사선의 차폐를 수행하기 위한 감손 우라늄 차폐

체가 측면 방향으로 약 46 ㎜, 뚜껑 방향으로 약 61 ㎜, 그리고 바닥 방향으로 

약 78 ㎜두께로 채워져 있으며, 차폐용기 내부 공간에 외부 직경 96 ㎜, 내부 직

경 41 ㎜, 길이 101 ㎜의 제원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 형상의 텅스텐 차폐체가 놓

이게 된다.

5.4 차폐 평가

KRI-BGM 운반용기에 대한 방사선 차폐해석은 차폐계산용 코드로 널리 이용

되고 있는 MCNP-4C코드[1]를 사용하 으며, 차폐계산에 사용된 선속-선량 환산

인자로는 ANSI/ANS-6.1.1[2] 자료를 사용 하 으며, 표 5.4-1에 나타내었다.

 Table 5.4-1 Photon Flux-to-Dose Rate Conversion Factors

Energy

(MeV)

DF(E)

(rem/hr)/(ph

otons/㎠․s)

Energy

(MeV)

DF(E)

(rem/hr)/(ph

otons/㎠․s)

Energy

(MeV)

DF(E)

(rem/hr)/(ph

otons/㎠․s)

Energy

(MeV)

DF(E)

(rem/hr)/(ph

otons/㎠․s)

0.01

0.03

0.05

0.07

0.1

0.15

0.2

0.25

0.3

0.35

3.96E-6

5.82E-7

2.90E-7

2.58E-7

2.83E-7

3.79E-7

5.01E-7

6.31E-7

7.59E-7

8.78E-7

0.4

0.45

0.5

0.55

0.6

0.65

0.7

0.8

1.0

1.4

9.85E-7

1.08E-6

1.17E-6

1.27E-6

1.36E-6

1.44E-6

1.52E-6

1.68E-6

1.98E-6

2.51E-6

1.8

2.2

2.6

2.8

3.25

3.75

4.25

4.75

5.0

5.25

2.99E-6

3.42E-6

3.82E-6

4.01E-6

4.41E-6

4.83E-6

5.23E-6

5.60E-6

5.80E-6

6.01E-6

5.75

6.25

6.75

7.5

9.0

11.0

13.0

15.0

6.37E-6

6.74E-6

7.11E-6

7.66E-6

8.77E-6

1.03E-5

1.18E-5

1.33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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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4-2와 표 5.4-3은 KRI-BGM 운반용기에 대하여 MCNP-4C 코드를 이용하

여 수행한 차폐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차폐해석결과 Ir-192 3.7×10
2
 TBq을 운

반하는 경우에 표면 선량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부․하부․측면에

서의 표면 선량율은 선원이 1/4일 경우 각각 0.456, 0.34 및 1.352 mSv/h이며, 선

원이 1/2일 경우 각각 0.526, 0.291 및 1.283 mSv/h이 되었다.

  따라서 KRI-BGM 운반용의 차폐해석 결과 국내․외 운반용기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반용기의 법적 선량제한치인 표면에서 2 mSv/h, 표면으로부터 

2 m 떨어진 지점에서의 0.1 mSv/h보다 낮은 값으로 방사선 차폐측면에서 운반

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Table 5.4-2 Result of Shielding Calculation Using MCNP-4C Code (선원이 1/4

일 경우)

Source
(TBq)

상 부(mSv/h) 하 부(mSv/h) 측 면(mSv/h)

표  면 1m 표  면 1m 표  면 1m

Ir-192

(3.7×10
2
)

0.456 0.0039 0.340 0.0021 1.352 0.0076

Mo-99

(2.96×10
1
)

0.108 0.001 0.041 0.0003 0.313 0.0021

I-131

(3.7×10
1
)

0.009 0.0001 0.0021 0.00002 0.0252 0.00017

Table 5.4-3 Result of Shielding Calculation Using MCNP-4C Code (선원이 1/2

일 경우)

Source
(TBq)

상 부(mSv/h) 하 부(mSv/h) 측 면(mSv/h)

표  면 1m 표  면 1m 표  면 1m

Ir-192

(3.7×102)
0.526 0.0042 0.291 0.0017 1.283 0.0096

Mo-99

(2.96×101)
0.126 0.0011 0.035 0.0003 0.285 0.0022

I-131

(3.7×10
1
)

0.011 0.0001 0.002 0.00001 0.022 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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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임계 평가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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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운전절차

7.1 일반 사항

KRI-BGM 운반용기를 취급하는 동안, 다음 사항들은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1) 운반용기 취급 시 취급 장비들은 검증된 장비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운반용기 조립 및 해체 시 운반용기의 볼트, 너트 및 홀에는 적절한 윤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볼트, 너트 및 홀의 나사산은 검사되어야 한다.

3)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능 및 오염 제한치는 작업자의 보호를 위해 국

내․외 수송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함에 따라 방사능 및 오염

은 측정되어야 한다.

4) 격납경계인 차폐용기의 기 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설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운반용기 외부표면의 온도 제한치는 국내․외 수송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따

라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온도는 측정되어야 한다.

7.2 운전 절차

1. 완충용기(over-pack) 뚜껑의 볼트를 풀어 뚜껑을 제거한다.

2. 크레인을 사용하여 차폐용기를 완충용기 밖으로 들어 옮긴다.

3. 차폐용기 뚜껑의 볼트를 풀고 볼트를 제거한다.

4. Hot cell의 문을 연다.

5. 크레인을 사용하여 hot cell 선반에 차폐용기를 올려놓는다.

6. Hot cell의 문을 닫는다.

7. Hot cell 내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차폐용기 뚜껑을 연다.

8. 디스크 형태의 Ir-192 370 TBq이 담긴 캐니스터를 차폐용기 내에 적재한다.

9. 크레인을 사용하여 차폐용기의 뚜껑을 닫는다.

10. Hot cell의 문을 연다.

11. 크레인을 사용하여 hot cell 선반 위의 차폐용기를 외부로 내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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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폐용기 뚜껑에 볼트를 체결한다.

13. 크레인을 사용하여 차폐용기를 완충용기 안으로 들어 옮긴다.

14. 완충용기 뚜껑을 덮고 볼트를 체결한다.

15. 항공운반 시 운반용기를 통풍이 가능한 구조의 나무박스로 덧포장하고 나무

박스와 용기 사이에 10 m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 운반용기의 접촉 가능

한 표면 온도가 법규에서 규정하는 50 ℃ 이내로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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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KRI-BGM 운반용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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