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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구조 안 성 분석 보고서

Ⅱ. 목   필요성

   원자력발 소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간 장고로 LSA와 SCO로 분류되지 

않는 방사능 한도량 A값 이내의 방사성물질 DOT-17H 드럼을 운반하기 

한 A형 운반용기에 한 개발을 하여 필요함

Ⅲ. 내용  범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과기부 고시 제2001-23호  

US 10 CFR Part 71에 따른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안 성 평가에서 방

사선 차폐를 제외한 구조  평가를 수행함.

Ⅳ. 결과  활용계획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하여 차폐분야를 제외하고 구조분야에 한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운반용기의 개요에 한 설명을 하고 이에 한 인

양, 결속  볼트 설계 등에 한 안 성을 평가하 다.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자

유낙하시험조건  통시험조건에 한 시험  해석을 수행하여 자유낙하시험

조건  통시험조건에 한 안 성을 입증하 다.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층시

험  압력과 같은 일반 인 A형 운반용기에 한 기술기 에 한 해석을 통하

여 안 성을 입증하 다. 본 보고서를 방사성 차폐분야에 하여 보완함으로써 

안 성 분석 보고서를 완성하여 원자력발 소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간 장고

로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운반하는 A형 운반용기에 한 안 성을 입증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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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MA R Y

  

I. Title

   Structural Safety Analytic Report for the type A radioactive waste 

transport package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It is necessary that the type A package to transport safely radioactive 

waste drum is developed.

Ⅲ. Scope and Contents 

    Structural safety evaluation for the type A radioactive waste transport 

package i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Korea Most Act. 2001-23 and US 10 CFR Part 71.

Ⅳ. Proposal for Applications 

   We carried out structural safety evaluation for the type A radioactive 

waste transport package. Requirements for type A packages according to 

the related regulations such as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Korea Most Act. 2001-23 and US 10 CFR Part 71 were evaluated. General 

requirements for packages such as those for a lifting attachment, a 

tie-down attachment and pressure condition. The structural analyses and 

tests of free drop test condition and penetration test condition under the 

normal transport conditions were carried out for the type A radioactive 

waste transport packages. Also the analysis of stacking condition was 

conducted. The type A radioactive waste transport packages were 

maintained the structural integr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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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운반용기의 개요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LSA와 SCO로 분류되지 않으며 방사능 한도

량이 A2 값 이내의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드럼(직경 620mm X 높이 890mm) 4

개를 용상태로 원자력발 소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임시 장고로 운반하는 용

기이다. 이러한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국내․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련 법규[1.1∼1.3]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 에 의거하여 A형 운반용기에 한 

설계요구조건을 만족하도록 평가되었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국내․외 운반용기 련 법규의 기술기 에 

따라 일반기   정상운반조건에 따른 안 성  방사선 차폐를 제공한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한 국내․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련 법규의 기술

기 에 따른 안 성은 본 안 성분석보고서에서 설명하 다.

본 안 성분석보고서의 내용은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3호[1.1], 

NUREG-1609[1.4]  Regulatory guide 7.9[1.5]에서 제공하고 있는 차에 따라 

구성하 으며,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국내․외 운반용기 련 법규에서 

요구사항에 만족하는 승인된 품질보증 차에 따라 제작한다.

1. 운반용기의 개요  제원

그림 1.1-1은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개념도를 나타낸다. A형 방사성

폐기물 운반용기는 4개의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용상태로 운반한다. 50 mm 두

께의 철 을 사용하여 차폐를 하며 이러한 차폐체는 차폐의 기능뿐만 아니라 운

반용기의 구조재로의 역할도 수행한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는 4개의 방사성폐기물 드럼이 2 X 2의 배열로 

재된다. 각 드럼과 차폐체 사이는 각각 100 mm의 간격을 유지하여 드럼을 취

하기 한 장비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 다. 각 드럼과 차폐체 사이의 간격을 

유지하고 운반 시에 드럼간의 충돌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하여 내부지지구

조물을 사용하 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차폐체 내부크기는 1,540 mmX1,540 mmX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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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이며, 외부크기는 1,640 mmX1,640 mmX1,010 mm이다. 

결속  인양을 해 8개의 각 모서리에 ISO 화물 컨테이 에 사용하는 모

서리쇠[1.6]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지게발[1.7]을 설치하 다. 구조물의 층 시에 

구조물을 지탱하고 낙하충격에서 완충효과를 하여 운반용기의 모서리부분 등

에 각 을 부착하 다. 이에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외부크기는 1,920 

mmX 1,889 mmX1,239 mm이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체 량은 5.3톤이며, 재 량은 1.6톤이며 

총 량은 6.96톤이다. 표 1.1-1은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제원을 나타낸다.

2. 운반용기의 운 에 한 개요

  가. 격납경계

낙하충격에 의한 방사성내용물의 손실이나 분산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24개의 M24 볼트를 이용하여 본체와 뚜껑을 체결하 다. 

그림 1.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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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제원

제원 A형

크기

(mm)

차폐체
내부크기 1,540 X 1,540 X 910

외부크기 1,640 X 1,640 X 1,010

운반용기 외부크기 1,920 X 1,889 X 1,239

량 (톤)

체 량 5.3

재 량 1.6

충 량 6.96

  나. 결속  인양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결속을 하여 바닥의 4개 모서리에 하부 모

서리쇠를 설치하 다. 이러한 모서리쇠는 ISO 화물컨테이 에 한 기 [1.6]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운반용기의 인양은 크 인과 지게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크 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부의 4개 모서리에 설치된 상부 모서리쇠를 이용하며, 지게

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에 치한 지게발을 이용한다. 

  다. 개방

뚜껑에 체결된 볼트를 풀고 뚜껑에 있는 아이볼트와 크 인을 이용하여 개

방한다.

  라. 내부지지장치

운반용기의 내부에 드럼의 간격을 유지하여 드럼 취 장치의 사용이 가능하

고 용기내 드럼의 충돌을 방지 하기 하여 내부지지장치를 사용하 다. 내부지

지장치는 운반용기 내부에 탈부착이 가능하고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하

다. 내부지지장치의 높이는 드럼높이의 반정도인 450 mm이며, 운반용기 내부

와 각 드럼간의 간격이 75 mm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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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운반표지

그림 1.2-1와 같은 "Type A"  용기에 한 기본 인 내용을 포함한 운반용

기의 명 을 운반용기의 외부에 부착한다.

그림 1.2-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명

3. 방사성내용물의 개요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LSA와 SCO로 분류되지 않으며 방사능 한도

량이 A2 값 이내의 방사성물질이 들어있는 드럼(직경 620mm X 높이 890mm) 4

개를 용상태로 운반한다. 방사성폐기물 드럼의 량은 400 kg씩으로 가정하

다. DOT-17H 드럼은 되어 있으므로 드럼의 손이 없으면 드럼 외부로 내

용물의 유실  분산은 없다.

4. 부록

  가. 표 목록

표 1.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제원

  나. 그림 목록

그림 1.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개념도.

그림 1.2-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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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운반용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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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법  용기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국내․외 운반용기 련 법규에 따라 A형 운

반용기로 분류된다. A형 운반용기에 한 과기부고시 2001-20호,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  미국 10CFR71에 의한 기술기 에 따라서 일반기

을 만족하며,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시험을 실시한 후 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 

는 20%의 차폐손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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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구조 평가

1. 검토  결과

A형 운반용기는 국내․외 운반용기 련 법규[3.1∼3.3]에 따라 A형 운반용

기 기술기 에 만족하여야 한다. 운반용기는 볼트체결  인양․결속장치에 한 

안 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살수  낙하, 통, 층 조건에 한 하 이 각각 

독립 으로 작용하 을 경우에 안 함이 입증되어야 한다. 

체결을 한 볼트  랜지 등은 ASME 코드  ORNL 보고서[3.4]에 따라

서 계산되었다. 

인양장치는 운반용기의 3배의 하 에서 안 함을 보 다.

결속장치는 운반물 량의 2배에 상당하는 연직분력, 운반물 량의 10배에 

상당하는 운반수단의 이동방향의 수평분력  운반물 량의 5배에 상당하는 운

반수단의 이동방향과 수직방향의 수평분력이 운반물의 무게 심에 작용할 때 항

복강도를 과하는 응력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되었다.

운반용기의 정상운반조건에 한 온도와 압력조건에 하여 정상운반조건에 

한 살수시험, 자유낙하시험, 층시험, 통시험을 수행한 후에 운반내용물의 

분산  유실이 없어야 하고 20% 이하의 차폐손실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

에서운반용기의 차폐체는 구변형이 발생하더라도 매우 작아서 차폐손실에 

향이 없어야 하며 운반용기의 차폐체나 랜지  볼트의 손이 없어야 한다. 

차폐체나 랜지  볼트를 제외한 각 과 같은 비격납 구조는 변형이 발

생하거나 손이 되어도 안 성에는 무 하다. 

정상운반조건의 살수  낙하, 통, 층 조건에 하여 유한요소해석을 통

하여 차폐체 두께의 변화와 볼트에서의 손여부 등을 확인하 다. 표 3.1-1은 A

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유한요소해석에 한 결과를 보여 다. 최 볼트 단

면평균응력값은 볼트의 인장응력 이하의 값으로 볼트의 손은 없으며 최  뚜

껑열림량은 뚜껑에 치하는 단차에 비하여 작아서 방사성폐기물의 분산  유

실은 없다. 최  차폐두께 감소량도 작아서 차폐손실 20%에는 미치지 않고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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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제 모델에 하여 자유낙하시험을 실시하여 볼트의 체결토르크  

차폐체 두께의 변화, 간극 등을 측정하여 안 성을 입증하 다. 표 3.1-2는 이러

한 시험결과를 보여 다. 제한치 이내의 값으로 안 함을 의미한다.

표 3.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정상운반조건에 한 해석결과

해석 조건 최 값 제한치

자유

낙하

시험

조건

최  볼트 
단면평균응력값 (MPa)

바닥수직 746.6

860 (볼트인장응력)
뚜껑수직 0.81

수평 0.032

무게 심 782.6

최  뚜껑열림량
(mm)

바닥수직 2.8

10 (뚜껑 단차)
뚜껑수직 0.007

수평 767

무게 심 1.85

최  차폐두께감소량
(mm)

바닥수직 0.0061

10 (차폐두께의 20%)
뚜껑수직 341.4

수평 0.41

무게 심 0.2

외부압력감소 조건 차폐체의 응력(MPa) 21.4 248.21 (항복응력)

층 조건 차폐체의 응력(MPa) 28 248.21 (항복응력)

통조건 차폐체 두께 감소(mm) 0.32 10 (차폐두께의 20%)

2. 구조설계

  가. 토의

    1) 격납경계

운반용기의 격납경계는 운반용기의 본체와 뚜껑의 차폐체이다. A형 방사성

폐기물 운반용기의 본체와 뚜껑의 차폐체는 24개의 M24 볼트로 체결되며 랜

지 사이는 고무재질로 된 가스켓이 부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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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의 낙하시험  통시험결과

낙하방향 바닥수직낙하 뚜껑경사낙하 통 허용치

뚜껑과 본체 사이 간극의 
최  증가량 (mm)

0.07 2.14 향 없음 10
(뚜껑단차)

볼트의 풀림 토르크
(N·m)

최 값 390 4452.4 향 없음 -

평균 293.9 326.4 향 없음 -

볼트의 손  풀림 여부 무 무 향 없음 무

차폐체 두께의 최  감소
(mm)

0.01 0.02 0.97 7

    2) 인양  결속

운반용기의 인양은 지게차를 이용하는 경우와 크 인을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지게차를 이용하기 하여 용기 하부에 ISO 화물컨테이 에

서 사용하는 지게발과 같은 형상의 지게발[3.5]을 설치하 다. 크 인을 이용하여 

인양하는 경우에는 운반용기 상부의 네 모서리쇠에 부착된 ISO 화물컨테이 에

서 사용되는 상부 모서리쇠[3.6]를 사용하여 인양한다. 운반용기의 결속은 차량에 

부착된 회 고정장치(twistlock)[3.6]와 하부 모서리쇠를 이용한다.

    3) 개방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24개의 M24 볼트를 이용하여 뚜껑을 본체에 

체결하도록 설계되었다. 뚜껑은 M30에 해당하는 아이볼트 4개를 뚜껑에 장착하

여 크 인을 이용하여 개방한다. 

    4) 내부지지장치

내부지지장치는 운반용기내부에서 드럼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드럼간의 충돌

을 방지하기 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있다. 크 인을 이용하여 취

이 가능하도록 하 으며, 드럼을 재하는 경우에 간편성을 하여 내부지지장

치의 상부에 가이드를 설치하 다. 이러한 내부지지장치는 운반 에 과도한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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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등에 의하여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운반내용

물인 방사성폐기물 드럼의 취 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면 된다.

3. 량  무게 심

운반용기의 본체  뚜껑과 내부지지구조물의 량  무게 심은 표 3.3-1

에 나타내었다. 량은 각 부분에 한 체 을 결정하고 여기에 도(7.89 

ton/m3)를 곱하여서 결정하 다. 무게 심은 유한요소해석을 하여 수행된 모

델로부터 계산하 다. 무게 심은 바닥 단면의 앙에서 하부 모서리쇠의 제일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를 의미한다. 

표 3.3-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량  무게 심.

본체
체 (mm

3
) 496.7 X 10

6

량(kg) 3,919

뚜껑
체 (mm

3
) 140.7 X 10

6

량(kg) 1,110

내부지지구조물
체 (mm

3
) 41.32 X 10

6

량(kg) 330

무게 심 높이(mm) 636

4. 재료의 기계  특성  화학  특성

  

  가. 재료의 기계  특징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사용된 주요 재질은 탄소강 A36이다. 이에 

한 기계  특성인 탄성계수, 항복응력, 인장강도  도는 표 3.4-1에 나타내었

다. 탄소강 A36의 탄성계수, 항복응력  인장강도는 ASME Section II Part 

D-Properties Table TE-1(pp.669)[3.7]에 제시된 상온에서의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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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료의 화학  특징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사용된 재질은 탄소강이며 고무재질의 가스켓

을 사용한다. 이러한 탄소강과 고무재질의 가스켓은 안 성에 향을 미치는 심

각한 화학  기  반응은 발생하지 않는다.

표 3.4-1  재료의 기계  물성치

Material

Mechanical properties

Young's 

Modulus

(GPa)

Yield 

Strength

(㎫)

Ultimate 

Strength (㎫)

Density

(㎏/㎥)

Carbon steel A36 202.71 248.21 399.90 7,890   

5. 운반용기의 일반요건

  가. 최소 운반물 크기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1,920 mmX1,889 mmX1,239 mm의 박스형상

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국내․외 운반용기 련 법규[3.1-3.3]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반용기의 가장 작은 한 변의 길이는 10 ㎝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한다.

  나. 포장방안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주 압력이 60 kPa의 계기압력까지 감소되어

도 방사성내용물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기 으로 고무재질인 가스켓의 

설계 내용, 뚜껑볼트의 크기와 수량  뚜껑 랜지의 두께를 계산하 다. 가스

켓은 내압  외부충격 등으로 부터 격납경계를 건 하게 유지시켜야 하므로, 고

무재질로된 을 운반용기 본체의 랜지 상부 면에 설치하 다. 가스켓의 두께

는 3 mm이다. 운반용기의 뚜껑볼트는 내압  자유낙하충돌로 인한 충격하 에

서 받게 되는 향을 고려하여 고장력 합 강인 A193-B7을 사용하 고, 볼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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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계산법은 ASME 코드  ORNL 보고서[3.4]에 따랐다.

여기서 사용된 m은 가스켓 계수, t는 뚜껑 랜지의 두께, Bd는 뚜껑볼트의 

호칭경, n은 볼트의 개수, 은 양단에서의 모멘트를 은 심에서의 모멘트, 

S는 랜지 SA350 LF3에 한 허용응력(2653 ㎏f/㎠), M은 와 에서 큰 값

을 각각 나타낸다. 

볼트가 받는 체 하 은 운반용기의 내부 압력에 의한 압력하 , 기  유지

를 해 필요한 가스켓 하 , 충격에 의하여 뚜껑과 함께 운반내용물이 가하는 

충격하 의 합이 된다. 

운반용기의 내부압력을 60 kPa로 가정할 때,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한 내부압력으로 인한 압력하 은 14,704 kgf이다. 이는 내부압력과 뚜껑에 압

력이 작용하는 면 의 곱으로 결정된다. 

원통형 뚜껑에 하여 운  시 기 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가스켓 하 을 결

정하기 한 고무계열은 가스켓 계수(gasket factor)와 가스켓 요구응력(gasket 

seat stress)이 0으로, 가스켓 하 ()은 0이 된다. 

마지막으로 충격에 의한 볼트가 받는 충격하 을 결정하여야 한다. 운반도  

충돌 시 운반용기 뚜껑은 용기의 본체와 동시에 충돌하기 때문에 뚜껑볼트에 충

격하 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보수 인 해석을 해 뚜껑과 운반내용물이 

충돌로 인해 20 g의 가속도를 받아 뚜껑과 운반내용물 량의 20배인 충격하

()이 작용한다고 가정한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운반내용물 량은 

400 kg의 드럼 4개를 운반하므로 1,600 kg이고, 뚜껑 량은 보수 으로 1,150 

㎏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뚜껑과 내부 운반물의 체무게는 2,750 ㎏이다. 

볼트가 받게 되는 체하 ()은 압력하 (), 가스켓 하 ()  충격하

()의 합으로 69,704 kgf이다. 

뚜껑볼트에 한 최소볼트면 은 볼트가 받는 체하 을 볼트의 항복응력

으로 나 어서 결정된다. 볼트 A193-B7 의 항복응력은 4,898 
으로, 최소

볼트면 은 14.23 cm2이다. 이러한 최소볼트면 은 M24 볼트 24개를 기 한 볼

트면 인 108.57 cm
2
보다 작으므로 볼트의 크기와 수량은 당하다. 

한,  볼트 간 간격이 볼트구멍과 가스켓 사이의 충분한 압력에 견딜 정도

로 가까운지 살펴야 한다. 볼트 간 최 간격, Bmax은 식 (1)로부터 결정되며 3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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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이다. 여기서 뚜껑 랜지의 두께는 식 (5)와 같이 결정된다.

   

 
   (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24 개의 볼트에 한 실제 볼트 간 간격 최  

29.5 cm이다. 따라서, 실제 볼트의 간격이 최 치보다 작으므로 볼트의 간격은 

당하다.

운  시 가스켓의 기 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볼트의 조임 토-크, Tr는 식 

(2)로부터 결정되는데 13.94 kgf․m이다. 

       

 
 (2)

다음으로 뚜껑 랜지의 두께를 결정하 다. 최  수직응력이론에 의거한 

첩의 원리를 용하여 뚜껑 랜지에 걸리는 체응력을 구하 다. 즉, 뚜껑의 

양단은 볼트로 고정되고, 가스켓 유효면  안쪽에 균일분포하 이 작용하는 경우

와 양단이 볼트로 고정된 에 가스켓 유효고정단을 따라 집 하 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한 최  모멘트은 식 (3)과 같다. 

 









  




 

 









 (3)

    에서 큰 값은 59,96 kgf․cm이다. 이러한 모멘트에 의한 최 응력은 

식 (4)와 같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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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식 (5)와 같이 랜지에 필요한 최  두께는 2.385 cm이므로 뚜껑 랜

지의 두께 40 mm는 충분히 안 하다. 뚜껑 랜지 계산은 표 3.5-1과 같이 

Excel 로그램에서 수행하 다.

          (5)

  다. 인양장치(lifting device)

운반용기를 취 하기 하여 용기 하부에 설치된 지게발과 네 모서리에 설

치된 4개의 모서리쇠는 총 량의 3 배인 하 에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지

게발을 이용하여 지게차로 인양하는 경우 운반용기 하부에 운반용기의 체 량

을 인양하므로 안 하다. ISO 화물 컨테이 에 사용되는 상부 모서리쇠는 하나

당 150 kN에 해당하는 설계하 으로 설계되었다.[3.6] 4개의 모서리쇠를 사용하

으므로 총 600 kN의 하 을 인양할 수 있다. 즉, 60톤의 량을 인양할 수 있

으므로 총 량의 3배인 약 20톤의 하 을 충분히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라. 결속장치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결속은 하부 모서리에 설치된 4개의 모서리쇠

로 실시한다. 이러한 ISO 화물 컨테이 에 사용되는 하부 모서리쇠는 300 kN의 

결속력을 받도록 설계되었다.[3.6] 4개의 모서리쇠는 총 1200 kN의 결속력을 지

지하므로 최 결속력에 해당하는 총 량의 10배에 해당하는 길이방향의 하 인 

700 kN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 

6. 하   외압 용요건

  가. 고온  온 조건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각 구성품은 섭씨 -40도 내지 섭씨 70도의 범

에 해당하는 온도의 환경에서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

용기는 탄소강으로 제작되어서 -40도에서 70도의 범 에서 재질의 손상은 없으

며 고무 재질의 가스켓 한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온  온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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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안 성에는 향이 없다.

표 3.5-1. 뚜껑 랜지와 볼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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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외부압력감소

운반용기의 외부에서 진공으로 60 kPa이 작용한다는 조건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에서 드럼과 내부지지구조물은 제외하 다. 볼트는 체결을 충분

히 한다고 가정하여 본체와 뚜껑에 고정되었다고 가정하 다. 그림 3.6-1은 압력

조건에서의 응력분포를 보여 다. 뚜껑의 앙부와 모서리의 앙부에서 응력이 

발생한다. 모서리의 앙부에서는 두께에 하여 체 으로 큰 값을 보이며 뚜

껑의 앙부에서는 굽힘에 의한 응력으로 상하부의 표면에서 큰 값을 보인다. 최

 Tresca 응력은 21.4 MPa로 항복응력의 약 10% 정도의 작은 값으로 안 함을 

보인다.

그림 3.6-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압력해석에서의 응력분포

  다. 진동

운반용기에 달되는 진동은 상하/좌우 경로로 달 될 수 있다. 구조물이 

진동으로 공진되려면 1∼30 Hz 범 에 있어야 한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

기는 1,920 mmX1,889 mmX1,239 mm의 박스형상으로 차량에 모서리쇠와 회

고정장치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어서 공진 가능성이 없으므로 진동에 의한 향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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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상운반조건에 한 구조평가

  가. 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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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1.1 Para 721.1[3.8]에서는 이 조건은 

물에 의해 부드러워 지거나, 물에 의해 용해되는 착물질을 가진 운반용기에 

하여 필요한 조건으로, 외부 층이 속, 나무, 세라믹 는 라스틱 재질로 이루

어진 운반용기는 이 조건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A형 방사성

폐기물 운반용기의 외부표면은 탄소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물에 의한 향을 받

지 않는다. 따라서, 살수 조건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차폐  구조  건 성은 

향을 받지 않는다.

  나. 자유낙하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량은 약 6.96 톤으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 3.7-1과 같이 량에 따른 낙하 높이 기 에 따라 0.9 m에서 자유낙하 

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운반내용물의 유실  분산이 없어야 하며 방사성 차폐 

손실이 20%이내 이어야 한다. 자유낙하시험 조건에 한 실제 모델에 한 낙하

시험  해석을 수행하 다. 

표 3.7-1 운반용기 량에 따른 정상운반조건의 자유낙하높이

운반물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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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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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낙하해석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하여 바닥수직방향, 뚜껑수직방향, 수평낙하

방향, 바닥무게 심방향에 하여 낙하해석을 수행하 다. 수직낙하방향은 용기

가 놓여 있는 방향을 의미하고 수평낙하방향은 세워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리고 무게 심낙하방향은 무게 심과 모서리의 꼭지 이 력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이다.

그림 3.7-1과 같이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자유낙하해석을 수행하기 

하여 칭성을 고려하여 1/4 모델 는 1/2 모델을 만들어서 낙하방향에 합

하게 회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볼트를 모델링하여 본체에는 고정구속조건

(Tied constraint)을 용하여 연결하고 뚜껑은 마찰이 없는 조건(Contact 

constraint)으로 가정하 다. 모서리쇠는 실제 형상을 단순화하면서 부피는 유사

하도록 모델링하여 모델의 강성을 유사하게 하 다. 각 면의 각 은 모델링의 

복잡성 때문에 제외하고 다른 모든 각 의 형상은 모델링하 다. 한 내부지지

물을 단순화하여 모델링하 다. 사용된 요소는 3차원 Solid 8  요소인 C3D8R

를 사용하 다. 해석은 ABAQUS/Explicit[3.9]를 사용하여 수행하 다. 

표 3.7-2는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된 재료물성치를 나타낸다. 용기본체와 각

, 내부지지물의 재료는 A36 탄소강을 사용하 고, Bolt는 ASME 193-B7를 사

용하 다. 드럼의 경우 량이 400 kg이 되도록 도를 조정하 으며, 높은 강성

을 가졌다고 가정하 다. 

볼트와 탄소강은 탄소성으로 가정하 으며 항복응력이후에 연신률에 해당하

는 소성변형이 인장응력까지 선형경화변형을 하고 그 이후에 강체소성변형을 한

다고 가정하 다. 9.8 m/sec
2
에 해당하는 력가속도를 용하 으며 0.9 m의 낙

하높이에 해당하는 기속도 4.2 m/sec를 모델의 기조건으로 입력하 다. 

칭면은 칭경계조건을 부여하 으며 강체는 고정시켰다. 

그림 3.7-2는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조건에 하여 차폐

체의 응력분포와 최  응력이 발생하는 치에서의 응력선도를 나타낸다. 뚜껑에

서는 볼트의 체결부 에서, 본체에서는 각 기둥이 집 하 을 가하는 치에서 

국부 으로 큰 응력이 발생한다.  다른 낙하방향의 해석에서도 볼트의 체결부

나 각 기 에 의하여 집 하 을 받는 부분에서 국부 으로 큰 응력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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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부분의 역에서는 낮은 응력을 보인다. 

  

          (a) 바닥수직방향 자유낙하           (b) 뚜껑수직방향 자유낙하

      (c) 수평방향 자유낙하           (b) 무게 심방향 자유낙하

그림 3.7-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낙하방향 개념도



- 22 -

표 3.7-2.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된 재료물성치

항  목 볼트(A105) 탄소강(A36) 드럼

도(톤/m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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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체에서의 

응력분포  최 응력선도

그림 3.7-3은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뚜껑수직낙하조건에 하여 뚜껑

열림량을 측정하는 치  볼트의 치와 볼트 단면에서의 평균응력값을 나타

낸다. 모든 볼트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모서리쇠에 가까운 

치의 볼트에서 최  단면평균 응력값이 나타난다. 4.8 msec에 나타난 최  단면

평균 응력값 782.6 MPa은 항복응력보다 크지만 인장응력보다 작아서 볼트의 

손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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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3.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정하는 치  볼트의 치와 볼트에서의 단면평균응력선도

그림 3.7-4는 A형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그림 3.7-3에서 나타낸 

치의 뚜껑열림량을 나타낸다. 모서리 앙부분에서 모서리쇠로 갈수록 뚜껑열림

량이 증가한다. 4.35 msec에 모서리쇠 부근에서 7.52 mm의 최  뚜껑열림량이 

발생하 다. 그 이외의 치에서는 최  2.8 mm의 뚜껑열림량이 발생한다. 모서

리쇠 부근의 랜지에는 내부에 볼트가 하나 더 존재한다. 이러한 볼트에 의하여 

뚜껑과 본체를 결합하고 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볼트의 

향으로 용기내부 코 에서의 뚜껑열림량은 약 0.22 mm 정도의 작은 양이다. 

그러므로 모서리쇠 부근에서의 뚜껑열림량에 의하여서는 운반내용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한 그 이외의 치에서의 최  뚜껑열림량, 2.8 mm는 뚜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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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 단차 10 mm에 비하여 약 1/4 정도로 작아서 뚜껑열림에 의한 운반내용

물의 유실이나 분산이 없다.

그림 3.7-5는 A형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의 감소를 측정하는 

치와 이러한 치에서 차폐두께감소를 나타낸다. 운반용기 상부 모서리쇠에 인

한 바닥 면에서 4 msec에 0.061 mm의 최  차폐두께의 감소를 보인다. 충격

면의 반 쪽 본체에서는 차폐두께의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며 최  차폐두께의 

감소는 0.024 mm이다. 충격면에 하여 측면에서의 차폐두께의 감소는 0.002 

mm 미만의 매우 작은 값으로 무시 할 수 있다. 최  차폐두께 감소인 0.061 

mm는 체 차폐 두께 50 mm에 비하여 매우 작은 값으로 차폐손실 20%이상의 

제한값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차폐두께의 손실은 거의 없다.

그림 3.7-4.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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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5.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감소 

측정 치와 차폐두께감소량

표 3.7-3은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하여 해석 조건에 따른 최  볼

트 단면평균 응력값, 최  뚜껑열림량  최  차폐두께 감소량을 나타낸다. 최

 볼트단면 평균응력값은 뚜껑수직낙하조건에서 가장 크며 이러한 값(782.6 

MPa)은 볼트가 손이 발생하는 볼트의 인장응력(860 MPa)에 비하여 낮은 값으

로 볼트의 손은 없다. 최  뚜껑열림량은 뚜껑수직방향 자유낙하조건에서 가장 

큰 2.8 mm 값을 보인다. 이러한 제한치는 뚜껑 랜지의 단차 10 mm에 비하여 

작은 값을 보인다. 최  차폐두께감소량은 무게 심낙하조건에서 가장 크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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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차폐두께의 20%에 비하여 매우 작은 0.2 mm로 차폐손실은 거의 없

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상운반조건에 한 자유낙하시험조건에서 방사성내용

물의 유실  분산이 없으며 20%의 차폐손실이 없이 건 성을 유지하고 있다.

표 3.7-3.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하여 해석 조건에 따른 최  볼트 단

면평균 응력값, 최  뚜껑열림량  최  차폐두께 감소량

낙하방향 바닥수직 뚜껑수직 수평 무게중심 제한치

최대 볼트단면 평균
응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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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폐두께 감소
량 (mm) 0.032 0.007 0.0061 0.2

10
(차폐두께의 

20%)

    2) 자유낙하시험 비

구조시험에 한 계통도는 그림 3.7-6에 나타내었다. 구조시험을 한 낙하설

비를 이용하여 운반용기 시험모델을 일정한 높이까지 인양하여 낙하타겟에 자유

낙하 하거나 통 을 시험모델에 자유낙하 한다. 운반용기 시험모델은 변형률, 

가속도  볼트 인장력을 측정하기 하여 스트 인 게이지, 가속도계  힘 센

서를 부착되어 있다. 이러한 센서로부터 구조시험을 실시하는 도 에 데이터를 

취득 장하기 한 데이터 취득/ 장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있다. A형 방사성폐

기물 운반용기의 낙하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 후의 운반용기의 제원을 측정하

는 것은 물론이고, 시험 후의 차폐체의 두께를 음  두께 측정공구를 이용하

여 측정한다. 운반용기의 안 성 평가를 하여 볼트의 풀림토르크를 측정하고, 

내용물의 분산  유실이 없을 것인가를 평가하기 하여 뚜껑과 본체사이의 간

극을 시험 후에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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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6. 구조시험을 한 측정계통도

      가) 낙하설비

낙하시험을 한 낙하시험 설비는 그림 3.7-7에 나타내었다. 낙하타워는 

H-beam truss구조의 구조물로 crane hook와 타겟의 높이가 15 m이며, 하부 8 

m×8 m, 상부 4 m×4 m의 구조로 되어 있다. 낙하타겟은 강   철근 강화 콘

크리트의 구조로 강  4 m×4 m×0.1 m, 철근강화콘크리트 5 m×5 m×1.5 m의 

구조로 량이 103 톤이 있다. 인양 량이 10 톤인 주크 인과 2.8 톤 용량의 보

조크 인이 부착되어있다. 추가로 10 톤의 운반용기를 회 하기 한 보조기구로

써 5 톤 체인호이스트를 비하 다. 자유낙하를 한 Release Mechanism은 

Opening Tung Type의 구조에 기로 제어하는 유압으로 작동된다. 

    나) 데이터 취득  장 시스템

그림 3.7-8은 데이터 취득/ 장 시스템이다. NI사의 PXI 시스템으로 총 14개

의 변형률과 가속도와 볼트인장력을 16개 취득할 수 있다. 

그림 3.7-9는 데이터 취득/ 장 시스템의 개념도이다. PXI-1045의 18-slot 

chassis에 로컬제어를 한 Windows XP 기반의 2.2 GHz processor와 1 GB의 

DDR RAM를 가진 PXI-8186 embedded controller가 탑재되어 변형률 취득을 

한 모듈인 PXI- 4220(7개 모듈, 총 14채 )과 가속도  볼트 인장력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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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XI-4472B 모듈(2개 모듈, 총 16채 )을 이용하여 변형률  가속도와 볼트힘

을 취득한다. 원격제어를 하여 PCG-GRT40ZLP 모델이 Ethernet으로 연결된다. 

PXI- 4220 모듈은 2채 의 변형률증폭/취득모듈(strain gauge amplifier/ 

conditioner module)로 채 당 200 KHz의 장이 가능하다. PXI-4472B 모듈은 

24 bit 해상도에 110 dB 동 범 에서 102.4 kS/s의 최  sampling rate을 갖는 

가속도  볼트 인장력을 취득하기 한 모듈이다. 이러한 측정시스템을 운용하

기 하여 National Instrument사의 LabView 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시험

제어 로그램을 사용한다. 이 로그램은 크게 데이터의 취득  장을 한 

부분과 장된 데이터를 충돌시간동안의 데이터만을 추출하거나 주 수 분석  

필터링 등을 실시하는 분석 부분으로 나 어진다. 데이터의 취득  장을 한 

부분은 다시 데이터의 취득  장을 한 센서에 한 변수와 장 일 이름

과 같은 기타 각종 변수들의 셋업을 한 부분, 취득한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으로 나 어진다. 변형률  가속도의 측정을 통하여 요부 의 가속도  

변형률의 결과를 취득하고 이를 구조해석의 결과와 비교분석하 다. 

그림 3.7-7. 낙하시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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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8. 데이터 취득/ 장 시스템

그림 3.7-9. 데이터 취득/ 장을 한 PXI 측정시스템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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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데이터 취득을 한 센서

사용하는 가속도계는 PCB PIEZOTRONICS사의 350B03과 350B04 모델이다. 

350B03은 민감도(sensitivity)가 약 0.05 mV/g이며, 0.4 Hz~10 kHz의 주 수 범

에서 ±10,000 g까지 측정 가능한 무게 4.4 g의 티타늄재질로 되어있다. 350B04

는 민감도(sensitivity)가 약 0.10 mV/g이고 측정 범 가 5000 g까지이며 다른 사

양은 350B03과 동일하다. 

스트 인게이지는 Vishay Micro-Measurement사의 CEA-06-125UW-350 모델

로 단축의 정   동 해석에 사용되며 게이지길이가 3.19 mm, 체길이가 

8.25 mm인 범용의 탄소강용 게이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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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력의 측정범 는 355.86 kN이며 최  정 하 은 400 kN까지 측정이 가능

하다. 최  주 수 범 는 40 kHz이며 무게는 155 g이다. 

     3)자유낙하시험 실시

A형 운반용기 시험모델에 해 바닥수직낙하, 뚜껑경사낙하시험을 수행하

다. 바닥수직낙하를 실시한 후에 뚜껑에 한 통시험을 실시하 다. 그림 

3.7-10과 같은 치에서 스트 인게이지를 본체와 뚜껑부 에 14개 부착하 다. 

한 각 낙하방향에 하여 각각 12개의 가속도계를 부착하 으며 충격면과 반

면, 면의 가운데 볼트에 총 3개의 힘센서를 부착하 다. 

시험 의 데이터를 취득하기 한 이블의 손상을 막기 하여 시험모델

의 일부에 이블통로를 만들었다. 이러한 통로에 의하여 완충효과나 시험의 결

과에 향이 없도록 차폐체에 인 하도록 만들었다. 볼트는 20 kg․m의 토르크

로 체결한 후 체 볼트를 한차례 더 체결하 다. 

  가) 바닥수직낙하시험

그림 3.7-11과 같이 A형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시험을 수행하 다. 낙하높

이는 0.9 m이며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11개 치에 하여 가속도를 측정하 다. 

스트 인게이지를 이용하여 14개의 치에 하여 변형률을 측정하 다. 한 힘 

센서를 통하여 세 면의 가운데 볼트에서 총 3개의 볼트 인장력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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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 이후에 4기둥의 각 이 그림 3.7-12와 같은 변형이 발생하 고 그 이외

의 곳에서는 변형이 매우 작았다. 이러한 각 의 변형은 최  11 mm이고 평균 

6.5 mm이다. 각 의 변형에 의하여 시험모델의 상하 모서리쇠 사이의 높이도 최

 12 mm, 평균 7 mm 변형되었다. 시험편 폭의 변화는 뚜껑과 본체에 부착된 

횡방향 각 의 변형에 의하여 나타나며 1 mm미만이다.

음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차폐체 두께를 시험 후에 측정하 다. 평

균 0.01 mm의 측정오차 정도의 변형만이 존재하 다. 

낙하충격이후에 200 N∙m의 체결토르크로 체결된 볼트가 풀리는 풀림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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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이고, 평균 풀림토르크는 293.9 N∙m이다. 즉, 충분한 볼트의 결속력을 가지

고 있어서 운반내용물의 유출 등은 없다. 

그림 3.7-10.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센서 부착 치



- 32 -

그림 3.7-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시험

그림 3.7-12.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시험에서 낙하충격면의 

모서리쇠 부근의 변형

시험 후의 뚜껑과 본체사이의 랜지에 부착된 각  간격을 측정하 다. 시

험 에 랜지와 랜지 사이의 가스켓이 존재하고 각 을 랜지에 부착하여 

시험 에 간격이 평균 7.29 mm가 벌어져 있다. 이러한 간격이 낙하충격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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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mm의 간격이 증가하 지만 평균 0.07 mm의 작은 간격이 벌어졌다. 어떤 

치에서는 간격이 감소하기도 하 다. 즉 이러한 간격은 실제 간격의 증가보다

는 측정오차와 함께 각 의 작은 변형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운반내용물의 분산

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뚜껑경사낙하

그림 3.7-13과 같이 A형 운반용기의 뚜껑경사낙하시험을 실시하 다. 낙하높

이는 0.9 m이며 가속도계를 이용하여 12개 치에 하여 가속도를 측정하 다. 

스트 인게이지를 이용하여 14개의 치에 하여 변형률을 측정하 다. 한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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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7-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충격면은 모서리쇠와 동시에 각 의 변

형이 발생하 다. 이에 모서리쇠는 기울어졌다. 2차 충격면은 모서리쇠의 변형이 

주로 발생하 다. 이에 따라 각 의 높이는 약 4 mm 정도 감소하 으며 체 

높이는 약 3.5 mm 정도 감소하 다. 

그림 3.7-13.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뚜껑경사낙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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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충격면                (b) 2차 충격면

그림 3.7-14.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뚜껑경사낙하시험에서 낙하충격면의 

모서리쇠 부근의 변형

음  두께 측정기를 이용하여 차폐체 두께를 시험 후에 측정하 다. 평

균 0.01 mm의 측정오차 정도의 변형만이 존재하 다. 

낙하충격이후에 체결된 볼트가 풀리는 풀림토르크를 측정하 다. 최  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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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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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은 없다. 

시험 후의 뚜껑과 본체사이의 랜지에 부착된 각  간격을 측정하 다. 시

험 에 랜지와 랜지 사이의 가스켓가 존재하고 각 을 랜지에 부착하여 

시험 에 간격이 평균 7.16 mm가 벌어져 있다. 이러한 간격이 낙하충격으로 최

 2.4 mm의 간격이 증가하 지만 평균 0.6 mm의 작은 간격이 벌어졌다. 어떤 

치에서는 간격이 감소하기도 하 다. 즉, 이러한 간격은 실제 간격의 증가보다

는 측정오차와 함께 각 의 작은 변형이다. 한 1차 충격면에서는 모서리쇠의 

변형에 의하여 뚜껑과 상부 모서리쇠의 간극이 약 5 mm 정도가 벌어졌다. 하지

만 이는 모서리쇠의 변형에 의한 것으로 랜지의 간극이 벌어지는 것과는 무

하다. 그러므로 운반내용물의 분산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7-4는 각 시험 이후에 측정된 볼트의 풀림토르크, 시험 후에 측정된 각

의 간극  차폐체 두께 감소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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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가 손된 것은 없었으며 충분한 볼트의 결속력을 가지고 있어서 운반

내용물의 유출 등은 없다. 한 랜지와 랜지 사이에 고무가스켓이 존재하여 

측정된 간극은 랜지와 랜지 사이의 간극이 아니라 랜지보호를 한 각

의 간극으로 운반내용물의 유실  분산이 발생하려면 랜지 사이의 간극을 측

정하여야 하지만 이는 볼트가 체결되어있고 랜지의 변형이 거의 없어서 랜

지 사이의 간극은 없었다. 실제 랜지와 랜지의 간극이 아닌 각 의 간극조차

도 시험 후의 뚜껑의 단차인 10 mm에 비하여 더 작은 값으로 운반내용물의 분

산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음  두께 측정공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차폐체 두께감소는 측정오차 수

으로(평균 0.02 mm이내) 거의변화가 없다. 즉, 낙하시험에 따른 차폐손실은 없었

다. 

표 3.7-4.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한 0.9 m 자유낙하시험  통시험의 

결과

낙하방향 바닥수직낙하 뚜껑경사낙하 통 허용치

뚜껑과 본체 사이 간극의 
최  증가량 (mm) 0.07 2.14 향 없음

10
(뚜껑단차)

볼트의 풀림 토르크
(N·m)

최 값 390 4452.4 향 없음 -

평균 293.9 326.4 향 없음 -

볼트의 손  풀림 여부 무 무 향 없음 무

차폐체 두께의 최  감소
(mm)

0.01 0.02 0.97 7

    3) 낙하해석에 한 검증

낙하시험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낙하해석에 한 검증을 수행하

다. 그림 3.7-15는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시험에서 변형률과 

가속도에 하여 그림 3.7-10에서 보여주는 치에서의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한 결과이다. S2  S6의 치에서의 변형률에 한 해석결과는 시험 결과에 

비하여 25% 정도 더 큰 값을 보인다. 반면 S9  S11의 치에서의 변형률에 

한 해석결과는 시험결과와 유사한 값을 보이며 그 양상도 비슷하다. A5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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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가속도에 한 해석결과는 시험결과에 비하여 25%정도의 큰 값을 보인

다. 하지만 A10  A11의 치에서의 가속도는 해석결과가 시험결과에 비하여 

약 2.5배의 큰 값을 보인다. 해석 결과가 시험 결과에 비하여 더 큰 값을 가지므

로 해석 결과는 시험결과에 비하여 보수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a) strain at S2 and S6           (b) strain at S19 and S11

         (c) Acceleration at A5        (d) Acceleration at A10 and A11

그림  3.7-15.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조건에 한 

시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

  다. 층

운반용기 량의 5배의 하 이나 13 kPa의 하 이 운반용기 상부에 작용하

는 조건인 층조건에 한 안 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

용기의 층은 상부와 하부 모서리쇠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상부 모서리쇠에 운

반용기 량의 5배 하 이 작용한다는 조건에 하여 수행하 다. 상부 모서리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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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본체에 직  연결되었으므로 본체만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상부 모

서리쇠의 최  변형은 0.016 mm로 상부 모서리쇠와 뚜껑 높이에 비하여 작으므

로 층에 의한 하 이 상부 모서리쇠에만 용된다는 가정은 타당하다. 그림 

3.7-16은 층하 에서의 본체 차폐체의 응력분포를 보인다. 28 MPa의 최  

Tresca 응력이 상부 모서리쇠를 지지하고 있는 역에서 발생하 다. 그러므로 

층조건에서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구조  건 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안 함을 의미한다.

그림 3.7-16.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층해석에서의 응력분포

  라. 통

    1) 통해석

통조건에 한 해석을 하여 A형 운반용기 뚜껑만을 이용하여 운반용기 

뚜껑의 앙부에 직경이 3.2 cm이며 반구형상의 6 kg의 통 을 1 m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는 해석을 ABAQUS/Explicit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낙하해석과 유

사하게 통 에 4.4 m/sec의 기속도와 력가속도를 용하 다. 해석시간은 

0.5 msec동안 해석을 수행하 으며 반력은 0이 되며 기 운동에 지는 통

의 1 m 높이의 치에 지와 동일하다. 타격부에 집 인 응력이 발생하 으며 

타격부의 응력분포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그림 3.7-17에 나타내었다. 최  Tre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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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은 278 MPa로 항복응력보다는 크지만 인장응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림 

3.7-18과 같이 타격부의 차페체의 두께 감소가 발생하 다. 최  두께 감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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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값으로 안 함을 의미한다. 그림 3.7-19는 타격부의 

변형량을 나타낸다. 최  0.43 mm의 함몰량을 보이며 타격 이후에 최종 으로 

약 0.39 mm의 함몰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7-17.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통해석에서 최  응력이 발생하는 

시간에서의 응력분포와 최  Tresca 응력선도

그림 3.7-18.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통해석에서 최  차폐두께 감소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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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통시험

A형 운반용기 뚜껑에 통 을 1m 높이에서 그림 3.7-20과 같이 자유낙하 

하 다. 통시험은 자유낙하시험에서 사용한 설비  데이터 취득  장 시스

템, 센서 등을 사용하 다. 그림 3.7-21은 타격되는 치에서 함몰되는 변형을 나

타낸다. 이를 제외하고 거의 변형이나 다른 향이 없다. 8.79 mm 원형에 0.97 

mm 깊이의 함몰이 발생하 다. A형 운반용기 통해석에서 결정된 타격부의 함

몰량은 0.39 mm로 해석결과는 시험결과의 약 40 %정도이다. 타격부에서의 함몰

이 시험결과가 더 큰 것은 함몰이 발생할 정도의 변형이 발생하지만 해석에서 

변형을 정확히 묘사하지 않고 응력에 한 보수성을 보이도록 하기 하여 낮

은 항복응력을 사용하고 소성변형을 단순화하면서 가정하 기 때문이다. 타격되

는 치의 내부에서도 안으로 함몰이 발생하여 차폐두께는 그 만큼 증가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무시하고 타격부에서의 외부표면에서의 함몰량이 차폐두께의 

감소라고 하 다. 차폐두께의 감소는 0.97 mm로 체 차폐두께 50 mm의 2 %

로 차폐두께 손실 20%에는 미치지 못하는 작은 양이다. 

그림 3.7-19.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통해석에서 타격부에서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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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그림 3.7-20.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통시험

그림 3.7-2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통시험에서 통 치에서의 함몰

8. 부록

  가. 표 목록

표 3.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정상운반조건에 한 해석결과

표 3.1-2.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정상운반조건의 낙하시험  통시험결과

표 2.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량  무게 심.

표 3.4-1  재료의 기계  물성치

표 3.5-1. 뚜껑 랜지와 볼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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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1 운반용기 량에 따른 정상운반조건의 자유낙하높이

표 3.7-2. 유한요소해석에서 사용된 재료물성치

표 3.7-3.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하여 해석 조건에 따른 최  볼트 단

면평균 응력값, 최  뚜껑열림량  최  차폐두께 감소량

표 3.7-4.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한 0.9 m 자유낙하시험  통시험의 

결과

  나. 그림 목록

그림 2.6-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압력해석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2.6-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낙하방향 개념도

그림 3.7-2.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해석에서 차폐체에서의 응

력분포  최 응력선도

그림 3.7-3.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을 측

정하는 치  볼트의 치와 볼트에서의 단면평균응력선도

그림 3.7-4.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뚜껑수직낙하해석에서 뚜껑열림량

그림 3.7-5.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수평낙하해석에서 차폐두께감소 측정

치와 차폐두께감소량

그림 3.7-6. 구조시험을 한 측정계통도

그림 3.7-7. 낙하시험시설

그림 3.7-8. 데이터 취득/ 장 시스템

그림 3.7-9. 데이터 취득/ 장을 한 PXI 측정시스템의 개념도

그림 3.7-10.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센서 부착 치

그림 3.7-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시험

그림 3.7-12.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시험에서 낙하충격면의 

모서리쇠 부근의 변형

그림 3.7-13.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뚜껑경사낙하시험

그림 3.7-14.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뚜껑경사낙하시험에서 낙하충격면의 

모서리쇠 부근의 변형

그림  3.7-15.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바닥수직낙하조건에 한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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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해석결과의 비교

그림 3.7-16.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층해석에서의 응력분포

그림 3.7-17.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통해석에서 최  응력이 발생하는 시

간에서의 응력분포와 최  Tresca 응력선도

그림 3.7-18.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통해석에서 최  차폐두께 감소량

그림 3.7-19.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통해석에서 타격부에서의 변

그림 3.7-20.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통시험

그림 3.7-2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통시험에서 통 치에서의 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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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운반용기의 조작  운 차

1. 운반물 재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는 원자력발 소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임시 장

고까지 폐기물드럼을 운반하기 한 용기이다. 그림 4.1-1은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운반물 재  하역을 나타낸다. 폐기물처리시설에 운반용기를 지게

차를 이용하여 집어넣고 뚜껑을 크 인을 이용하여 분리한다. 내부에 존재하는 

내부지지구조물의 각 공간에 방사성폐기물 드럼을 취 장치를 이용하여 재한

다. 운반할 모든 드럼을 재한 후 크 인을 이용하여 운반용기 뚜껑을 덮는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의 취 은 기본 으로 지게차를 이용하며 상부의 모

서리에 설치된 상부 모서리쇠를 이용할 수 있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를 

차량에 재한 후 하부의 모서리에 설치된 하부모서리쇠를 이용하여 결속하여 

임시 장고로 이송한다. 

  가. 재 비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에 운반내용물을 재하기 하여 운반용기를 지

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운반한다. 크 인을 이용하여 뚜껑을 개폐한

다.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내부에 내부지지구조물의에 설치를 확인한 후, 

내부의 청결을 유지시킨다.

  나. 내용물 재

운반내용물을 크 인을 이용하여 재한다. 이 때 랜지의 손상이 없도록 

가능하면 운반용기의 안쪽에서 드럼이 운반용기 내부로 들어가서 바깥쪽부터 

치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다. 운반 비

내용물을 재한 후에 크 인을 이용하여 뚜껑을 닫고 볼트를 체결한다. 지

게차를 이용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차량에 재한다. 차량에 있는 회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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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이용하여 모서리쇠를 이용하여 체결한 후에 차량을 이용하여 임시 장고

로 이송한다.

2. 운반물 하역

임시 장고에서는 운반물 재 순서의 역순으로 운반내용물인 드럼을 하역

한다. 

  가. 운반수단으로부터 운반물 인수

차량의 회 고정장치를 풀어서 운반용기의 결속을 해체한다. 운반용기를 지

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한 후 이를 임시 장고로 이송한다. 

  나. 내용물 하역

운반용기의 뚜껑에서 볼트를 해체한 다음, 크 인을 이용하여 뚜껑을 열어 

놓는다. 크 인을 이용하여 드럼을 간 장고내의 각 치로 이송한다. 내용물

의 하역을 마친 후에 뚜껑을 닫고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용기를 간 장고 밖

으로 이송한다.

3. 운반을 한 빈 운반용기 비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를 취 하는 동안, 다음 사항들은 항상 고려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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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운반용기 조립  해체 시 운반용기의 볼트, 트  홀에는 한 윤활

제가 용되어야 하며, 볼트, 트  홀의 나사산은 검사되어야 한다.

3)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의 방사능  오염 제한치는 작업자의 보호를 해 

국내․외 수송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함에 따라 방사능  

오염은 측정되어야 한다.

4) 운반용기 외부표면의 온도 제한치는 국내․외 수송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켜져야 하기 때문에 온도는 측정되어야 한다.



- 45 -

4. 기타운

본 용기는 항공운송을 한 용기가 아니므로 육로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a) 운반용기의 폐기물 처리시설로의 입고

(b) 크 인을 이용하여 운반용기 뚜껑을 해체

그림 4.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운용 차에 한 개념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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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반출드럼을 크 인을 이용하여 운반용기에 재

(d) 크 인을 사용하여 뚜껑을 조립하고 뚜껑체결

(e)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용기에 상차

그림 4.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운용 차에 한 개념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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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폐기물 장고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하여 장고에 입고

(g) 크 인을 사용하여 뚜껑을 해체

(h) 크 인을 사용하여 반출드럼을 장고에 재

그림 4.1-1. A형 방사성폐기물 운반용기 운용 차에 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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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시험결과서

1. 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시험 치수검사 결과표

2. A형 운반용기 바닥수직낙하시험 결과표  데이터 측정 결과표

3. A형 운반용기 뚜껑경사낙하시험 치수검사 결과표

4. A형 운반용기 뚜껑경사낙하시험 결과표  데이터 측정 결과표

5. A형 운반용기 낙하시험 결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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