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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용 및 A형 운반용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 액체형 선원인 경우 저밀도 충격완충재가 적합하며 내부흡수재는 멜라년 폼이 흡수력이

91.2 gig으로 가장 우수함

• 액체형 선원의 국내용 운반용기 는 50 mCi의 1231 기준으로 3 개 vial을 운반가능하며，

수출형 운반용기는 18.9 Ci의 1231 을 적재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해석평가 완료함.

•
의료용 용기의 안전성 시험평가에서 기술기준에 따른 격납체계의 허용 누섣평가 및 내부

흡수력 평가가 우수하였고， 낙하 및 관통의 구조적 건전성 유지를 시험적으로 평가하였음.

•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성능시험은 KOLAS 국제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절차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측정체계를 구축하였읍.
aζ

2. 산엽용 B형 운반용기 RI 수송체 계 확립 ” L'

• 산업용 밀봉선원 용기 는 192Ir 150 Ci 4개를 운반하기 위 해 복합 안내 관 구조 및 납과

텅 λ텐의 조합형 차폐체를 갖도록 설계하였음. 복잡한 차폐형상 결정과 구조 및 열적

안전성 해석， 시험평가를 수행하여 안전성분석보고서를 KINS에 제출함.

• 산업용 bulk 선원 운반용기는 192Ir 10000 Ci를 운반하며， 감손 우라늄과 텅λ 텐 조합

형 차폐체로 설계하였으며 열， 차폐 등의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 구조 안전성은 ASME
응력 평가를 적용하였고 입증 시힘을 완료하여 과기부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함.

• 말봉선원에 대한 성능평가는 과기부고시 2004-20호 흑은 ISO 2919 및 3999에 대한

시험항목에 대해 KOLAS 시험 체계를 추가로 구축하였음.

3. 감손우라늄 차폐체의 주조기술 확립 및 차폐능평가

• 복잡한 차폐형상과 벌크선원을 운반할 수 있는 국내 최대중량의 감손우라늄 주조에 성

공하였고， 인장 열전달 등의 기계적 특성치의 우수성과 품질평가 결함 없음을 확인함.

• 의료 및 산업용 RI의 차폐 개념설계를 위해， 납과 감손우라늄 흑은 납과 텅人텐의 조합

형 차폐체의 두께 결정은 방사선원 종류 및 크기에 따라 DB을 구축하였음.

색 인 어
한 밀봉선원， 벌크선원， 의료용 방사선원 운반용기， 산업용 방사선원 운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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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의료 및 산엽용 RI 운반용기 개발

I 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약

본 연구는 의료용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운반

하기 위해， 국채법 및 국내법의 기술기준에 따른 설계， 해석 및 시험평가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운반용기의 차폐， 열 및 구조 건전성을 평가하고 고성능 차폐체

인 감손우라늄의 주조기술의 확립하기 위함이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운반기준인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l 은 1996년에 개정되었다. 또한 국내 법규인 과기부 고시 2001-23 호

는 IAEA 규정을 토대로 개정되었다. 구 법규에 따라 승인된 운반용기는 각 국

가로 부터 다변 승인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2006년 말 이후에 제

작되는 모든 용기틀은 선규 법규를 완전하게 따르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신규

운반용기는 새로운 법규의 설계 및 시험절차에 따라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방사성동위원소의 생산은 하나로의 생산설비의 구축으로 활성화 되었으

나 대용량 운반용기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엽되거나 설계 승인된 운반용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되지 못하였다. 특히 과학기술부의 설계승인 운반용기로서 방사능 세

기가 큰 B형 운반용기와 멸봉선원과 같은 특수형방사성물질은 관련 볍규 외에

ISO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국내 운반용기 개발을 위해 공인시험기관 인정과

같은 시험체계가 펼요하다.

의료 및 산엽용- RI 운반용기의 특정은 취급 용이성 및 운반 효율성 때문에 운

반중량의 최소화가 필수요건이며， 이를 위해 고밀도 차폐체가 해외에서도 일반적

으로 적용하고 있다. 고말도 차폐체인 감손우라늄은 차폐능이 월등하지만 방샤선

안전관리 빛 핵물질 보장조치 등과 재질 관리의 펼요성과 더불어 산화성 방지와

고온 용융 주조가술을 확보하기 위해 주형설계 및 장치 개선과 품질 평가와 같

은 기술개발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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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의료용 및 A형 운반용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 의료용 액체형 개봉선원의 충격 및 내부흡수재 적용성 평가

• 액체형 개봉선원 운반용기 해석평가

• 걱납체계 및 흡수재 운반용기 안전성 시험평가

• 액체형 A형 운반용기 모델제작

• 의료용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 의료용 A형 운반용기 성능시험 절차수립

• 운반용기 취급 및 운전 장치개발

2. 산업용 B형 운반용기 RI 수송체계 확립

• 산업용 밀봉선원 용기 모델링 및 설계 기술

• 밀봉선원 대량 운반용기 사고조건 해석평가

• 빌봉선원 대량 운반용기 SAR 완료

• 멸봉선원 대량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및 인허가 획득

• 산업용 bulk선원 용기 개념설계

• 산엽용 bulk선원 운반용기 정상 및 사고 안전성 평가

• 산엽용 bulk선원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및 인허가 획득

• ISO 시험방법 및 절차 수립

• ISO 밀봉선원 시험장치 섣계

• ISO 멸봉선원 시험장치 성능시험 및 KaLAS 공인시험기관 획득

3. DU 차폐체의 주조기술 확립 및 차폐능 평가

• 차폐체 주조장치 개선

• 의료용 운반용기 차폐체 주조기술 확립

• 산엽용 운반용기 차폐체 주조기술 확립

• 차폐체 기계적 특성평가

• 차폐체 주조 제조 및 품질검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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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원별 개별형 차폐계산

• 감마선원별 조합형 차폐 계산

• 감마선원별 조합형 차폐체 DB구축

• DB를 활용한 차폐능 평가

IV. 연구개발 결과

1. 익료용 및 A형 운반용기 성능시험 체계 구축

• 의료용 액체형 개봉선원의 충격 및 내부흡수재 적용성평가

- 용기 내부의 운반물 충격 완충은 완충재절의 압축력의 말도에 비례하며，

A형 운반용기는 저말도 완충재질 및 B형 운반용기는 고멸도 완충재질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 액체형 운반물의 흡수재은 친수성 폴리우레탄 스폰지， 멜라년 폼 및 흡

수성 폴리머 등과 같은 대상물질 중에서 멜라닌 폼이 선정됨. 수산화나

트륨 0.4 %일 경우 흡수력 91. 2 gig 및 나트륨 0.9 % 식염수일 경우

흡수력 88 gig으로 가장 우수하게 평가됨.

• 액체형 개봉선원 운반용기 해석평가

- 국내용 운반용기는 1231 50 mCi 방사능 기준으로 vial 3 개를 운반가능

하며 중량 4.9 kg로 설계되었음.

수출용 운반용기는 1311 18.9 Ci 방사능 기준으로 vial 1 개를 운반가능

하며 중량 57 kg로 설계되었음.

- 격납해석을 통해 허용 누설률은 국내용 운반용기 8.42 X 10-6 atm·cm'/s

및 수출용 운반용기 1.67 X 10-9 atm·cm'/s로 평가됨.

• 격납체계 및 흡수재 운반용기 안전성 시험평가

- 격납체계에 대한 안전성 시험에서 국내용 운반용기는 1.9 X 10-9 atmcm'

Is 및 수출용 운반용기는 1.0x 10-9 atm·cm'/s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허용

누설률 이하로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됨.

- 액체 운반물의 흡수재은 액체량 25.6 g을 적용하였을 때 나트륨 0.9 %

식염수에서 멜라닌 흡수재 중량 0.29 g로 산정되었음.9m 낙하에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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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가 완전히 흡수한 것을 확인 평가하였음.

• 액체형 A형 운반용기 모델제작

一 국내용 및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 모델 제작

• 의료용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 국내용 및 수출용 A형 운반용기 상세 설계 및 제작

- 낙하/관통시험에서 구조건전성 유지

-9m 낙하 후 누설시험에서 격납 유지

• 의료용 A형 운반용기 성능시험 절차수립

- KaLAS 절차에 따른 시 험절차 수렴

• 운반용기 취급 및 운전 장치개발

- 수출용 운반용기 취급 장치 섣계 및 저l작

2. 산업용 B형 운반용기 RI 수송체계 확립

• 산업용 밀봉선원 용기 모델링 빛 설계 기술

- 3차원 전산해석 모델링 기법 연구

. I-DEAS & ABAQUS 3-D 모델링 수립

- 복합 안내관의 기본설계

· 조합형 차폐체 형상 : 18.5(W)+27.8(H)

• 밀봉선원 대량 운반용기 사고조건 해석평가

- 200 kg/m'의 PU와 방화재를 적용 시 차폐용기 건전성 유지됨-

- 변위량 3 mm 이내로 구조건전성 유지

- 납 차폐체 158 °c (허용온도 327 °C)

• 밀봉선원 대량 운반용기 SAR 완료

- 안전성분석보고서 (SAR) KINS 제출

• 밀봉선원 대량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및 인허가 획득

• 산업용 개봉선원 용기 개념설계

- 완충체 단열특성 평가

. PU十3M매트+바리폼의 단열이 우수

- Over-pack 예비 안전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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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평가 : 전열판 적용 시 130 DC

· 구조평가: Over-pack 338 MPa <419 MPa

• 산엽용 bulk선원 운반용기 정상 및 사고 안전성 평가

- 열 평가 : 화재 시 DU 250 DC 이하

- 구조평가: 격납부분 320 MPa <331 MPa

• 산엽용 bulk선원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및 인허가 획득

- 산업용 Bulk선원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 KINS 입회하에 안전성시험 수행

- 인허가 획득

. KINS 인허가 획득

• ISO 시험방법 및 절차 수립

- ISO 누설 및 기계적 성능시험절차수립

• ISO 밀봉선원 시험장치 설계

- 밀봉선원 어셈블리의 ISO 내구성， 충격， 압괴 및 비틀림 시험장치 설계

• ISO 밀봉선원 시험장치 성능시험 및 KOLAS 공인시험기관 획득

- ISO 2919 및 3999 시험장치 성능시험

- 2006년 12월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증

3. DU 차폐체의 주조기술 확립 몇 차폐능 평가

• 차폐체 주조장치 개선

- 주조장치 주형설계

· 도가니 및 몰드 동시 가열 방식

• 의료용 운반용기 차폐체 주조기술 확립

- 의료용 차폐체 주조 기술 평가

· 차폐능 시험 결과 용기 표면선량율 (측정 104 <허용치 200 mrem/h)

• 산엽용 운반용기 차폐체 주조기술 확립

- 차폐체 최적 주조방안수립

· 진공도 : 4 X 10-2 Torr

· 용융옹도 : 1,350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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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폐체 기계적 특성평가

- 인장시험 측정결과 평가

· 시편규격 : ASTM E-8

· 시험결과 : 인장강도 954 MPa

- 열전달시험 측정결파 평가

· 시편규격 : φ 10 mm x 2 mm Disk

· 시험결과 : 열전도도 24.3 W/m 0 K

• 차폐체 주조 제조 및 품질검사 평가

차폐체 주조 제조

· 차폐체 주조 절차 확립

· 중량 약 98 kg의 결함 없는 DU 차폐체 주조 제조

- 품질검사 평가

· 초음파 검사결과 결함 없음을 확인

• 감마선원별 개별형 차폐계산

- 핵종 : l92Ir, 99M, l23I

- 차폐체 · 텅스텐， DU, 납

• 감마선원별 조합형 차폐 계산

- 밀봉선원 용기 : 텅스텐 + 납

- Bulk선원 용기 : DU + 텅스텐

• 감마선원별 조합형 차폐체 DB구축

_ 192
Ir외 7개 핵종에 대한 차폐계산

- DU 최대 50 mm , 납 최대 100 mm에 대해 10 mm 간격 차폐해석을 수행

DB화함

• DB를 활용한 차폐능 평가

- MCNP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DB의 신뢰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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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의료용 A형 운반용기에서 개발된 충격완충 및 액체흡수재는 RI 이용 장치

및 B형 액체 운반용기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및 성

능시험 체계 구축에 따라 RI 운반용기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불과 같은 다양한

운반용기의 안전성 입증시험에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용 의료용 A형 운반용기의

개발과 성능시험 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싸이크로트론 및 하나로에서 생산되는

RI의 안전성이 확보된 국내 운반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수출용 의료용

A형 운반용기는 RI의 해외 수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산엽용 개봉선원 및 멜봉선원 RI 운반용기를 개발， 인허가를 획득하여 시제품

및 성능시험을 완료 후 산엽체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산엽용 밀봉선원 4홀 운반

용기의 개발로 수입에 의존하던 멸봉선원 운반용기를 국산화하여 외화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산업용 Bulk선원 운반용기의 개발로 하나로에서 생산되는 RI

의 대량 수출얘 기여할 수 있으며， 운반용기의 산업체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ISO 2919 및 399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봉선원에 대한 안전성시험 체계를

구축하여 밀봉선원의 국내 생산 활성화 및 해외수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운반용

기의 안전성시험 및 성능시험 기술은 RI 운반용기 뿐만 아니라 방사성폐기물과

같은 다양한 운반용기의 개발에도 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고성능 차폐재인 DU 주형 설계 및 주조기술 정립으로 차폐능이 우수한 운반

용기 개발이 가능하고 사용후핵연료 등과 같은 고준위 폐기물 운반용기의 차폐

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고방사성 차폐체인 DU를 사용하여 결함 없는 대형 차

폐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차폐 중량 및 부피 감소로 운반효

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운반용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RI에 대한 개별형

및 조합형 차폐체에 대한 DB 구축으로 RI 산업 분야에서 방사선 자폐가 펼요한

모든 RI 장치의 설계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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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Package for Medical and Industrial

Radioisotope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is study is aimed , in order to transport a medical and industrial

radioisotopes within the country or to foreign countries , to evaluate the

shielding , thermal and structural integrities of the radioisotope transport

package through a design , analysis and test according to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gulations , and to establish the cast technology of

depleted uranium as a highly efficient shielding materia l.

IAEA regula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 was

revised in the year of 1996. And the domestic regulations of

transportation package also was revised on the basis of IAEA

regulations as MOST Notice no. 2001-23. These regulations describes

that the packages approved by the previous regulations are able to be

used after multilateral approval of package design and all packages for

which manufacture begins after the end of 2006 shall meet the new

regulations in ful l. Therefore , it i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new radioisotope transport package according to requirements and test

procedures of the revised regulations.

It begins to produce the radioisotopes from the domestic research

reactor called HANARO. However , the transport packages for large

radioactivity have been imported from an advanced country or the

licensed radioisotope package had not been developed by the domestic

technology. As the B type package and special form shall meet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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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 material transport regulations as well as the related ISO

standards , it need to develop the design technology and establish an

authorized test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cal and industrial radioisotope packages

have the minimization of package weight due to the transport efficiency

and handling easiness. Depleted uranium is superior to minimize the

weight comparing with the general shielding materials. However , the

casting technology of depleted uranium requires the high vacuum and

temperature as well as sustains the radioactive safety management and

safe-guard. For this , it is necessary for casting design , equipment

improvement and quality assurance of depleted uranium casting

technology.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test system for Type A package for

medical use

• Estimation of shock absorber and absorbent to apply of liquid

source for medical use

• Analysis evaluation of a package for the liquid source

• Safety test evaluation for absorbent and containment of a package

• Model fabrication of a package for the liquid source

• Safety test for a package for medical use

• Procedure establishment for performance test of Type A package

for medical use

• Development of package handling equipment

2. Development of Type B package for industrial use

• Design technology and modeling for sealed source packag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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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al use

• Analysis evaluation for sealed source package under accident

condition

• Complete safety analysis report for sealed source package

• Safety test for sealed source package and license acquisition

• Concept design of bulk source package for industrial use

• Safety evaluation for bulk source package for industrial use under

normal and accident condition

• Safety test for bulk source package and license acquisition

• Establishment of the test method and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ISO

• Design of test equipment for ISO sealed source

• Performance test of ISO sealed source test equipment and approval

of KOLAS

3. The development of casting technology for DU shield and evaluation

of shielding efficiency

• Refurbishment of casting equipment

• The development of casting technology for shipping package for

medical use

• The development of casting technology for shipping package for

industrial use

•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 The production of DU shielding cask and nondestructive testing for

quality control

• Shielding calculations for photon emitting nuclides on several

materials

• Shielding calculations for photon emitting nuclides on compound

Materials

- x -



• Database development for compound shielding type

• Shielding evaluation by DB

IV. Result of Project

1.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test system for Type A package for

medical use

• Estimation of shock absorber and absorbent to apply of liquid

source for medical use

Shock absorbing capacity is proportioned the density of shock

absorbing materia l.

- Low density shock absorbing material is suitable for type A

package and high density absorbing material is suitable for type

B package.

- Absorbent for liquid radioisotope is selected with melanine foam.

• Analysis evaluation of a package for the liquid source

- Transport capacity of domestic package is three vials of 1231 50

mCi and the weight is 4.9 kg.

- Transport capacity of exportable transport package is 1231 18.9 Ci

and the weight is 4.9 kg.

- In the containment analysis , allowable leakage rates for domestic

and exportable packages are calculated as 8.42 xl 0-6 atm-cm'/s

and 1.67 x 10-9 atm-cm'/s , respectively.

• Safety test evaluation for absorbent and containment of a package

- Measurement leakage rates were lower than th allowable values

for domestic and exportable packages.

- Solution of NaOH of 25.6 g is absorbed by absorbent material

under 9 m drop tes t.

• Model fabrication of a package for the liqui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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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brication of model of packages for domestic and export use

• Safety test for a package for medical use

Structural integrities were maintained under drop and penetration

tests.

Containment integrity was maintained under leakage test after

drop and penetration tests.

• Procedure establishment for performance test of Type A package

for medical use

Establishment of test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KOLAS

procedure

• Development of package handling equipment

- Design and fabrication of handling equipment of packages for

export use

2. Development of Type B package for industrial use

• Design technology and modeling for sealed source package for

industrial use

- Development of three dimensional modelling technology for

computational analysis

Three dimensional modelling by using the 1-DEAS & ABAQUS

computational programs

- Basic design of united guide tube

. combined shielding shape: 18.5(W) +27.8(H)

• Analysis evaluation for sealed source package under accident

condition

Verification of structural integrity under 9 m drop maximum

displacement of 3 mm

Verification of thermal integrity under fire condition maximum

temperature of lead is 158°C

• Complete safety analysis report for sealed sourc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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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mission of SAR to KINS

• Safety test for sealed source package and license acquisition

- Safety test in the presence of KINS

- License is under investigation

• Concept design of bulk source package for industrial use

- Evaluation of insulation quality for shock absorbing material

· PU+3M mat+variform

- Preliminary safety evaluation of overpack

· Thermal evaluation application of copper plate

· Structural evaluation overpack 338 MPa < 419 MPa

• Safety evaluation for bulk source package for industrial use under

normal and accident condition

一 Thermal evaluation Maximum DU temperature is 250°C under

fire condition

- Structural evaluation 320 MPa < 331 MPa (Containment boundary)

• Safety test for bulk source package and license acquisition

- Safety test in the presence of KINS

- Approval of license

• Establishment of the test method and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ISO

Establishment of leak test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ISO

12807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test procedure in accordance with

ISO 2919 and 3999

• Design of test equipment for ISO sealed source

- Design and fabrication of durability , impact , kinking and crush

test eqUlpments

• Performance test of ISO sealed source test equipment and approval

of KO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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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formance test for test equipment of ISO 2919 and 3999

- Approval of KOLAS (2006. 12)

3. The development of casting technology for DU shield and evaluation

of shielding efficiency

• Refurbishment of casting equipment

- The casting equipment was modified to enable to have the

crucible and molds simultaneously heated.

• The development of casting technology for shipping package for

medical use

- The results of evaluation of shielding efficiency

· The measured results 104 mrem/h < allowed limits 200 mrem/h

at the surface of the shipping cask

• The development of casting technology for shipping package for

industrial use

- The optimum casting conditions were developed.

· Operating vacuum pressure 4 x 10-2 Torr

· Melting temperature: 1,350 °C

• Evalu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 The yield strength was evaluated to be 954 MPa.

- The heat conductivity was evaluated to be 24.3 W/m 0 K.

• The production of DU shielding cask and nondestructive testing for

quality control

- A DU shielding cask of 98 kg was produced without defects.

- The soundness of depleted uranium shielding cask was checked

using ultrasonic testing method for the quality contro l.

• Shielding calculations for photon emitting nuclides on several

materials

192L 99~" 123- Radioisotope 1;
16Ir , ''''M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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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elding Materials Tungsten , Depleted Uranium , Lead

• Shielding calculations for photon emitting nuclides on compound

Materials

- Package for sealed source Tungsten with Lead

- Package for bulk source Depleted Uranium with Tungsten

• Database development for compound shielding type

- Nuclides 8 nuclides (containing 192Ir)

- DB can evaluate dose rates on maximum 50 mm DU and 100 mm

lead compound thickness with 10 mm interval

• Shielding evaluation by DB

- Reliability of DB verified in comparison with MCNP results.

v. Proposal for Applications

Technologies accumula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erformance

test system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ype A package for domestic

use will be able to establish the domestic transportation system that the

safety of the radioisotope , which is produced at HANARO research

reactor and the cyclotron , is secured. Type A package for expor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overseas export , also.

The development of the sealed source package with 4 holes for

industrial use will be able to reduce a foreign currency. The

development of the bulk source package for industrial use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overseas export of the radioisotope , which is produced

at HANARO research reactor. At present , it is in the process of the

technology transfer for the bulk source package to small and medium

enterpnses.

It is expec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safety test system for the

sealed source , which is described in ISO 2919 and 3999 ,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overseas export of the radioisotope as well as activ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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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stic production. The safety test and performance test technology

could be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the RI package as well as

various packages such as radioactive waste package.

As the casting technology of depleted uranium for radioisotopes

shielding package was successfully developed. In the future , various

types of packages such as the transportation casks for the spent nuclear

fuel could be cast with depleted ura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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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본 연구과제의 목표는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기를 개발하고 및 성능시험 체

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운

반 및 해외 수출을 위한 운반용기 및 관련 장비 등의 수송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IAEA 벚 국내법의 기술기준에 따른 차폐， 열 벚 구조분야의 설계， 해석 벚 시험

평가 등과 갇은 안전성평가 기술과 함께 고성능 차폐체얀 감손우라늄의 주조기

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기술기준은 과기부 고시 2001-23호 및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1 등과 같은 개정된 법규에서 2003년 말

이후에는 고준위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셜계 승인을 각 국가에 다변 승인을 받

도록 되어있으며 2006년 말 이후에는 설계 및 제작을 신규 법규에 따르도록 변

경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법규의 설계 및 시험기준에 따라 신규 운반용기의 개발

이 필요하고 운반용기 개발과 관련된 시험체계 구축이 펼요하다. 과학기술부의

섣계승인 운반용기로서 방사능 세기가 큰 B형 운반용기와 밀봉선원과 같은 특수

형방사성물질은 관련 법규 외에 ISO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므로 국내 운반용기

개발을 위해 공인시험기관 인정과 같은 시험체계가 필요로 하였다. 의료 및 산업

용 RI 운반용기의 특정은 취급 용이성 및 운반 효율성 때문에 운반중량의 최소

화가 펼수요건이며， 이를 위해 고밀도 차폐체가 해외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고밀도 차폐체인 감손우라늄은 차폐능이 월등하지만 방사선 안전관리 및

핵물질 보장조치 둥과 재질 관리의 필요성과 더불어 산화성 방지와 고온 용융

주조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주형설계 및 장치 개선과 품질 평가와 같은 기술개발

등이 펼요로 하여 본 파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본 파제에서는 의료 및 산업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운반용기，

밀봉선원의 성능시험장치 및 고성능 차폐체 등을 개발하였다. 의료용 A형 운반

용기는 운반 개상물이 131!, 123I 및 201Tl 등의 액처l 형이므로 완충재질의 밀도변

화에 따른 충격완화 및 흡수재 종류에 따른 흡수율 평가로 최적화된 구조를 결

정하였고 액체 운반물의 건전성은 시험을 통해 입증하였다. 흡수재 선정과 관련

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으며 KOLAS 시험체계를 도입하여 의료 및 A형 운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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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처l 계를 구축하였다.

산업용 B형 운반용기 RI 수송 체계 확립에서는 4홀 밀봉선원 운반용기 빚

bulk 선원 운반용기를 개발하고 ISO 성능시험체계를 구축하였다. 멀봉선원 4홀

운반용기는 안내관이 포함된 복잡한 3차원 차폐형상을 최적화하여 안전성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인허가 섬사 중이다. Bulk선원 운반용기는 충격완충체의 틴-열특

성 평가를 통해 재절을 선택하고， 안전성평가를 수행한 후 안전성분석보고서룰

작성하여 KINS 심사 후 인허가를 획득하여 산업체 기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ISO 2919 및 399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봉선원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

해 시험 장비를 설계·제작하고 밀봉선원에 대한 성능시험체계를 구축하여 산업

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DU 차폐체 주조기술에 대해서는 유똥 및 응고해석을 통한 최적 조건의 주조

방안을 수립하고， 도가니 및 볼드 동시 가열 방식의 주조장치 주형설계를 통해

결함 없는 고성능 대형 차폐체의 제조 기술을 확립하였다. RI에 대한 개별형 및

조합형 차폐체에 대한 감마선원별 특성을 분석하고， 조합형 차폐체에 대한 해석

을 수행하여 차폐능 평가를 위한 DB플 구축하였다.

본 과제에서는 지금까지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던 동위원소 운반용기의 국산

화 개발로 동위원소의 국내 유통 및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안

전성 및 효율이 우수한 용기 개발로 운반비용의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각종 동위원소 운반 용기의 설계·해석 및 시험 평가기술의 자립으

로 산엽체와 연구소 혹은 학계에서 동위원소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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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A형 운반용기 기술개발 현황

A형 운반용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방사성 폐기물을 운

반하는 용기이고， 다른 하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운반하는 용기이다.

방사성 폐기물을 운반하는 용기는 규격화되어 있는 모델틀이 많이 있으며， 미

국이 DOT-7A 프로그램1)에 따라 개발한 DOT-17 시리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국내는 산업자원부의 방사성 폐기물의 인도 몇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명

시하고 있는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운반하는 용기는 규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 목

적에 맞게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은 방사성 폐기물 운반용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의 경우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2000년 기준으

로 방사성 물-절의 운반 중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반이 전체의 62%로 방

사성 동위원소의 운반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도 마찬가지로

2000년 기준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운반건수는 756건이지만， 방사성 동위원소의

운반건수는 무려 58 ， 935건으로 방사성 폐기물 운반건수의 약 80배에 이르고 있

으며[1]， 생산현장과 의료현장 등에서 많이 노출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기는 미국의 Syncro와 Troxler에서 DOT-7A 프로그램에 따라

많이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Croft에서 TCSC2)와 UK Nuclear

Industry에서 개발된 표준 양식에 따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하나로에서 생산된 동위원소를 운반하기 위하여 자체 필요에 따라 제작하여 사

용하고 있지만 외국에서와 같이 법규에 따라 개발된 운반용기는 아니다.

1) 미국의 DOE (Department of Energy)가 49 CFR Part 178. Section 350의 DOT-7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pecification 7A) 에 따라 A형 운반용기 를 개발한 프로그

램을 DOT-7A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2) Transport Container Standardiz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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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A형 운반용기

가. 마국의 A형 운반용기

미국은 DOT-7A 프로그램 하에 여러 가지 폐기물 운반용기를 개발하였으

며， 1996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다 [2).

1996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이유는 1989년부터 1996년 6윌까지 WHC

(Westinghouse Hanford Company)에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그 이후에

DOE가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형태는 크게 드럼 (Drum)형과 상자(Box)형으로 구분되며 재질은 강철 (Steel)

과 섬유판(Fiberboard), 그리고 나무 (Wood) 가 사용되었다. 1996년 이전에 개

발된 폐기물 운반용기는 강철 드럼， 강철 상자， 나무 상자， 섬유판 컨테이너 등

8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개발되었으며， 1996년 이후에는 강철드럼형과 나무상자

형에 대해서는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들은 현재 개발 중에 있

다. 여기서는 폐기물 운반용기의 대표 격인 강철드럼과 강철 상자를 설명하였다.

(1) 강철드럼 (Steel Drum)

1996년 이전에 개발된 강철드럼의 대표적인 모델은 DOT-17C 시리즈이

다. 그림 2. 1. 1-1에서 보여주고 있는 DOT-17C 30은 고체형태의 운반용으로

승인되었으며， 최대 용량은 30 gal!on(1l 4 litter) 이고， 최대 중량은 227 kg이

다. 외부 크기는 높이 75 em (29.5" ), 직경 51 em (20" )이고， 내부 크기는 높이

71 em(28" ), 직경 46 em (1 8" )이며， 강철드럼 모델들에 대한 내용들은 표

2. 1. 1-1 에 나타내었다.

표 2. 1.1- 1. Dimensions and weights of a family of DOT-17 steel drums

-[l]• 더E즈l
최대용량 최대중량 외 부 (em) 내 부 (em)

(gallon) (kg) 높이 직경 높이 직경

DOT-17C 5 5 450 33 30 32 t 29
DOT-17C 30 30 227 75 51 71 I 46

DOT-17C 35 35 180 88 52 85 46

DOT-17C 55 55 454 89 61 84 57

DOT-17H 30 30 180 75 51 71 46

DOT-17H 55 55 454 89 61 84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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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에 개발된 강철 드럼 형 모넬로는 아연 도금을 한 Myers G5501

모델과 페인트를 칠한 Myers 5526 모델이 있다. 이들과 DOT-17 시리즈와의

차이점은 내부에 팔터를 적용하였다는 것이며， 그림 2. 1. 1-2 및 2. 1. 1-3에서

그림 2. 1. 1-1의 DOT-17C 30 모델과의 차이인 펼터를 볼 수 있다. 이 모델들

역사 고체형태의 운반용으로 승인되었으며， 표 2. 1. 1-2에 이들의 내용을 나타내

었다.

표 2.1.1 - 2. Dimension and capacity of a Myers model G5501 and 5526

델
최대용량 최대중량 외 부 (em) 내 부 (em)

y
(gallon) (kg) 높이 직경 높이 직경

Myers Model G5501 55 408 87 57 84 57

Myers Model 5526 55 408 88 57 83 57

(2) 강철 상자 (Steel Box)

1996년 이전에 개발된 강철 상자의 대표적인 모델은 Capital Industries

시라즈로서， 형상은 그림 2. 1. 1-4와 같으며 고체형태의 운반용으로 승인되었다.

강철 상자 계열의 저l 원과 중량은 표 2. 1. 1-3과 같다.

표 2. 1.1-3. Dimensions and weights of a family of steel box

최대중량 외 부 (em)
i

내 부 (em)
-r」l1- 터E프1

(kg) 높oj I 넓매 길이높이 넓이 길이

S-0510-0823 3,175 137 137 224 130 123 209

V-0510-0823 3,175 137 137 224 130 108 209

S-0450-0846 2,377 122 114 229 114 101 215

S-0730-0846 3,946 193 137 229 185 124 215

S-0240-0906 1.666 69 137 244 61 123 230

S-0480-0906 2.776 130 137 244 122 122 230

S-0730-1006 4,717 193 137 269 185 124 256

S-0480-1376 4,216 130 137 363 122 124 350

S-0840-1440 10,297 220 197 379 213 183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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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에 개발된 강철 상자모델 역시 고처l형대의 운반용으로 승인되었

으며， M100 컨테이너 (MODEL M-10 l!7A/12/90)와 TRUPACT- Il STANDARD

WASTE BOX (SWB) 가 었다. 그림 2. 1. 1-5는 M100 컨테이너로서 갈이 200

em , 넓이 137 em , 높이 106 em의 제원을 갖고 있고， 최대 중량은 4 ,082 kg이다.

나. 국내의 A형 운반용기

국내는 산엽자원부의 방사성 폐기물의 인도 및 비용에 관-한 규정에서 병시

하고 있는 표준용기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규격은 표

2. 1. 1-4와 같다[3].

표 2. 1.1-4. Standard package of radioactive waste

용량
100 R -혹도 50 R 25 R(내용기)

규격

내경 (mm)
、k

440 ± 3 350 ± 3 최대 330

높이 (mm) 670 ± 2 550 ± 2 X 최대 480
두께 (mm) 0.8 - 1.0 0.6 - 0.8

윤대 (ea) I 2
一」‘이

1

·레버식 개방형 뚜껑 ·레벼식 개방형 뚜껑 ·말폐형/개방형 뚜껑

·도 장 ·도 장 - 유기/무기폐액용:

- 내 부: - 내 부: 내부식성재칠

에폭시도료 1회 에폭시도료 1회 (HOPE)
기타

열처리
、、

열처리 - 동물사체:

- 외 부: - 외 부: 방수성 가연재칠

효탈산에나멜 1회 ‘ 쿄탈산에나멜 l 회

열처리 열처리

* 처분용 드렴 (200 R) 은 미국교통부(USDOT) 규격을 적용

* HDPE = High Density Polye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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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7A TypeA
49 CFR 178.350

801‘(5:S in.)

/" Bolt Ring
(12 gauge)

.. - - - Body and Head Sh C'C l
(18 gauge)

*/~、、
j‘、 '. Head and Gaskel

A

_Yo

26·in. Usable
Inside 서cigl、，

16--in. In일뼈|an1C!cr 」 39106069 , 2'1

그림 2. 1.1-1. Configuration of a DOT-17C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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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7AType A
49 CFR 178.350

Clos.ure RJng
Lugs

NucFII' FI’ter,

g。‘t

Jam Nut
(locking N띠)

Bo" (5181",)

3/4 in.
Vent Hole
(open)

Height:
32.60 InJ31.80 In.
Diameter.
22.40 InJ21.9O In.

33 114 in. Usable
Inside Height 、、、、‘ R이ling Hoφ

(3 required)

x、\ Body and Bottom‘18 gauge)

• •
22112 in.

Inside 0뻐meter

•NucFlt Is a trademark 이 NuclearFI’ter Technology, Incorporated

TGIl90501 4J.L'

그림 2. 1.1-2. Configuration of a Myers model G55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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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7AType A
49 CFR 178.350

Bolt

NucFiI" Filter,
3/4 In. Plug,
or Plain LId

32314 in‘ Usable’nside Height

‘
221/21n.

Inside Diameter

Threade에

Hole In Lug
Jam Nut

(Locking Nut)

Rol’ing Hoop
(3 required)

Body, Head Sheet,
and Bottom
(18 gauge)

-NucFlI ls a trademark or Nuclear FlIter Technology, Incorporate에

TGQ6050143.1

그림 2.1 ,1-3. Configuration of a Myers model 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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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T 7A Tvpe A
49 CFA 178.350

v.rlle .. Er얘
So..1ln. YI어<J od

In“ d‘’ “ dO"t

\3I16·1n. For l"nod

Ani“ Still‘’“ r

112 If'.' l' I lin.

51 .'1111‘… St.‘“
Boh and NUl.

"‘4·ln lC 2·h..,

NGo~o "，‘ 2 G".kol

N‘J t: fll '
rill" 8 ,. J1~que，“i

GUldQ Pin ‘

2 Cornon Only
I(~ In. x 1 u'’~ In

’Nuc Fl I j,., ~ rr~dom3r ‘ 。’ 'hI<:‘ !ltI flne( Tec t\nO l0S'll'. Inc c; rpof~l;d

?N IIlI Opl."t “ ~had.JOM‘ 。IE.1. dUl'onl <I. N.메~r. ,nd Cornp:my
UUf.ι)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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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뱅사성 동위원소 운반용지

외극의 1상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기는 의료용~4 선-업、용 운반용기에 대해 널려

많이 개발되어 있다. 여기서는， 의갚용 i상λF성 동위원소 운반용-기에 대해서는 띠

균의 Syncro사가 개발한 텅 A 턴1 용기 및 단위 포장 용기와 영콕의 Croft사에서

개딸한 2767 series 용기 찰， 산업용 운반용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Troxler사에

서 개발한 Gauge 운반용기에 대해 섣명하였다.

가. Syncor 운반용기

건강보호산엽， 좀 더 세띨하게 방사선 의화 분야에서는 방사선 A-11 약으보 할

려진 방사성 물질올 환자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즙- 포함한 다양한

복적으로서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지난 수십 년 간에 젤쳐 전깅-보호산엠에서는

이러한 척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많은 뎌-‘른 방샤선 제약을 개발하였。-머， 그려

한 빙-사선 처l 약 중의 하나가 환차에게 캡슐(capsule) 또는 액체형으로 입으로

복용하게 되는 Iodine이 다.

방사선 채약:띄 f상사션 성젤 때문에， 방사션 쳐1약은 주의 깊게 취급되어야 하

며， [1 1 국의 운수성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원자려 규제위원회

(Nuclear I(egulatory Commission) , 산업안전보건청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dministration)올 포함한 정부 위원화에서는 그러한 방사성 둡질의 취

급에 판한 법흉을 저l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보 방사선 제약은 납을- 사용하여 제작왼 운반용기에 적재되어 병원요

로 운반되아 병원 내에서 취급되어져 왔다 그러나 방사선에 때한 차폐체쿄. 닙-울

사용하·기 때푼에 납 용지는 부피가 크고 매우 무거운 단정을 가7.1 고 있다. 또한

Iodine쓸 사용하기 위해 납 용기룹 열 경우 사람에게 해 s.‘운 Iodine‘。-보부터 발

생된 가스플 방출할 수 있다는 단접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Iodine의 운반 빛 취급윷 펀려하께 도또하고， Iodine으로부터 벨생되

는- 가스의 위험을 좋아끼 워하여 보다 작고 가벼우며 안;선한 용기의 휠요성이

대-뚜됨에 따라 작고 가벼우며 안전한 텅스텐 용기블 개발하였다[4~5J

텅스텐 용기느- 부 가7.1 형태5f‘ 개별-되었다. 하나는 bulk형 운반용끼이며， 다륜

히-나는 단씌 운반용- 용71 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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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형 텅스텐 운반용기는 두 가지 모델로 개발되었다， 하나는 운반용량이

400 mCi이며， 중량이 4.46 kg인 모델 Piglet™으로 그럼 2. 1. 2-1과 같으며， 다

른 하나눈 운반용량이 100 mCi이며， 중량이 2.75 kg인 모델 Piglet2™으로 좀

더 소형인 모델이다. 이 bulk형 운반용기는 원통형 컨테이너， 뚜껑， 유리병 및

가스 흡착재 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체 및 액체형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해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운반용 용기의 특정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하기에 편려하도록 제작하였다

는 것이며， 액체형 동위원소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용기이다. 그림

2. 1. 2-2에서 보여주는 단위 운반용기는 납으로 제작된 용기로 이미 오래 전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도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었는 모델이며， 그림

2. 1.2-3 및 2. 1.2-4는 새롭게 개발된 텅스텐 단위 운반용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 2. 1.2- 1. Model Piglet™. 그림 2. 1.2- 2. Lead package.

그림 2. 1.2-3. W package 1. 그림 2. 1.2-4. W packag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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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Croft 운반용기

Croft사에서는 TCSC와 UK Nuclear Industry에서 개발된 표준 양식에 따

라 A형 운반용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의료용 운반용기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로

눈 2767 시리즈로 2767P , 2767R, 2767T 퉁이 있으며， 27675:. 명명한 이유

는 컨테이너 드럼을 모두 모델 2767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6-7J. 즉， 외부 컨테

이너는 모두 모텔 2767울 사용하고， 내부 격납 캔온 서로 디-른 것올 사용하기

때문으로 표 2. 1. 2-1 에서 그들의 내용을 구멸하여 볼 수 있다.

고체 및 액체형의 의료용 방사성

그림 2. 1.2-5. Model 2767P.

동위원소들을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

된 모델 2767P는， 외부 컨테이너 E

렴 (Container Drum) , 내부 격납 캔

(Containment Can) 및 컨 테이 너 c

렴과 격납 캔 사이의 충격 완충체로

서 구성되며， 컨테이너 드럽과 격납

캔은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되었다.

그렴 2. 1. 2-5는 모델 2767P의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모델 2767P는 운반 내용물이 액체가 들어 있는 주사기일 경우는 흡수물질을

격납 캔 내부에 채워서 운반하게 되며， 병이나 유리병일 경우는 이들을 플리-스틱

가방이냐 컨테이너에 포장하여 운반하게 된다. 또한， 추가의 차폐가 요구되는 경

우는 납 pot에 넣어 운반하게 된다.

표 2. 1.2- 1. Dimensions and weights of a family of model 2767

컨테이너 드럼 격납 캔

-[4]- 뎌El
최대중량

외 부 (mm) 내 부 (mm) 외 부 (mm) 내 부 (mm)
(kg)

높이 직경 높이 직경 높이 직경 높이 직경

2767P 6.4 270 245 255 218 178 125 162 96

2767R 22.0 270 245 255 218 177 120 63 I 31

2767T 21.2 270 245 255 218 200 135 190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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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767R은 밀봉된 유리병이나

고체 안에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운반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외부

컨테이너는 2767P와 같은 컨테이너

드럼이 사용되며， 내부 격납 캔은 그

림 2. 1. 2-6과 같이 스테인리스강과

납으로 차폐된 shielding po t7} 사용

되며， 2767P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드럼과 shie [ded pot 사이의 충격 완

충체가 사용된다 Shielded pot는 납 44 mm와 동일한 차폐효과를 제꽁한다.

모델 2767T는 그림 2. 1. 2-7에서

와 감이 방사성 동위완소를 넣은 주

사기 또는 납으로 차폐된 pot안에 밀

봉된 유리병올 운반하기 위해 설계되

었다. 외부 컨테이너 역시 2767P와

동일한 컨테이너 드럼이 사용되며，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된 격납 캔은

납 4 mm와 통일한 차폐효과를 제공한

다.

그림 2. 1.2-6. Model 2767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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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2-7. Model 2767T.

다. Troxler 운반용기

Troxler사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각종 gauge와 이들 gauge를 운반하기

위한 package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Gauge에는 두께를 측정하기 위한

thickness gauge ,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density gauge , 준위를 측정하기 위한

level gauge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뜰 gauge에는 각종 방사성 동위원소가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 gauge들도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activity에 따라

A형 훈반용기로 분류되며， 이들 gauge를 운반하는 package도 A형 운반용기로

분류하게 된다.

Troxler사에서는 딱딱한 섬유판과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각종 gauge 운반용

- 15 -



package를 제작하고 있으며， 그 형상도 그림 2. 1. 2-8에서와 같이 각종 gauge

의 형상에 맞게 다양하게 제작하고 있다 [8].

.톨

III‘

.‘ ..

그림 2. 1.2-8. Package for a gauge.

반용기와 액체를 운반하는 운반용기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Ir-192 운

반용기는 현재 개발 중에 있다.

그림 2.1.2-9는 {-131 액체를 운반 그림 2. 1.2-9. Package for I-131 liquid.

라. 국내의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기

국내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약 94 %는 수입된 량이며， 국내에서

생산된 양은 약 6 %에 지나지 않는다.A형 운반용기 역시 방사성 동위원소룰

수입할 때 같이 들어와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후 다시 외국으로 나가게 되

며， 국내에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기는 연구용 원자

로인 하나로에서 생산된 방사성 동위원소인 1-131 , Ir-192 , Co-60 , Mo-99

및 Tc-99m 퉁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하여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 r-...，..~_

운반용기도 역시 의료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료용 운반용기는

1-131 캡슐 (capsule)을 운반하는-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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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운반용기로서， 영국의 Croft사에서 제작된 운반용기와 같이 외부 컨테이너 l

납으로 제작된 내부 컨테이너， 유리병 및 외부 컨테이너와 내부 컨테이너 사이의

충격완충체인 스티로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사능의 세기에 따라 소， 중， 대

및 특대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그림 2. 1.2-10의 운반용기는 1-131 캡슐을 운반하는 용기의 내부 컨테아너

를 보여주고 있으며. 1-131 액체를 운반하는 운반용기와 같이 외부 컨테이너，

납으로 채작된 내부 컨테이너 유리병 및 외부 컨테이너와 내부 컨테이너 사이의

충격완충체인 스티로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 mci용과 51~200 mci용으로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산엽용 운반용기로는 추적자로 사용되는 Co-60을 운반하기 위해 그림

2. 1. 2-11괴- 같은 운반용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운반용기는 방사선 차

폐체로 납이 아닌 텅스텐을 사용하였으며， 스테인려스강으로 제작되었다. 이 운

반용기는 주로 Co-60 100 mci를 운반하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방사능에 비해

용기의 중량 및 부피가 너무 크며， 취급이 불편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 운반용기

사용자들은 취급 장치 몇 개폐방식이 개선된 소형의 운반용기의 개발을 요구하

고 있는 형편이다.

川
녀·

그렴 2. 1.2-10. Package
for 1-131 capsule.

®
그렴 2. 1.2-11. Package for

Co- 60 tr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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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국에서 깨밥펀 A 형 운반용-기둡은· 운반용-기와 관펜된 법규뜰에 따라 설계·쩌l

작되어 관련 시험뜰윷 거쳐 안전하다논 것윷 압종한 후 사용되고 있지딴， 현재，

국내에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는 운반용71 찰은 법규에 따라 설계꾀어 사용꾀고

있는- 형편은 아니다.

따라서， 사용자찰에 대한 안전성을 퍼장하기 위하여 운반용기와 관련된 볍규뜰

에 따라 칠껴1·제작하고， 관련펀 시험뜰을 거쳐 법퓨의 요구조건에 만족하도콕 하

여야 하며， 더쑥이 액체형외 벙사성 동위원소를 운반하는a 운반·용a기에 대한 법적

연 요구조건플-은 고체 운반용기보다 까다로우1다 또한 대‘부분 의료용으로 사용되

고 있기 때문에， 법규의 요구2f.찬뜰에 만쪽하-도흑 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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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B형 운반용기 기술개발 현황

1. 산업용 B형 운반용기

원자력연구소에서는 1990년대에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안전성시험시설 및

장비륜 확보하여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중을 획득하여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에 활용하고 있다. 1990년대에 원자력연구소에서는 PWR 사용후핵연료 4개

집합체의 운반용기 개발하였으며 한수원에서는 2002년도에 PWR 사용후핵연

료 12개 집합체 운반용기를 개발하여 발전소의 소내 운반에 활용하고 있다.

그밖에 하나로 핵연료 소내 용 운반용기를 개발하여 활용 중에 있다‘ 국내에서

산엽용 조사기를 포함한 B형 동위원소 운반용기는 전량 해외로부터 도입되어

사용하고 있다.

비파괴시험 업체에서 주로 사용되는 감마선원 조사기는 일명 radiograph y,

source projector 또는 gamma - ra y projector 동으로 불리며， 방사선을 조사

시켜 사진필름올 감광시켜 비파괴 방법으로 시험체 내부의 결함을 검사하는 장

비이다. 방사선원은 주로 1r-192, Co-60, Cs-137 뭉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감마선원 조사기에한 AEA Technology 사에서 개발한 660 , 680 , 880 모델 둥

이 있으며， 특히 660 모델이 인허가가 만료되어 최근에 660 모델의 대체품으로

그럼 2.2.1-1의 880 모델이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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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2.1-1 Source projector for model 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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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교체기는 산업용 조사기용 멜봉선원을 운반하-여 선원을 ji〔처l 하는데 사용

펀다 운반용량은‘ 2 , 4, 8 , 10개의 1궐-형-션원을 운반힐- 수 있는 용거뜰이 있으

며 , 및봉선원은 주로 1r--192 또는 Co-60을 사용한-다. 2개 의 빌봉선원윷 운반

할 수 있는 냐}표적인 모텔용 01국의 AEA Technology에서 개 발한 6501. 모델

및 캐나다의 Nordion 사에서 7H 발한 C-l 모델이 있다. 650L.'i'_텔은 특수형

1권봉선원을 산업용 쏘시기로 운빈하는데 사용되며， 10 CFR 34 의 선원교체 7]

및 저장 곤테이너의 기술기춘에 따라 B(U) 형으로 설계되었다. 표 2.2.1-1 은

650L 51-델의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이 용기관 Ir-192 , CO-'-60 , Cs-1:37 ‘당

의 원봉선원윷 운반할 수 있으며， 최대 운반 방사능량은 1r-192의 경우 240

Ci 이다. 용기의 총 중량은 41 kg이고 Uυ 차폐체의 중령-"은 19 kg이다.

표- 2.2.1 -1 Description for Amersham model 650L

Item

License

Description

- Package ID No. : USA/9032!B(U) -85

- Model No. : AEA Technology 650

- Expired date: 2004. 10. 31

- 2 source assemblies (special radioactive materia l)

Loading I - II' - 192 (240 Ci)

content - Co-60 020 me l)

i - Cs-137 (10 ‘ 8 C)

I - Total weight: 41 kg
Weight I

I - Depleted uranium : 19 kg

J _ ~'h;r、 ld assembly depleted uraniu

-- Stainless steel housing

εoαnπ때1'1

- Locking mechanism

- Polyurethane form

Dimensions

- Width : 21.0 em

- Length : 25 .4 em

- Height; 33.7 em

! - Source tube : I.D 9.53 mm x 1.02 mm T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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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 2.2.1-2. 650L source changer.

그림 2.2.1-2는 650L 모델을 나타내며， 차폐체는 감손우라늄을 사용하고 충

격완충체로 폴리우레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멀봉 튜브는 “U"형태의 티타늄

튜브를 사용하며， 튜브의 내경은 9.53 mm , 두께는 1.02 mm 이다.

이중잠금 장치는 각각의 잠금장치를 위한 두 개의 잡금 슬라이드와 보호용

덮개 빛 key로 구성된다. 잠금 슬라이드는 선원교체기 내부의 빌봉선원을 고정

시키는 기능과 선원의 웅직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잡금 슬라이드는 동시에

작동하게끔 기계적으로 연결된 긴 흡을 갖는 9.5 mm 직경의 원형 통로를 갖는

key-hole 형태로 가공되어 있다. 그림 2.2.1-3은 잠금장치를 나타내고 있다.

잠긍 슬라이드가 ’‘풀럼” 위치에 있을 때는 key-hole의 원형 통로가 띨봉선

m

μ



원 및 티타늄 튜브로 움직인다. 이때 선원집합체 와이어 및 stop“ ball이 선원교

체기 내부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잠금 슬라이드를 사이의 통과가 가능

하다. 잠금 슬라이드가 “잠김” 위치에 있을 때는 잠금 슬라이드의 좁게 가공

된 흠이 선원집합체의 stop-ball 위에 위치하여 밀봉선원의 움직임을 방지한다

급속 연결 장치는 잠금장치의 설계를 포함한다. 밀봉선원 안내관은 분리형의 나

사산 형태의 fitting과 연결되어 잠금장치로부터 급속연결 및 해체가 가능하다.

나사산의 fitting이 스프링 하중을 받는 플런저를 갖는 잠금장치에 안전하게 고

정펀다. 선원교체기의 잠금장치로부터 선원 가이드 튜브의 해체 시 스프렁 하중

을 받는 플런저는 수동으로만 직·동할 수 있다.

r、 、-Lo.κR len- SLCT

I '-~TC" 훌ιi

/!'.l'1l!A(;£ lI1;tr

ι:>~K(O "0‘~fTC어

(a) Wires with the StOP ball below the lockslide

。P£N£O F'ill'11건”

.0(>«1) "OSm::에

(b) Wires with the stOP ball within the locksl ide

。PD4£O "QS "0"

그럼 2.2.1-3. Lock slide operation for 6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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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2. General description for model C-1

Item Description

License

Loading

content

Weight

Componen따1냐ts

Dimensions

- Package ID No. : USA/9036/B(U) -85

- Model No. : C-1

- Expired date: 2006. 10. 31

- 2 source assemblies

- 1r-192 (240 CD

- Total weight (max.) : 45.4 kg

- Source changer : 23 - 32 kg

- Overpack: 9 - 10 kg

- Ancillary equipment 3.6 kg

- Shield assembly depleted uranium

- Carbon steel outer shell , 3.2 mm T

- 2 titanium "]" tubes

- Tungsten shield pad: 50.8 mm dia. , 12.7 mm T

- Overpack steel drum , po!yureyhane form

- Width : 19 ern

- Length : 19 ern

- Height : 23 em

표 2.2.1-2는 캐나다의 Nordion 사에서 개발한 C-1 모델의 개요를 나타내

고 있다. C-1 모델온 1r-192 특수형방사성물질 밀봉선원 2개를 운반할 수 있

으펴， 최대 훈반 방사능량은 240 Ci 이다. 차폐체는 감손우라늄을 사용하고 말

봉 튜브는 “J"형태의 티타늄 튜브를 사용한다.

운반용기는 감손우라늄 차폐체의 선원교체기와 over-pack 으로 구성된다. 최

대 중량은 약 45 kg이고 이중 선원교체기의 중량이 23-32 kg, over-pack의

중량이 9-10 kg 그리고 부속장비의 중량이 3.6 kg이다， 선원교체기의 형상은

사각형 박스 형태로 치수는 19 x 19 x 23 em 이다.

4개의 띨봉선원을 운반할 수 있는 모델은 캐나다의 Nordion 사에서 개발한

NE4C , 미국의 AEA Technology에서 개발한 0666W 모델 및 체코에서 개발

한 UKI-4-135 모델 등이 있으며， 표 2.2.1-3은 이뜰 모델에 대한 설계기준

및 개요를 나타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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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3. Description of source changer for 4 channels

Package model number

NE4C 0666W UKI-4-135

License
CDN/E-172/-85

GB/0666W!B(U) C2/005/8 (U) - 85
(B /59/B (U) -85)

Manufacturer NordionlCanada AEA Tech./USA Skoda- Ujp/Checho

]r-192 (21 TBq)
1r-192 (20 TBq)

Loading content 1r-192 (22 TBq) Co-60 (13 .4 GBq)
Cs-137 (2.6 TBq)

Cs-137 (38 TBq)
.//

Gross weight 68 kg 53.8 kg 때-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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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

Qlal ψ ιLι x

U
//까 야내uide tube

Components 1、늬

- Shielding mat'l DU 」 Lead ;/ DU

- Shock absorber - Cork
c\

-
J

- Casing Stainless steel Mild steel Steel

Guide tube shape ] - tube (titanium) J - tube (titanium) Straight (8· tilted)

284

NE4C 모델의 최대운반 용량은 1r-192 밀봉선원 4개의 방사능량이 22 TBq

이다. 방사선 차폐체로 DU를 사용하고 있고 차폐체의 중량은 49 kg , 용기의 총

중량은 약 68 kg이다. 그림 2.2.1-4는 NE4C 모넬을 나타내며， 밀봉선원 안내

관은 “]"형상의 티타늄 튜브를 사용하고 각각의 안내관은 잠금장치를 갖고 있

다. 용기의 외형 치수는 직경이 212 mm 길이가 284 mm이다. 원통형 본체 및

bottom plate는 각각 5 mm , 12 mm 두께의 스테인리스강으로 구성되며， 본체의

높이는 159 mm이다.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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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험 2.2.1- 4. Source changer for model NE4C.

0666W 모댈은 1r-192 또는 Cs-137 벌봉선원을 운t간할 수 있고 최 대 운

반용량은 1r-192 말봉선원의 청우. 21 TBq이냐. 차폐체로는 납쓸 사용하고 용

기의 총 종량은 53.8 kg에 이른다. 그램 2.2.1-5는 0666W 모델윷 나타내고

있다. 운딴용-기 형태는 코르크가 채워진 드럼 내부어l 납차펴}제가 들어 있는 구

조이띠， 뜨럼의 외형 치수는 직정 327 mm. 높이 403 mm이다. 띨봉선원 안내관

。

“ J"형 태외 태 Et-b- 휴3격.를 사용힘으로써 방사선펴폰을 최소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UKI-4-135 보델온 1t'-192 , Co-60 , Cs-137과 겉은 다양한 홍위원소룹

운-빈-할 수 있 il 최대 방사-능량은 1r--192의 경우 20 TBq까지 가능하다. 치폐체

로 DU원 사용-하고 용-기의 총 좋량온 약 50 kg이다. 그램 2.2.1-6은

UKI-4--135 용기 및 over-pack올 나타내고 있뎌 용기 본체의 외형치수는 직

경 292 mm , 길이 288 mm이다. 이 용71 는 멀봉선원 안내관이 직선형으보 취급 시

펴폭선량 측면에서 다콘 용-기에 비하여 불리할 것으료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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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2.2 .1 -5. Source changer for mode! 0666W.

‘’‘’ 1

--‘
E흐펴

--;
’

ι;二二二二7"

훌

’--L-..:-

fU;" -11
,‘,

””
”
빼r

-‘ ----.r:=..c二

‘
‘

’

과늬l
2

그쉽 2.2 ‘ 1-6. Source changer for model UKI -4-135.

- 26 -



저13 장 연구개발수행 lH훌 밑 겸과

제 1 절 의료용 A형 운반용기 개발

τ퓨내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똥위원소는 띤구용 원자보인 하나로에서 생산되는

방사성 홍위원소인 1-13 1, 1r-192 , Co-60 , Mo-99 및 Tc-99m 핑-이 있으

며， 원자력 의헥-원의 싸이크로트론에서 생산펴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1-123 ,

Ga-67 Tl-201 빛 F-18 등이 있다.

국니l 에서 생산되는 이블 빙-사성 통워원소는 주로 의죄，용과 산업용으로 사용-되

고 있으며，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방사성 통위원소는 액체형태 또는 캡슐

(capsule)형테모-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방사성 똥워원소플 생산지에서 r소t

용y기1 를 필요f딪보F료- 하거게l 되며， 운반용기논 :4학가술-부 고사 제 2001"，-23호，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 R'--l 및 US 10 eFR Part 71 등에서 규정

하고 있눈 조전찰에 딴족하여야 한다[l ~3 J.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액채형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사능 세기는 주로

10-50 mCi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촬 방사능 새 71 눈 A2 값 이하호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딴용기의 형태는 A챙에 해당한다 A형 운-반용-기는 5 cm/h의

살수서힘， 중량에 따라 0.3 Tn ~ 1. 2 m 높이에서의 자유낙하시험， 적충시-힘 및

1 m 높이에서의 관풍시험읍 수행하여 얀전성촬 입증하포흑 하고 있다. 그러나

액체 형윷 운반하는 운반용기쓴 9 m 높이에서의 지-유낙하시험파 1.7 m 높이에

서의 관통시힘을 추가포 수행하여 안전성을 입증하도똑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륜 국내-외 관련법규에서는 운반 내용윷이 액체인 경우 -8:반용기는 두 개의 격납

경게 또눈 흡수풀질윷 후-함한 하냐의 격납경계칠~ 71-져야 하며， 흡수볼질은 1.뀌용

월·외 두 배뜰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액체형태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에 적용된 충책

완충채외- 흡수재에 때한 실험적 평가촬 수행하여 선택된 완충채와 흡수재룰 적

용한 액체형태의 방사성 동워원소활 운반하기 위한 의효용 A형 운반용기콜 개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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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용 액체형 개봉선원의 충격 벚 내부 흡수채 적용생 평가

가. 충격 원-총재 적용성 평가

방사성 똥위원소릇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관 0.3 m ~ 1. 2 m 끊어의 자유

녁하조건에서 안선성촬 입증하어야 하며， 액체형 방사성 동위원죠‘-칠 운반하기 위

한 운반용기는 9 m 높이의 자유낙하조전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운반용

기의 건전성을 입종하기 워한 해석올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격 완충~H 로‘ 사용되

눈 째질이| 대해 불성 *1 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61 절

한 충격 완충제플 선정하여 성능 변에서 충격흡수에 대한 관점파 춰곱 떤에서

三1가 및 무-게에 대한 관점윷 만-족시칠 수 있다‘ 따라서 충격 완충재로 사용되눈

재질에 대해 압축 시형을 수행하여 윷성 차플 확패-하여 허}석윷 워한 기본 자료

로 활용하기 워하여 충격 완충-재 시험평가틀 수행하였다-

(1) 충척 완충재

충격 완충채로 사용되한 채질로는 Polyurethane (이하 PU) 이 가장 일반

적이며， 이외에 고려할 수 있는- 재젤로는 스티로폼 또는 스티로폴-로 알려져 있는

Expanded Poly Styrene (이하 EPS) , Cork 풍이 있다. 압측시험 에 사용한 충격

왼충재는 취급피- 가꽁성이 좋은 PU와 EPS를 사용하였고 각 시편에 대한 특성

은 표 3. 1.1-1 및 3. 1. 1-2외· 같따. 시편의 구분은 크케 PU와 EPS로 나t할 수

있으며 여기서눈 다옴파 같이 구분하여 표71 하였따.

PU는 채질이 단딴한 PU H와 난연성 소재인 Filler 룹 첨가하역 발포한 PU F

그려고 가장 알반적인 PU N의 세 가지 종류가 있다. EPS눈 그 제착과정이 원

료활 발포하여 뚱근 꽁 행쌍의 I표양촬 ~뜰어 숙성한 뛰 다시 이틀 암-축하여 만

든다. 따라서 원쿄-의 부펴어l 때한 최종 부펴에 따라 EPS 16 , EPS 21 등으로

표기하였고， 16 , 21 등 두l 의 표시 숫자가 낮을수록 띨도가 높다. 또한 각 시편

구분표기 뒤씌 변호 -1, ‘ 2, -3은 같은 종류-의 사팬 재수에 대한 표기이다.

시편의 표기는 대략 30 x 30 x 30 mm 의 정육변-체로 가꽁 했으나. PU H의

겸우 일빈적인 시떤 가꽁의 어려웅-으로 선반가공으포 원통 형상괄 하jl 었다. 아

래 그힘 3. 1. 1-1 온 PU9} EPS의 대표적 시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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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1-1. Polyurethane specimens

사편 구분 시펀 크기 (WI xW2 x H) [mm] Mass(g) 밀도(kg/m’)

PU H-1 35.25 (Dia) x 35.08 (H) 16 .4463 480.3972

PU H-2 35.18 (Dia) x 35.02 (H) 17.8861 525 .4337

PU H-3 35.25 (D ia) x 35.08 (H) 13.7288 466.0811

PU N-1 31.01 x30.91 x30 .49 1.7694 60.5435

PU N-2 30.81 x 30.98 x 30.72 1.7256 58.8499

PU N-3 30.48 x 29 .45 x 30.67 1.6695 60.6418

PU F-1 30.75 x 30.53 x 30.4 7 2.0169 70.5083

PU F-2 30.74x3 1.17x30.70 2.0660 70.2346

PU F-3 30 .48 x 30.01 x 30.49 1.9595 70.2598

표 3.1.1- 2. Expanded poty styrene specimens

시편 구분 시펀 크기 (WI x W2 x H) [mm] Mass (g) 밀도 (kg/m')

EPS 16-1 30.66 x 29.99 x 30.4 4 1.8244 65.1819

EPS 16-2 30.35 x 32.09 x 28.02 1.7658 64.7061

EPS 16-3 30.31 x 31.60 x 29.23 1.7077 60.9972

EPS 21-1 30.36 x 30.01 x 28.55 1.1994 46.1095

EPS 21-2 30.60 x 30.33 x 3 1.22 1. 1749 40.5484

EPS 30-1 30.39 x 30.51 x 29.87 0.8116 29.3045

EPS 30-2 30.55 x 29.93 x 30.38 0.8187 29 .4726

EPS 30-3 30.50 x 30.33 x 30.64 0.8068 28 .4646

EPS 60-1 30.21 x 30.75 x 30.45 0.6952 24.5769

EPS 60-2 30.66 x 30.21 x 30.58 0.7108 25.0950

EPS 60-3 30.47 x 30.19 x 30.62 0.6945 24.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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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 1.1- 1. Compress test specimens CPU H, PU F, PU N, EPS 60 ,

EPS 16).

(2) 실험 방법

압축시험은 총 7개의 종류에 207R 의 시편에 대해 수행하였다. 압축실험

수행에 있어 방법상 기준이 되는 Reference 는 ASTM D 1621-00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Properties Of Rigid Cellular Plastics와

ASTM D 695-02a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Properties

Rigid Plastics를 참조하였다. 위의 두 ASTM에서 명시한 시편 형상은 정육면체

와 원통형 모양으로서 크기는 한 변이 12.7 mOl ~ 152.4 mm이다. 본 시험에서는

가공성과 압축시험기의 성능을 고려하여 한 변을 30 mm 기준으로 하여 가공하었

고 PU H의 경우 원통형 모양으로 지륨을 30 mOl로 가공하였다.

시편의 중량은 그립 3. 1. 1-2와 같이 ±l %의 오차를 기준으로 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측정하였으며， CrossHead 하강 속도는 1.3 Ulm/min~2.5 mOl/min

를 가지고 있는 압축 시험기즐 사용하여 하강속도 2.5 mm/min로 그링 3. 1. 1-3

과 같이 시힘을 수행하였다.

다음은 압축실험을 수행하는 절차를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i ) 각 시편 종류별로 시편을 3 개씩 준비한다.

i i) 각각 시편의 크기 및 무게를 측정한다(그림 3. 1.1-2).

iii) 압축 시험기에 시편을 올려놓고 명시펀 속도로 압축 실험을 수행한다.

iv) 압축 시험기에서 얻은 Force와 Displacement로 시편의 Stre ss - Strain

Curve를 도시한다.

m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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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1-3 Compress test equipme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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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압축 시험기에서 얻는 data는 일반적으로 Force와 Displacement 이므로

다음의 식틀을 사용하여 Stress와 Strain을 구할 수 았으며， 그림 3. 1.1-4

3. 1. 1-10은 시펀 종류에 대해 Stress-Strain Curve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다.

s=곳 s: 양ress， F: Force , Ao : 11πitialArea

L1le=y e: 않rain， ..:1l : Displacement, l : JnitialLeπgth (Height)

Stress-Strain Curve를 보면 같은 종류의 시편에 대해 같은 행상의 그래프흘

보이눈 시펀 종류가 있고， 반대로 그래프 형상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시편 종류

가 있다. 이를 시펀의 밀도와 비교해 보면 PU H, PU N, EPS 21 등은 같은 종

류의 시편임에도 밀도차이가 콘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PU F, EPS 16 , EPS

30 , EPS 60 등은 같은 종류의 시펀 중에는 밀도 차이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밀도가 콜수록 Stress-Strain Curve의 Yielding Point가 큰 값을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으며 Yielding 후의 소성 구간에 대한 Stress-Strain Curve는

시편 종류별로 형상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편의 밀도에 따른

Yielding 값의 차이가 충격 완충 에너지 값을 결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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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 1.1-4. PU H stress-strai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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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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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1-5. PU N stress-strain curve.

PU F

던손프드E고

싸
매시
…

o
o 0. 1 0.2 0. 3 0.4 0. 5 0‘6 0.7 0.8

Strain

그림 3. 1.1-6. PU F stress-strai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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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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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1-7. EPS 16 stress-strai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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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1- 8. EPS 21 stress - strai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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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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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1. 1…9. EPS 30 stress-strai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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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1-3. Mechanical properties of specimens

E::;케 뽑-깎3;:: j ;::3암
0 56 i o o394그맺 0.572

”
아”w

mm

-
m써

eu

0.475

J 0.560

I 0.600

0.601

표 3‘1. 1-3은 시펀 종류별 중요 기껴l 적 불성치를 산출하여 나타낸 것이다. 운

반용기의 중량 중 7}창 지배적인 차폐체의 중량에 따라 위의 충격 완충채를 적

절히 사용하띤 충격 완충과 취급에 대해 효과적으로 설계룹 할 수 있다.

그램 3. 1. 1-11-3. 1. 1-12는 총격완충재 중 480.40 kg/rn'의 띨도활 갖고 있

는 PU H뜰 적용-한 운반용기가 9m 늪이에서 13.5 m/s의 속.또보 바닥으로 떨어

지는 닉-하사고조건에 대해 전산코드인 ABAQUS/Explicit를 사용하여 구조해석

을- 수행한 검.파촬 보여주고 있다‘ 해석절과 Over-Pack에서는 Stress가 71준

값보다 펴-수적으로 나왔으며， Pb Cover의 경우 Stress는 기풋 값-보다 약 8.3

% 정도 크게 나왔다. 충격 완충 효과눈 밀도의 영향이 지배적이므로 해석에 사

용원 밀도의 충격 왼·충재보다- 약간 높은 벌도의 완풍-채활 사용하면 최대 Stress

값은 기준 값 내에 존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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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1-1 1. Over-pack Tresca stress contour.

S, Tresca
(Ave. Cri t.: 75갓 )

+3.S83e+02
+3.288e+02
+2.993e+02
+2. 698eHl2
+2.404e+02
+2.10ge+02
+1. 814e+02
+1. 51ge+02
+1. 224e+02
+9.291e+Ol
+6.342e+Ol
+3.393e+Ol
+4.440e+OO

5, Tresca
(Aile. Crit.: 75‘)

+3.360e+02
+3.099e+02
+2.616e+U2
+2.537e+02
+2.255e+02
+1. 974e+02
+1.693e+02
+1. 411e+02
+1. 130e+02
+8.489e+Ol
+5.676e+Ol
+2.863e+Ol
+S.031e-Ol

그림 3.1.1 -12. Pb Cover Tresca stress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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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 홉수채 적용성 평가

역-내·외 관련법규에서눈 운반 내용쓸어 액체인 캠우- 운1잔용기눈 뚜 기}의 격

납‘경계 또는 흡수불질을 포함한 하냐의 격납경제룹- 가져야 하며， 흡수-쩔칠은 내

용불의 뚜 비}를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고 명시히-jl 있다，

방사성 풍위원소촬 시·용-히-논 사용자뜰윤 가능하다-면 간결하거l 제작되어 사-용

하기 펀한 훈반용기활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두 채의 겪납경계로 꾸성된 운빈

용기보다깐- 흡수불·짚고↓ 하나의 객답정계효 꾸·성흰 훈반용-기가 보다 친결하게 제

작철 수 었잡 것이며， 사용하끼에도 펀려할 것이다. 따라서， 원자력 의학원의 싸

。1 크.도.뜨본-에서 생산되는 1-123 , Ga-67 T1-201 및 P-18 꽁의 액처I 빙사성

동위원소를 푼반하기 위한 국내용 A형 운반용가는 하나섹 격납경계와 흡수채로

격낭경계찰 구성하였으‘며 흡수재 실험을 통해 가장 적절한 흡수-채흘 선택하여

흡수재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P-델을 제작하고 시험을 수행하여 흡수재의 성

능윤 평가히였다.

(1) 흡수재

액체 흡수재로 사용되논- 재원로는 filter paper , facial tissue , cellulose

acetate sponge , polyurethane sponge ‘ wood pulp fluf f, cotton ball 및 흡수

성 폴리머 등이 었다. 이들 증 filter paper 및 facial tissue 등온 불 흡수쩍이

1.8 gig 및 4.0 gig 등으로 낯은 흡수용을 보여주고 었으며， polyurethane

sponge 및 흡수성 활려머 풍은 10.5 g!g 및 lOO~l ，OOO gig 똥으로 tlJ교적 높

은 흡수율-을 보여주고 었다， 따라서 흡수율이 낮은 재질은 채외하고! 비교적 쥔

수력이 높은- 것으로 알해져 있는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 및 흡수성 첼리

머， 그리고 magic block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옐랴난 폼윷 채택하여 흡수재 실힘

윤 수행하였다.

(2) 섣험방법

벙사성 동위원소 1-131 과 1-123은 NaOH(수산화나트륨") 약 0.4 % (0 .1

mo l) 띤 용액 에， TI-꺼01은 Na 0,9 %인 용액에 용해원 상태로 운반된다. 따라

서 흡수재 설험올 수행하끼 위한 용액으로는c NaOH 0 .4 %연 수산화나뜨흡수와

-38-



Na 0.9 %의 식염수를 적용하였다.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 및 멜라닌 폼은 다음과 같운 벙-법으로 수산화나

트륨수에 대해 3회， 식염수에 대해 3회씩 실험을 수행하였다.

i ) 적정한 비율의 크기로 각각 3 개씩 자른다

i i) 각각 시편의 무게를 측정한다.

ii i) 용액(수산화나트륨수또는 식염수)에 답근다.

iv) 시편이 충분히 액체를 흡수한 후 무게를 측정한다.

그러나 흡수성 폴리머는 분말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 및 멜라난 폼의 경우와 같이 수산화나트륨수에 대

해 3회， 식염수에 대해 3회씩 실험을 수행하였다.

i ) 비이커에 폴리머를 담아 무게를 측정한다.

i i) 비이커에 용액(수산화나트륨수또는 식염수)을 부어 무게를 측정한다

iii) 폴리머가 충분히 액체를 흡수하도록 약 1시간 정도 그대로 놓아둔다.

iv) 약 1시간 경과 후 체 (sieve)에 액체즐 흡수한 폴리머를 쏟는다.

v) 체를 통해 밑으로 액체가 충분히 떨어지도록 약 1시간 정도 그대로 놓아

둔다.

vi) 체를 통해 밑으로 떨어진 액체의 무게를 측정한다.

그림 3. 1.1-13. Weight of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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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파

표 3. 1. 1-4는 NaOH 0.1 mol인 수산화나트륨수의 경우 흡수재멸 흡수력

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1. 1-4에서 보면 흡수력은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가 약 20 gi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멜라닌 폼이 약 91 gig으로 가장

높았으며， 홉수성 폴리머의 경우는 약 73 gig으로 나타났다.

표 3. 1. 1-5는 Na 0.9 %인 식염수의 경우 흡수재별 흡수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도 NaOH 0.1 mol인 수산화나트륨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가 약 18 gig으로 가장 낮은 흡수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멜라닌 폼이 약 88 gi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홉수성 폴리머의 경우는 약 58

gig으로 나타났다.

홉수력파 함께 살펴보이-야 할 것은 홉수속도와 흡착력이다. 홉수속도는 벨라난

폼이 가장 빨랐다. 멜라닌 폼은 액체와 접촉되는 순간 바로 액체를 흡수하며 액

체가 담겨있는 비이커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는

벨라닌 폼보다 다소 늦지만 빠른 홉수속도를 보여주었다.

표 3. 1.1-4. NaOH 0.1 mol 수산화나트륨수의 경우 흡수재별 흡수력

1

중 량 (g)II
홉-Q수깐 λμ력 홉평수균력호닙수’재

흡수재 액체 흡수후 (gig)

、.~ f ‘
←~ 1 0.6354 13.4755 21. 2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 2 1.2196 23.24 19.1 19.8
(티앤앨)

3 1.939 37.1816 19.2

l 0.0937 8.6928 92.8

멜라닌 폼 (바λ 효) 2 0.1734 15.826 91.3 91.2

3 0.2724 24 .4204 89.6

1 0.30 22 .4 9 75.0

흡수성 폴리머
2 0.60 43.77 73.0 72.7

(코오롱 유화)

3 1.00 70.14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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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 1-5. Na 0.9% 식염수의 경우 흡수재별 흡수력

중 량 (g) 흡수력
며。 균

흡 수 채
액체 흡수후 (gig) 홉수력

흡수재 (gig)

l 0.6465 12.9675 20.1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 2 1.1476 20 .404 17.8 18.3
(티앤앨)

3 2.005 34.0812 17.0

l 0.0663 5.9145 89.2

멜라닌 폼 (바까、표) 2 0.1448 12.664 87.5 88 .4

3 0.3406 30.187 88.6
.-흐←← ~~-

0.30 18.99 63.3

흡수성 폴리머(코오롱
2 0.60 32.62 54 .4 58.1

유화)

‘봐
3 1. 11 62.90 56.7

흡수성 폴리머의 경우는 물의 경우는 상당히 빠르지민 수산화나트륨수와 식염

수의 경우는 상당허 느려 흡수성 폴리머가 자기 흡수력대로 모두 흡수하기까지

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흡착력의 경우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 주어지지 않

는 경우는 멜라닌 폼이 매우 우수하였으며，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는 콸

이 떨어져 흡착력에 있어서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흡수성 폴리머는

물의 경우는 빠른 속도로 고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수산화나트륨수와식염

수의 경우는 분말이 겔 타입으로 되어 흡착력을 평가하기 다소 어려웠으며， 외부

압력이 주어질 경우는 흡수성 폴리머가 가장 좋았다.

그림 3. 1. 1-15는 액체의 종류에 따른 흡수재의 흡수력올 보여주고 있다. 여기

에서 보면 NaOH 0.1 mol 인 수산화나트륨의 경우보다 Na 0.1 %인 식염수의

경우가 홉수력이 떨어집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액체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기

에 적용할 흡수재를 설계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흡수력이 떨어지는 Na 0.9 %인

식염수의 경우를 적용하여 흡수재를 설계한다면 1-131 , 1-123 및 TI-201도

운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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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OH Solution
‘ • Na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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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 1. 1-15. 액체의 종류에 따른 흡수재의 흡수력

12적 용할 유리병 (via t) 은액체 방사성 동위원소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에

12 ‘ 8 g이었다. 따라
.=-그J.. 。

π)o'C액체의액체를 가득 채울 경우병목까지mt 용으로

관련법규에서국내·외설계하면흡수재룹25.6 g 이상으로배인
t::
기-액체의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규정하고 있는 홉수재의

흡수식염수 25.6 g 적용 시%인3. 1. 1-16은 Na 0.9그림표 3. 1.1-6 및

흡수재를 적용하중량 및 체적을 나타내고 있다. 법규에서 만족하는 조건의재의

중량은 멜라난 폼이 가장 가볍고，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가 가장

폴리머가 가장 작고 멜라난 폼이 가장 컸다.무거운 반면， 체적은 흡수성

였을 때

¢~}. 미 체저
τ 。~ All '-'1

꾀b넉t 밀도 -늬5-l/\→츄앓 려씨“「
식영수 25.6 g 적용 시

(g!em')
중량 (g) 체적 (em')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 0.065 18.3 1. 40 21. 5

멜라닌 폼 0.011 88.4 0.29 26.3

0.6-0.8 I 58 ‘ 1 0.4 4 0.73

표 3. 1. 1-6. 액처l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거 적용을 위한 흡수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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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c따)

중량 및 처l 적.

Weight(g)

그림 3. 1. 1-16. 흡수재의

5

0

30 l

~ • Polyurethane Spongε :
25 매Mel빼e Fonn

| 口 Absorbent polymer

20 !

l5 {

10
1

그것은 벨라난 폼은 흡수력은 좋지만 밀도가 낮아 가장 작은 중량에도 불구하

고 체적이 가장 큰 것이다.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는 밀도는 흡수성 폴리

머보다 낮지만 흡수력이 좋지 않아 가장 무거운 중량과 비교적 큰 체적이 요구

되는 것이며， 흡수성 폴리머는 밀도는 높지만 비교적 흡수력도 좋기 때문에 중량

이 가벼우며 또한 체적이 적은 것이다.

실험결과만 놓고 본다면 흡수성 폴리머가 가장 적합한 소재로 판단된다. 그러

나，흡수성 폴랴머는 분말 형태로 액체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성형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위생용품으로 사용되는 아기 기

저귀와 같이 용도에 맞게 성형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흡수성 폴리머는 액체

흡수 시 체적 팽창이 발생하지만 체적이 팽창할 때 팽창할 만큼의 콩간이 충분

히 주워 지지 않는다면 팽창을 하지 못해 자기 흡수력만큼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운에 충분한 팽창공간을 마련해야만 한다. 따라서， 비교적 체적은 다소 크지만

흡수력， 흡수속도 및 흡착력이 좋고， 또한 성형성도 좋은 멜라닌 폼을 액체 운반

용기의 흡수재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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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체행 개봉선원 운반용기 해석평가

71-. 액체‘형 개봉선원 운반용기 운반용-량 결정

액체형 방사성 황워원소 훈반용-기는 원자략의학원의 싸이크포갚론에서 생산

펴는. 1-123 , Ga--67 , T]-201 및 F-18촬 국내에서 운반히-기 위한 든i주내용 A행

운반용71 와 원자로인 하나로에서 생산꾀는 [-131찰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수출

용-A형 운·딴용기로 ::L 대상찰 선정하여 운반용량윤 결정하였다.

(1) 국내 운반용 A형 운반용-71

원자력의학원의 싸이크로프론에서 생산되어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액체형

방사성 동워원갔，의 방사능 세기눈 추로 3.7 X 10-4 ~ 1.85 x 10-:1 TBq로서 운반

되고 있으며， 이 세기관 A 2 값 여하-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한 운반용-기의 형태

는 A형에 해당한다. 이틀 용량을 가신 용기뜰온 일반적으로 2개 또는 3개씩 원

자랙의학원얘서 소비지 -~- 운반되고 있다.

국내 운반용 A형 운반용기는 운반 효융을 고려하여 단위 차펴l용기 3개룹 하

나의 。ver-pack에 착채할 수 있도똑 설쩨하였으며? 그련 3. 1. 2-1은 단위 차폐

용기의 개요도룹 그힘 3.1.2-2는 over-pack의 개요도초등 보여주고 있다，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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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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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그힘 3.1.2- 2. Over-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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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차폐용기는 방사성 동위원소 1-123을 최대 1.85 x 10-3 TBq까지 적재하

였을 때 단위 차폐용기 표변에서의 방사선량율이 1 mSv가 넘지 않도록 차폐체

인 납 두깨를 11 mm로 하였으며， 중량은 약 1.6 kg로 하였으며， over-pack에

단위 차폐용기 3개를 적재하였을 때 국내 운반용 A형 운반용기의 총 종량은 약

4.9 kg 이다.

(2)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

나로에서 생산되는 액체형 방사성 동위원소

1-131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A형 웅반용

기는 국·내외 수송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1-131 에 대한 A형 제한치인 7 X 10- 1

TBq까지 운반할 수 있눈 bulk형으로 설계하

였다.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는 차펴1용기 및

。ver-pack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3. 1. 2-3은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의 개

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차폐용기는 방사성 동위원소 1-131을 A

형 제한치인 7 X 10- 1 TBq까지 적재하였을

때 단위 차폐용기 표면에서의 방사선량율이

b

κ
k

~
~~5

그림 3. 1.2-3.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

。

，이

’t、

1 mSv가 넘지 않도록 차폐체인 납 두께를 11 mm로 하였으며， 중량은 해외 수출

시 항공운반을 고려하여 60 kg 이하인 57 kg으로 최소화하였다.

나. 액체형 개봉선원 운반용기 격납형가

액체형 방사성 동위원소를 운반하기 위한 A형 운반용기에는 흡수재를 적용

하였으므로， 하나의 격납경계플 구성하였다. 따라서 국내 운반용 운반용기는 단

위 차폐용기를， 해외 수출용 운반용기는 차폐용기를 격납경계로 구성하여 격납평

가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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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운반용 A행 운반용기

국-내 운 f간용 A형 운반용-기의 운반대상 액체형 방사성 -동위원소는 원자펙

의회-원의 싸여크쿄트콘에서 생산되한 1-123 , Ga-67 및 Tl-201 로서， 격납 평

가델 수행하가 위한 기준 방사능 세기눈 딴우} 차펴l용기의 최대 운반용량인

L. 85 Xl 0-3 TBq로 하였다.

격 납해석 에 때한 절차 및 방볍 등은. NUREG/CR-6487 [4] 에 규정 되 어 있다，

격납해석에 수행하기 위해 먼저 허용 빙-출률을 산출하여야 하띠， 방사성 뜰질

의 허용- 빙‘출촬 (RN) 은 식 (1)호부터 :-r-할 수 있다.

fFN = A? X lO 6 x l- TBq/s - (1)“ i! AU 3600 ~ ~'i

여기에서 A2 값은 핵종에 따른 벙-촬 채한치로 국내외 수송관련 t섭규어l 명시되

어 있으며， 1-123 빛 Ga-67은 3 x 10° TBq이며， Tl-201은 4 × lo--l T8q이다.

따라서， 1-123 및 Ga-67의 허용 방출-찮은 8.34 X10-- 10 TBq/s , TI-201 의 허

용 방출률은 1. 11 x 10-9 TBq/s로 산출되었다.

허용 누섣률 (LN) 은 단위 시간녕· 격납 경계로부터 누설되는 유체의 허용 체적

여므로 단위 채적 당 방사능 농도로부터 결정훤다.

국내 운반용 A형 운반용기의 격납 정계는 방사성 동위원소촬 적채하끄 었는

유-려병이디. 12 c며(1 2 me) 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유려병어1 액체룹 가득 채웠윷

때의 액체의 중향은 12.8 g이므로 액체의 밀도(p)논 1.07 g/cm'이다. 원자력의

학원의 싸이표로트론에서 생산된 방사성 통위원소는 약 2 em' 의 용액에 용해펀

싱-테로 ;임-반도1 2::.-쿄-， 최대 방사능; 세기 1.85 X10-3 TBq일 때의 비 l1강사능 (SA) ‘은

9.25 x 10• TBq/g이다. 따라서， 빙사능 농도 (eN) 는 식 (2) 로부테 9.89 X 10"5

TBq/Cfif포 계산펴었다.

eN = P . SA TB4!Crr( …. ~ ..… ‘ (2)

액체형 방사성 동위원소 1-123 및 Ga-67플 운반함 경우 허용 누설촬윤 석

(3)으로부터 8.42X10…6 em’Is로 TI-201을 운반할 정우- 허월- 누설플은

1.12 X10-5 cm'/S로. 평가되었다，

Ljν = 함 c찌Is (3)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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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1.2- 1. 액체형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기의 허용 누설률

S「U ￡。ξ 운반용량( mC i) A2 (CD CN(C i/C미) LN(crr(/s)

1-123 50 8 1.1 0.2 8 .4 2x10-6

Ga-67 50 81.1 0.2 8 .42x10-6

TI-201 50 108.1 0.006 1. 12x10-5

1-131 18.9 18.9 3.15 1.67xl0-9

(2)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에 방시-성 동위원소 1-131을 A형 제한치인

7 X 10- 1
TBq까지 적재할 경우 허용방출률은 식 (1)로부터 1.94 x 10- LO TBq/s

로 산출되었으며， 방사능 농도는 식 (2) 로부터 9.89 X 10-5 TBq/cm로 산출되었

다. 따라서， 격납경계에서의 허용 누설률은 식 (3) 으로부터 1.67 X 10-9 c며Is로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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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액체형 운반용기 모렐제작

액제형 A형 운반용기에 대한 격납체계 및 흡수제에 대한 안전성 시험평가룹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운반용 A형 운반용기 및 해외 수출용 A형 운딴용기 모델

을 제착하였다.

가. 국내 운반용 운반용기 모델제작

국내 운반용 A형 운반용기의 격닙-체계는 홉수물질을 포함한 하나의 격납경

계로 구성하였다. 격납경계로서 액체 방사성동위원소를 적재하기 위한 유리병의

제원은 직경 22 mm , 길이 55 mm이며‘ 용량은 12 m~ 이다.

액체 홉수재의 재질은 실험을 통하여 멜라닌 폼을 선정하였다. 12 m.e 용량을

가지고 있는 유리병의 병목까지 Na 0.9 %인 식염수를 가득 채울 경우 액체의

종량은 12.8 g이며， 식염수 25.6 g 을 흡수하기 위한 벨라닌 폼의 중량 및 체적

은 표 3.1-6에서와 같이 0.29 g 및 26.3 c미 이었다. 따라서 흡수재인 멜라닌

폼의 두께는 Na 0.9 %인 식염수 25.6 g 을 흡수할 수 있도록 반경방향 4 mm

및 하부 10 mID로 설계하여 흡수재의 체적을 27 em'로 하였다.

유려병과 액처l 흡수재를 적재하는 단위 차폐용기의 구조재는 스테인리스강으

로 하였고， 차폐재로는 납을 사용하였다. 납의 두께는 단위 차폐용기 표변에서의

방사선량율이 1 mSv가 념지 않도록 11 mm로 하였다.

본래의 국내용 A형 운반용기의 충격

완충체는 9 m 낙하사고의 충격으로부

터 단위 포장용기 내부에 적재되어 있

는 유리병올 보호하기 위해 밀도 70

kg/m‘의 폴리우레탄을 적용하였지만

홉수재에 대한 시험평가를 위해 9 m

낙하사고조건에서 유리병이 깨질 수

있또록 충격완충체로 일반 스티로폼을

적용하여 그림 3. 1. 3-1 파 같은 시험

모델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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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수출용 운반용기 모델제작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는 유리병， 차폐용기， 충격 완충체 및

。ver-pack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의 격납체계는 해외 수출 시 항공운반을 고려하여

중량을 60 kg 이하로 최소화하고 또한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로 유리병에 담긴 액체의 용량만큼만 흡수할 수 있도록

흡수재를 설계하고 두 개의 격납경계로 구성하였다 . 1;z} 격납경계는 액체 방사

성동위원소를 적재하기 위한 유리병으로서 국내 운반용 A형 운반용기와 마찬가

지로 제원은 직경 22 mm , 길이 55 mm이며， 용량은 12 m.e 이며， clamping 을 수

행하여 밀봉을 유지하게 된다.

2차 격납경계는 유리병을 적재하는 차폐용기로 fluorocarbon rubber 재질의

O-ring을 사용하여 1;z} 격납경계가 무너졌을 때 격납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차

폐용기의 구조재는 스테인리스강이며 차폐재로는 납으로 단위 포장용기 표면에

서의 방사선량율이 1 mSv가 넘지 않도록 두께는 58 mill로 하였다.

9 m 낙하사고의 충격으로부터 차폐용기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유리병을 보호

하기 위한 충격 완충체는 밀도 150 kg/m'의 폴리우레탄으로 설계하여 그렴

3. 1.3- 2와 같은 시험모델을 제작하였다.

그림 3. 1.3-2.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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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반용가 격납처l 계 및 홉수재 안전성 시혐평가

국내외 운만관련 법규에서는 운반히고자 하는 내용-불이 엑체인 정우에 운빈

용기의 격납시스템은 두 재의 격납경계로- 구성하거나 또는 흡-수-울철쓸 포합힌

하나의 겪넙-경계호 구성하여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깎내용· 운반용기와 해외 수출용 운반용기에 대해 ANSI N 14.5 [5]

찢 ISO 12807 [6] 에서 규정하고 있는 누설시혐 벙-le쉽에 따라 누설시천을 수행하

여 액처l 방사성 동위원소릇 운반하기 위한 국내용 및 해외 수출용 운반용기에

대한 격납평가릎 수행하고， 국내-외 운반관련 볍 'If에서 규-정하고 있논 9 m 낙하

시험을 수행하여 흡수채에 대한 성놓시험 평가활 수행하였다-

가. 운반용기 격 l감처l 계 안전성 시험평가

(1) 국내 운반용 A형 운l칸용기

액체형 방사성 환위원소를 운반하기 위한 국내 운반용 A형 운딴용-71 의 1

차 격남경계는 유리병으로서 clamping을- 수행해 빌봉을- 하여 격납윌 유지하고

있다-

국내 운반-용 A형 운반용가의 격납경제인 유려병이I 대한 격납핑가한 ANSI

N-14.5 및 ISO 12807에서 규정하고 있는 vacuum bubble test m앉hod 및

evacuated envelope gas test method뜰 사용한‘ 누설시험올수행하여 평가하였으

며， 격납체계 안전성 시협평가뜰 위한- 기준 허용 뉴..설률은 “2. 나” 항의 격남평까절

과 I-123 및 Ga-67찰 운반할 경우의 허용 누섭률이 Tl-201'앓 운반-헨- 경우의

허용 누-설활보다 보수적인 값으로 평가되었으므로 8.42X 10-6 C마/s 델- 기쓴 허용

누설률-로 하였다.

(가) Vacuum Bubble Test

ANSI N-14.5 찢 ISO 12807 에서는 누설시험방법‘으-포 정향적 r상 t칩

(Quantitative m당thad) 5가지 와 정성 적 방볍 (Qualitative method) 6가지를 규정

하고 있다 Vacuum bubble test는 이활 가운데 정성적인 방법으로 용첩된 캡슐 및

재봉인할 수 있는 작은 용-/1블에 대해 적용할 수 었는 시협 1상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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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유리병을 유체가 들어있는 vacuum chamber에 넣고 chamber내의 압력

을 15~25 kPa 정도 감소시킨 후 1 분 이상동안 그 상태로 유지한다‘

·시험절차

i) Vacuum chamber의 뚜껑을 열고 시편을 올려놓기 위한 그물 망 구조

물을 삽입한다.

j i) Vacuum chamber 내에 ethylene glycol을 적당한 높이로 채운다.

ii i) Vacuum chamber의 뚜껑을 닫고 vacuum bubble 장치플 가동하여 1

분 이상동안 진공을 시켜 유체 내애 함유된 공기의 양을 감소시킨다-

iv) Vacuum chamber~ 압력을 대기압 상태로 환원한다.

v) Na 0.9 %인 식염수를 유리병에 가득 채우고 흡수재 평가시험 시 식별할

수 있도룩 파란색 잉크를 탄 후 clamping을 수행한 후 그림 3. 1.4-1과

같이 vacuum chamber의 뚜껑을 열고 그물 망 구조물위에 유리병을

올려놓는다.

그램 3.1 .4-1. Vacuum bubble tes t.

되



v) Vacuum Chamber의 뚜껑을 1갚.:iT Chamber 내의 압력을 15~25 kf'a

정도 감소시컨다-

vi) Vacuum Chamber내의 압력을 15~25 k애 청도 김-소시킨 후- 적어도 1

푼 이상동안 그 싱태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편으포부터 bubble현상이

발생하얀-지 여부촬 육언-으로 판찰한 후) Vacuum Bubble 장치의 가동

을 종단하고 사험윷 종」딘-한다.

·시험결과

유려병윷 유체가 뜰어있는 vacuum chamber에 넣고 chamber대의 압랙‘살

15-25 kPa 정도 감소시킨 후. 2 분 이성 그 상태로 유지한 누설시험에서

bubble이 발생지 않음으로서 격 1날경겨}의 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요로 판단펀다.

(나) Evacuated Envelope Gas Test

Evac1‘.::\뻐‘

하고 있는 누섣시험방법을가운데 정령:작얀 방법으로. 비교적 예민한 빈감도00-9

C미Is) 휠‘ 요구하는 용기뜰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다.

• 시험방법

유리병 내부공간에 helium 가스를 채운 후 내부 공간의 압력이 안정되띤，

그 상태를 15 분 이상 유지한 후 유리병을 누설시험 chamber어1 삽입하고

Helium leak detector를 사용하여 누설 여부를 검사한다.

• 시힘절차

i) Helium leak detector의 점 겪 빛 ca Iibration

CD Helium leak detector 좌측의 switch플 눌러 전원을 On 한다‘

(2) Turbo pump indicator가 "OK"를 나타낼 띠l까지 기다딴다.

(3) Helium leak detector의 전원을 。n한 후 30 분 이상 가동한다‘

@ Vent mode selection button촬 눌러 button의 ramp어1 붉이 뜰어

온 후 strip gauge ’‘ pi'가 대기입을 나타내논지 확인한- 후)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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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or inlet port의 뚜껑 을· 영-고 standard leak calibrator륜 연

결한 후 cycle button윷 누-른-다.

(5) Helium p당ak 및 cell emission current를 조정하여 standard leak

calibrator의 leakage rate와 같게 민감도플 조정한따.

® Cycle button을 누르고， standard leak calibrator 제 거 하고， leak

detector inlet port의 뚜껑을 단한다.

(한 Helium leak detector 익 cyde button-윤 누픈다

® Cycle button을 누륜 후， helium leak detector 좌측의 switch릎

、늘-라 전원을 。ff 한다.

i i ) 시험철차

CD i) 의 CD~(황향을· 수행한다

@ 시펀의 내부공간-얘 ;.1 험압력으로 helium 가스를 채운다.

정 내부 꽁간의 압력이 안정된 이후- 그 상태촬 15 환 이상 유지한다‘

® 누-설사 헝 chamber의 뚜껑윷 연다-

(5) Helium leak detector의 cycle button-을 누뜬다.

(회 Snlffer probe찰 helium leak detector의 뛰 쪽애 있는 sniffer plug

에 연결하고， sniffer test switch를 누흔 후 sniffer를 chamber 내

어1 위치시키연 chamber 내의 helium 량이 나타나며， 이 상태가

chamber 내씌 helium back-ground이므로 기록한 후 helium leak

detector의 cycle button을 누른다.

@ 시편월- 누설시 험 chamber에 넣고 chamber역 뚜껑을 턴는다，

® Leak detector inlet port의 뚜껑을 열고 chamber의 flexible hose

를 leak detector inlet port oJ] 연결한다

앉D Helium leak detector의 cycle button을 눌러 누설시험쓸 수행한다.

·시험결파

유려병에 helium 설as촬 채운 후 그램 3. 1. 4--2와 같이 vacuum chamber에

유려병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helium leak test 장비에 연결하여 수행한 누

[
<

ι
「‘
ι



설시험에서 측정된 누설량은 2.7xIO-8 C미/s로서， 허용

8 .4 2 X 10-6 em’/s 이하로 격납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느:λl ..s.-ol
12'=츠 ~

(2)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에 1- 131 7 x 10-1 TBq을 적재할 경우 격납경

계에서의 허용 누설줍은 1. 67 X 10-9 atm'c마'Is이다.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의

격납체계에 대한 평가 역시 ANSI N-14.5 및 ISO 12807에서 규정하고 있는

vacuum bubble test method 및 evacuated envelope gas test method를 사용한

누설시험올수행하여 평가하였다

(가) Vacuum Bubble Test

Vacuum bubble test method를 사용해서는 1차 격 납경계인 유리 병 에 대

해 수행하였다. Na 0.9 %인 식염수를 유리명에 가득 채우고 clamping을 수행한 후

vacuum chamber의 유체 속에 담근 후 chamber내의 압력을 15~25 kPa 정도 감

소시킨 후 2 분 이상 그 상태로 유지한 누설시험에서 bubble이 발생치 않아 격납

경계의 건전성이 유지됨을 앞 수 있었다.

그렴 3. 1.4-2. Evacuated envelope gas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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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vacuated Envelope Gas Test

Evacuated envelope gas test method를 사용해서는 1차 격납경계인 유

리병 및 2차 격납경계인 차폐용기로나누어 2단계로 수행하였다.

유리맹에 helium gas를 채운 후 차폐용기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은 후 그림

3.1 .4 -3과 같이 vacuum chamber에 차폐용기를 안착시키고 뚜껑을 닫은 후 그립

3. 1.4-4와 같은 helium leak test 장비에 연결하여 수행한 누설시험에서 측정된 누

설량은 1.0 xl 0-9 atm'C며Is로서 허용 누설률인 1.67 x 10-9 atm'c미'Is 이하로 나타

났으며， 차폐용기에서 유리병을 꺼낸 후 다시 vacuum chamber에 유리병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helium leak test 장바에 연결하여 수행한 누설시험에서 측정된 누

설량 역시 1.0 X 10-9 atm'cm’Is로서 허용 누설률인 1.67 X 10-9 atm·c며Is 이하로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의 격납경계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1.4-3. 수출용 운반용기 누설시험. 그럼 3. 1.4-4. Helium leak test equip.

나. 운반용기 흡수재 안전성 시험평가

비교적 흡수력이 높은 친수성 polyurethane sponge 및 멜라닌 폼， 그리고

흡수성 폴리머를 채택하여 흡수재 실험을 통하여 액체형 동위원소 운빈·용기에

적용하기 위한 흡수재로 멜라닌 폼을 선정하였다. 방사성동위원소 1-131과

1-123은 NaOH 약 0 .4 %인 수산화나트륨수에， TI-201 은 Na 0.9 %인 식염수

애 용해된 상태로 운반된다. 멜라닌 폼의 흡수력은 NaOH 0 .4 %인 수산화나트

륨수의 경우 약 91 gig이었으며， Na 0.9 %인 식염수의 경우 약 88 gig이었다.

야ω



따라서， 홉수력이 떨어지는 Na 0.9 %인 식염수의 경우를 적용하여 홉수재를 설

계하연 1- 131 , 1-123 및 TI-201도 훈반할 수 있다.

액체 방사성동위원소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용기에 적용할 유리병(via])은 12

mQ 용으로 병목까지 액체를 가꽉 채올 경우 액체의 중량은 12.8 g이다. 따리-서，

액체 중량의 두 배인 25.6 g 이상으로 흡수재를 설계한다면 볍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흡수재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I Na 0.9 %인 식염수 25.6 g 적용 시

흡수재의 중량 및 체적은 표 3. 1. 1-6에서와 같이 0.29 g 및 26.3 c바 이다.

운반용기 흡수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흡수재의 체적을 27 c찌로 설계하

여 차폐체인 단위 차폐용기를 제작하고， 9 m 낙하사고조건에서 유리병이 깨질

수 있도록 충격완충체로 일반 스티로폼을 적용하여 그립 3. 1. 3-1파 같은 시험

모델을 제작하였다. 흡수재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유리병에 Na 0.9 %인 식

염수를 가득 채운 후， 식염수의 흡수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 파란색 잉크를

섞어서 단위 포장용기의 cavity에 유리병을 넣고 뚜껑을 닫은 후 유리병이 깨지도록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낙하조건인 9 m 높이에서 자유 낙하시켰으며， 그림

3.1 .4 -5는 낙하시험 후 모델을 해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스티로폼이 완전히

깨졌음을알수있다.

그림 3. 1.4-5. 낙하시험 후 시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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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시험 후 단위 차폐용기 cavity에 적재된 유리병은 산산조각이 났으나 석염

수는 단위 차폐용기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았으며， 그럼 3. 1. 4-6과 같이 흡수채

가 식염수를 완전히 흡수하였음을 스’아
『
]
) 있었다. 따라서， 운반용기 내부에 설겨l

된 흡수재의 성능은 보정-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럼 3. 1.4-6. 액체를 흡수한 흡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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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용 운반용기 안전생 시험

가. 국내용 (KRI-ALM) A형 운반용-71 안전생사헝

(1) 국내용~ A형 운빈·용기

국내용 A형 운-반용기는 원통행 구조룹‘ 가진 운반‘용기로 그램 3. 1.5-1 및

그쉽 3. 1. 5-2에서 보석주-한 것과 감이 다~옴과 같은 구성요소플로 구성되어있다‘

• Over-pack & 충격완충체

• 차폐용기 (Shielded Package) & 흡수재

• 유-려 병 (Vial)

Over-pack은 직정 190 mm , 길이 160 mm , 그려고 1. 5 mm의 투쩨촬 가전 탄소

강으로 설계하였으며， 운반용기의 운반도중 발생 가능한 낙하사고로부터 차폐용

기뜰 .보호하기 워해 70 kg/m'의 밀도뜰 가지고 있는 폴리우러l 탄요로 서l작된 총

격 완충체흘 구성하였으며， over-pack의 총 중량은 0 .4 kg호 차폐용기 3개륜

적재할 수 있포록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I 一 123으로부터 발생하는 감마선-윤 차폐하기 위한 치펴l용기눈 본체 및 뚜쩡으

로 꾸-성되어 있으며， 재사용 할 수 있도혹 스테인퍼스강으로 설계하였읍. 차폐용

거의 본체와 뚜껑을 철합하였을 때 차폐용기의 씩부 제원은 직경은~ 63.5 mm , 깊

oj 90 mm이며， 내부 제원판 직경 22 mm, 길이 7 1. 5 mm포서， 내부에는 방사선 차

폐플 위한 납의 두께를 11 mm로 설계하여 차펴1·용기 표변에서의 병-사선량율이

1 mSv가 념지 않도확 하였으nl， 1.5 kg의 풍량을 가지고 있디

차펴]용기의 내부에는 발생 가능한 닉하사고로부터 격닙경계얀 유려병이 깨졌

촬 경우 액처I룹 흡수할 수 있도확 흡수재룰 설계하였다. 팝수채눈 흡수재 실헝을

횡-해 흡수-윷， 흡수속도 및 흡착랙 풍을 코-려하여 멜라난 폼윷 선정하였으며， 액

쳐l 증·량 12.8 g센 2배인 25.6 g 이상윷 흡수‘할 수 있눈 26.5 em'씌 체적윷 갖도‘

룩- 외정 31 mm , 내정 23 mm , 외부 길이 66 mm 찢 LR ‘부 깊이 56 mID칠- 가진 캡

형성-으로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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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용 A형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국내용 A형 운반용기의 안전성은 국내외 운반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

는 정상운반조건 및 액체형 운반용기의 추가조건에 대한 시험을 수행한 후 누설

시험을 통해 운반용기의 건전성올 평가하였다.

(가) 정상훈반조건

국내용 A형 운반용기의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안전성시험은 낙하시험과

적층시험만 수행하였으며 관통시험은 국내외 운반용기 관련법규에서 액체 방사

성 동위원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추가시혐의 관통조건으로 대치하였다. 살수조

건은 50 ffilll!h의 강우량으로 1 시간 이상동안 시편에 살수하는 조건이다. 이 조

건은 물에 의해 부드러워 지거나， 물에 의해 용해되는 접착불질을 가진 운반용기

에 대해 필요한 조건이지만 국내용 A형 운반용기의 외부표면은 탄소장으로 제작

되었다. 따라서， 살수조건에 의하여 차폐 및 구조적 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므로 살수조건에 대한 시험은 생략하였다.

국내용 A형 운반용기의 중량은 약 4.9 kg으로 표 3. 1. 5-1 에서와 같이 법규에

서 규정하고 있는 종량에 따른 낙하 높이 기준으로부터 1.2 m에 해당한다. 따라

서， 자유낙하시험은 1.2 m에서 수행하였으며， 자유낙하시험결과 낙하지점에 약

간의 흠집만이 관찰되었을 뿐 운반용기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

다. 적충시험은 국내용 A형 운반용기 중량인 4.9 kg의 5배를 초과하는 25 kg을

국내용 A형 운반용기 상부에 적층한 후 하루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국

내용 A형 운반용기는 어떠한 손상도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내용 A형 운반

용기는 정상운반조건에서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된다.

표 3. 1.5- 1. 정상훈반조건에서 운반물의 중량에 따른 자유낙하 높이

운반물의 중량 (kg) I 자유낙하 높이 (m)

운반물 < 5,000 I 1.2

5,000 .s 운반물 < 10.000 I 0.9

10,000 S 운반물 < 15,000 I 0.6
------ ------------

15,000 .s 운반물 I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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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행 운반용기 추까조-건

국내외 푼반용71 관련법규에서는 액체 운1간불와 경우 쟁상조건 。l 외에

추가로 낙하조천 및 관풍조건얘 대혜서 건전성을 엽중하도폼 규정하고 있다 r다

싸서， 9 m 낙하시험 및 1.7 rn 젠-똥시셈월- 수행한 후 누설사협윷 수행하여 추7}

조건에 대한 운딴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국내용 A형 운 l칸팽-71 씌 9 m 자유낙하시험은 두 차지 방향어| 대해 수행되었

다. 딴처 수평병향요로 l::t하한 후 연속‘하여 수적방향으로 낙하히-였다， 그험

3. 1. 5-3은‘ 수-평낙하시험 후 르주내용 A형 운반용거 운반용거의 표습을 보여주고‘

었다.9 m 차유녁하 시헝 후 5칸내용·A형 숍딴용기 f한반용끼는 ."7.량 3.1 ‘ 5-3과

젤어 충격 받은 부분야 찌그러플었다.

극L꺼용- At썽 옴반용-끼어} 훈싼훨 훈번- 내용월~~ 1--123，은 액싸l 방사생 향우{원소

。].:죠EE ， 국내·외 운반용기 관련법규에 따라 중링， 6 kg, 씩창 3.2 em아며 셨던-이

반구형 형상인 장철져}젤띄 관통 뽕을 1.7 m 높이에서 딴I간하jI 평평한 바닥 변

에 놓언 국내-§. A형 월산반용71 의 가장 싹한 부환에 자유녁하 사 7] 깐 조건oJl 대현

펀통시험올 수챙하였으여 시형결과 낙하지챔에 관똥 봉의 선단인 반구형 형상의

자국딴이 관쌀찍었을 빨 €:.반용겨띄 심각젠 구f:쩍 문재는 딸생하지 않았다. 판

퉁시험 후 해체한 락내용-A형 운반정:-7] 의 차펴}용기 및 격납경계얀 유리병은 그

렴 3. 1. 5--4와 강이 별다환 손상은 발생하지 않아 격닙경계인 유려병에 대한 누

설시험원- 수행하였다.

국내용 A형 운반용치의 l차 격납경계인 유리병얘는 정상운반조깐시험을 수행

하기 첼 첼웹L 가스흘 채우jl clamping훈 수행해 일왕옳· 하여 척냥쏠 유지시썼

다. 따랴서， 정상운반조건 및 추가조건에 대한 시험 완료 후 그럼 3. 1. 5-4와 같

이 퓨내용 A형 운반용7]촬 해처l 한 후 유리병을 꺼내 “4.까” 헝-확 “올딴용-기

격납체쩌l 얀-전성시혐평까” 에서 수행한 누설.사혐방볍인 vacuum bubble test

method 및 evacuated envelope gas test method룹 사용하여 누설시험을 수-행히-

였다1

Vacuum bubble test혜서는 그렴 3. 1. 4-1과 같은 vacuum bubt가e test 장비의

vacuum chamber에 유리뱅용 넣고 chamber내외 압력촬 15-25 kPa 청또 감소

시컨 후 2 분 여상 그 성-태£. 유지하였으나 bubble아 벨‘생처 않았다.

떠ω



그림 3. 1.5-3. 9 ill 수평낙하 후 국내용 A형 운반용기.

그림 3. 1.5-4. 관통시험 후 차폐용기 및 유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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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vacuum chamber에서 유리병찰 꺼낸 후 그험 3 ‘ 1 ‘ 4-2와 쌓은

evacuat장d envelope ga앉 test정-ul 의 vacuum c !lamb당r에 유-려병월. ，월 jI 뚜쩡윌，

닫은 후 helium leaka당e test 장비에 렐결하여 수행한 누설서혐에서 누설량은 허용

누설훨얀 8.42 x 10-6 em’/’S보다 냈은 l ‘9 x 10-9 crif/s S:-. 축;성꾀었 ζ1- ‘ 1여-파서，

vacuum bubble test와 evacuated envelope gas test 젤과로부터 국내용- A형 운

반용-치의 격납건전성은유지됨율알수있다.

나. 해와 수출용(KRI-ASM) A형 운번-용차 안천쟁셔험

(1) 책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

혀}와 수흉-용 At챙 운반용-기눈 원풍’협 ;FEE-룹 Y싹! 운반용71 로 J램

3.1 ‘ 5-5 및 그힘 3. 1. 5-6에서 보여주눈 껏과 깊야 다융파 질은 二규성요;소촬호

구성돼어있다

• Over -- pack & 충격완풍체

• 치-펴l 용7j (Shielded Package)

- 유려병 (Via l)

。ver-pack은 직 Over-pack은 직 경 298.3 mm , 질이 330 mm , :1.려 고 당‘ 5 mm

의 뚜깨홀 가전 주석 도팝 L엉연장환 (KSD ‘ 3516) 오호 제직찍었다. Over-pack

내부에는 운반용71 의 운반도중 발생 카능-한 낙하사고로부터 차폐용-기를 챔‘호하

71 위해 150 kg/rn!웬 말도활 까지고 있한 똘2-1우헤l 한요로 저}잠원 총객 환총체가

구성펴어 있 o 며 5 kg의 중량을 가져고 있다.

I-131로푸터 말생하눈 감at션을- 차폐하71 위한 치펴I용치는 분처l 빛 뚜껑 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차펴|용지의 본처l 및 뚜Z장의 구조채눈 스터l 언려스장으로 제작되었다.

차폐용기의 본처i와 뚜썽올-‘ 결합하였을 때 구조채의 외부 제원은- 직컸 155 mill , 길

이 189 rnm이 띠. 1. 11 푸 제원은 2약정 26 mm，설어 68 mOl로서 내부에 는 방시-산 ~1 짜

폐활 수행하기 확한 넙-려 56 mill 뚜째로 채워져 있으며， 40 kg의 중량윷 가져고 있

다. 차폐용기 본체 상팎와 뚜껑 하부에는 갤합윤 위한 풍랜?] 형상으로 처l작되었으

며. 본체 상부어I a···ring을 설껴l 하여 웹봉옳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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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5- 5. 해외 수출용 운반용기 개요도.

그림 3. 1.5-6. 해외 수출용 운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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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 7] 얀잔성서혐

해외 수쫓용- A형 운반용71 의 안전성윤 국t.써·외 fE·반관련 법규에서 규정하

고 있는 정상운딴조건 및 액체형 운반-용기의 추가조쉰에 대한 시형을 수행한 후

누설λl 챔찰 ·땅해 i쩡 7}떼었t:j-‘

(가) 정상훈딴조건

해씩 수쩔용-A형 훈빈-용기회 정상훈반조건에 때한 안전성사험은 낙하사

험괴- 작층시험만 수행하였으벼 관통시험은 국내외 운반용기 관련볍규에서 팩체

병-사·썽 홍위원‘갔:ψ11 패해 규정·히.}1.. 있눈 추-가사험요1 관황;쪼;건으-포 I객지하였다. 해

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의 외부표면은 주-석 도급 냉연강판 (KSD-3516) 으로 제

작되었다. 따라서， 살수조첸에 외하여 차펴1 및 구조적 건-전성얘 푼져l 흘- 야7] 하지

않으묘효 살수조건에 패한1: 시험은 생략차였다，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 71 확 중량은 약， 45 kg으로 표~ 3. 1.5-1에서와 같이

1업규에샤 규정하고 있한 풍향에 α}환 낙하 높-이 기쏟요료부터 1.2 m어l 혀l 렁-한

다. 따라서， 자유낙하셔협은 1.견 πl핵서 수행하였으며， 자유낙하시험결과 낙하지

점어| 악:간의 홉접만이 판찰-씩았-올 뿐 올반용꺼의 심깎한- 구쪼적 문제는- 발생하，

지 않았다. 적충사험은 혜와 수출용-A형 운싼용기 중향인 45 kg의 5배를 초괴

하는 230 kg을 적-내용 A형 운반용기 상부-에 적총한 후 하루 동안 그 상티{플 유

지히·였으며， 해외 쉬:찮-용‘ A행 -&반용71 한 어 I썩한 손상3죠. 발생하‘지 않았ct‘ 따라

샤， 정양운반조천에서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의 구조적 천전성은 유지된다.

(나) A행 운반용기 추가조건

해외 수출용 A형 운딴용거의 운반 내용물은 액셰 방사성통워원소

1-131 이다. 따려-서， 9 m 낙하시험 및 1.7 m 관황시험윤 수행한 후 누설시험

율 츄‘행하여 추가조건애 대한 운l칸용가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해외 수촬흉 A~챙 용-반흉기와 9 In 자유녁하사함판 두 가져 방향에 E찌해 수，행

l다쳤다. 먼쳐 수평방향으로 낙하한 후 연속하여 수적방향으로 녁하히·였다. 그럼

3 ‘1. 5-7 및 3.1.5-당눈 수평 및 경사낙하시혐 전 9 m 높여에 위치한 해외 수출

용 A형 푼l간용71 의 모습윷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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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5-7. 9 m 수평낙하 전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

그림 3. 1.5-8. 9 m 수평낙하 후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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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 1.5-9. 9 m 경사낙하 전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

그립 3. 1.5-10.9 m 경사낙하 후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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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힘 3. 1.5-8 찢 3. 1. 5-10관 수평 렛 ;청썽사녁

반용?치1 의 모.습윌- 보펙주4’- 있다.9 m 자유낙하 사혐 후 해외 수출용 A형 운반

용기는 그립 3. 1.5-8 및 3. 1. 5-1。과 같야 충격 받은 부분이 쩌그러뜰였다.

해찌 수성황용·A행 운반용71의 판풍시협은 추71·시‘협쪼전인 I ‘7 m 앓:() 1 에서 수

행되었다. 그렁 3. 1.5-11 몇 3‘1. 5-13은 수직 및 수평판통시험 전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았으며: 그i캠 3. 1.5-12 및 3. 1. 5-14는 즉:xl

및 수평관통λl 험 ;후 쾌외 수촬용- A~정 운반용기의 표습윷 보여주고 있다.

그립 3. 1.5-11 빛 3. 1.5-13파 잡이 중량 6 kg , 직쩡 3.2 em이 1 녀 선단이 반

구‘행 형상얀 감‘첼채질으l 편·똥 봉촬 1.7 m 높-이에서 단단하고 평평형l 바닥 R션，엠

놓인 해왜 수출용 A형 운반용기의 가장 약한 부분에 자유 낙혀서킨 결과 .-:r 펌

3. 1.5-12 및 3. 1.당-14외- 감°1 낙하지정얘 판풍 봉의 선단인 반구형 형상의 자

국만이 관찰되었윷 뿐 운’칸용71 의 성각한 구조적 문-채는 발생하지 않았다

관롱시험 후 해체한 해외 수출용 A형 운반용기의 차책용기 및 격납쩡계얀 유

혀t.썽유 그웹 3 ‘1. 5 -15 및 3 ‘ 1 ‘ 5'··16펴갚야 혈r.:+한‘ ;쏠상-윤 발생하.;:1，'\ 않-아 캠납

정계얀 유리병어1 대한 누설시험을 수행하였다.

해외 수‘쫓갱→ A 형 운반용기외 1차 격납경껴l 얀 유려벙어l는 정상훈반쪼컨사혐원수

행하까 전 헬륨 가스룹 채우고 clamping윷 수행해 멸봉을 하여 격납을 유지시켰다.

따라서， 정상훈반조켠. 및 추가조건얘 대한 서험 완효 후 그험 3. 1.5-17과 같이 국

내용 A형 용반용‘기촬 하l 체한 후 유려병옳 쩌내 “ 4.가” 향의 “훈반용71 져넙치1 계

연 전성λl 험 평 7F’ 에서 수행한 누설시 험 방법 언 vacuum bubble test method 찢

evacuated envelope gas test m앙thod설 사‘용하여 누설λl 협올 수행하였다‘

Vacuum bubble test에서는 그렴 3. 1.4-1괴- 같은 vacuum bubble test 장버려

vacuum chamber혜 유떠병윷 넣고 chamber니}의 압력쏠 15-25 k없 정도 검-소

시킨 후. 2 분 여성· 二i 상태료 유지하였으나 bubble어 밸생치 않았다‘ 따라서，

vacuum chamber에서 유랴병을 꺼낸 후 그행 3‘1.4-3과 겉은 evacuated

envelop장 gas t앙 st장뻐1 2.1 vacuurn chambξr어l 유-려병 짤 넣고 뚜쩡윷r 닿은 후

he\ium leakage test 장비에 연결하여 수행한- 누설사형에서 :누설량은 허용 누설훨

씬 1.67 X10-9 eilνs보다 낮은-2.7XI0··8 c떠Is 5=.효 측정되었다. 따라서， 이플 누젤시

험갤과호부터 국내용 A ‘행 운반용71 와 쳐납 전전성흔 유지횡을 앞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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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5-12. 수직관통 후 수출용 A형 운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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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5-14. 수평관통 후 수출용 A형 운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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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5-15. 낙하 및 관통시험 후 충격 완충체 모습.

그립 3. 1.5-16. 닥하 빛 관통시험 후 차폐용기‘

π



그렴 3. 1.5-17. 낙하 및 관통시험 후 O-ring 빛 유리병.

6. 의료용 A형 용기 성능시험 절차 수립

의료용 A형 운반용기에 대한 성능시험 절차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

로 인증 받은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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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운반용기 취급 및 운전장치 개발

1-131 18.9 Ci를 운반하기 위한 수출용 운반용기의 중량은 57 kg으로 사람

이 직접 취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출용 운반용기의 취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럼 3. 1. 7-1 과 같이 전동식 운반용기 취급 장치를 설계하여 그림

3. 1. 7-2와 같이 제작하였다. 또한 이 운반용기 취급 장치의 용기 받침대는 가변

형으로 제작하여 산업용 Bulk 선원 운반용기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遭팝펴뿔불
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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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 I 一 1'-'드=F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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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7- 1. 운반용기 취급 장치 도면.

그림 3. 1.7-2. 운반용기 취급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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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2 절 산엽용 B형 운반용71 개발

l 산업용 밀봉선원 운반용기 깨발

Ir-192 1상사선 밀봉선원 어생괄랴 4깨활 운싼할 수 있는 일봉선원 운·반용기

플 개발하였으며， 이 용기는 KRI-BS1 운딴용·기로 형명하였다. 하나의 Ir-192

방사선원 세기눈 5.55 TBq 050 CD 이고， 운반용기 전체의 lr-192 최대 방사

선원 세기눈 22.2 TBq (600 Ci) 이다. 밀봉선원 올반흉기의 중량을 최소화하기

워한 프포그램을 개발하여 차폐처l 형싱윷 최적화하였으며， 정상 및 사고조천에

대한 안전성해석 및 검증평가찰 수행하였다-

가. 밀봉선원 운반용기 설계가술 개발

(1) 3차원 전산해석 모텔링 기볍

지금까지 복잡한 행상의 모델인 경우 상용 CAD~.l 1-DEAS 이용한 3차

원 모델랭 후 ABAQUS/CAE에서 구조해석 또는 열전띨-해서윷 수행하고， 간단한

경우 ABAQUS/CAE에서 제꽁되는 CAD 촬융 사용하여 fF- 댈 E껑을 수행하였다.

운반용기꾀 형상을 최적화하기 워하여 Parametric 기볍으로 그램 3.2.1-1파 같

이 모델의 치수q. 지}질 등외 변경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프로‘그랩 절차는 다음‘

과 같다.

- ABAQUS/CAE 때드fiE- 파일 (.jnl파일) 생성

- 설계 치수 변수쓸의 댄경 처라가능

- 구즈， 완충， 차펴1 형상밸 데이터 베이스

- 해석 IE델의 경제 조건1셜 데이터 베이스

- 용기채집l (꾸

우}와 감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딴총체 케이스， 완충처1， 차혜체 웰 1잊 차펴l 체

구조의 3차원 모델링을 착성하였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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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 1. Modelling procedure.

(2) 복합 안내관의 기본설계

그럼 3.2.1-2 는 복합 안내관 및 밀봉선원 어셈블리를 나타내며， 프닐L 당1- o~
---, 님 ~

내관의 형상 및 배열에 따라 차폐체 형상 및 크기 중량이 변화 하므로 표띤 벙

사선량률을 기준으로 중량 최소화하는 계산 평가가 필요하다 t 차폐체 표면선량률

100-150 mrem/h를 기준으로 복합 안내관 형상 계산을 위한 Fortran 및

Mathematic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알고리즘은 그림 3.2.1-3과 같다. 그림

3.2.1-4와 같이 4개 안내관 중 단일선원과 27~의 선원을 고려한 개별형 차폐재

(납) 형상 및 조합형 차폐재(납+DU) 형상을 결정하였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 3.2.1-1과 같이 DU 차폐체 치수를 결정하였다. DU 두께 40 mm 기준하여

(최대폭 : 18.5 em , 최대 높이 27.8 em)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복합 안내관과 차

폐체를 최적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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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안내관
퍼
에

블캠어현

n
선봉멀

현션

구

봉

업

멀

투

멀홍션원

장착위치

그림 3.2.1- 2. Basic shape for guide tube.

i각 션훤꽉류프틀간의 교E차첨 껴l잔

·납차빼째의 두꺼l 몇 명장계잔

·중섬캠어l셔의 DD 두째 제잔
-DD 두째얘 따른천i삐 차빼쩨 두껴l 수갱

복합 안내판차빼형장철갱

그림 3.2.1-3. Algorithm for determination of shielding shape.

η



3.2.1-4. Determination step for shielding shape.

표 3.2.1- 1. Shielding size as a variation of DU thickness

DU Thick. (mm) Max. Width(mm) Max. Height (mm)

10 225 298
1 ~ν- ....-

f 25
1‘ζ

205 288
L

뚫、 40 185 278
i -“- 서

(3) 밀봉선원 운반용기 개요

밀봉선원 훈반용기는 그림 3.2.1-5 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원통형 구초

를 가진 운반용기로 완충용기 (Absorber container)와 차폐용기 (Sheild

container)로 구성되어 있다. 차폐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완총용기는 본체 및 뚜

껑으로 구성되어 있다. 완충용기의 본체 및 뚜껑의 구조재는 1.5 mm의 두께를 가

진 탄소강 SS-400으로 제작되었으며， 완충용기의 본체와 뚜껑을 결협-하였을 때

구조재의 외부 제원은 직경 328 mm 높이 426 mm이며， 내부 공간제원은 직경

202 mm , 완충용기 뚜껑을 제외한 높이 271 mm이다. 완충용기의 뚜껑은

A193-B7의 MIO 육각머리 볼트 6개로 조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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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urethane
foam

Tube

Tungsten Lead

그립 3.2.1-5. Schematic drawing of KRI - BSI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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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와 800 ·C 의 화재사고로부터 차폐용기를 보호하기 위해 200 kg/m'의 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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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사고 시에 난연성 폴리우레탄의 자연 발화 시간올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방

화재가 완충용기 외부 첼 내벽에 둘러 쌓여있다.

차폐용기는 차폐체와 차폐체를 울러싼 스테인리스 강 본체 및 방사선 밀봉선

원 어셈블리를 장착할 수 있는 안내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폐용기 본체의 외부

형상은 원통형으로 하부의 일부는 원통형이며 상부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형상이다. 차폐체는 차폐용기의 중섬에 텅스텐 차폐체가 있고 바깥쪽에 납 차폐

체가 있다. 차펴l용기 본체의 하단 내부에 있는 원통형 텅스텐 차폐체는 안내관의

직선부가 조립될 수 있도록 4 개의 구멍이 었다 텅스텐 차폐체는 외부 직경

152 mm , 높이 108 ll1m 의 크기를 갖고 있다. 4개의 안내관은 차폐용기 상부에서

볼 때 90。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안내관의 한 쪽 끝은 직선부로 차폐용기 중

심부에 있으며 막혀 있고， 다른 끝은 곡선부로 차폐용기 상부로 납 및 텅스텐 차

폐체를 관통하고 있고 M22 나사부가 있는 마개를 장착하고 있다. 차폐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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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connector--

r- Sour야 cap

Capsu Ie (conminmen\ boundary)

본체 및 안내관의 구조재는 스테인리스강 SS304으로 제작되었다. 차폐용기의

본체와 안내관올 결합하였을 때 구조재의 외부 제원은 직경 200 mm , 길이 286

mm이다. 안내관은 직경 13 .4 mm으로 직선부는 70 삐이고 콕선부의 중심각은

50.8。 이며 반경 90 mm으로 원호길이는 84.8 mm이다.

운반용기의 격납 경계는 방사선원 캡슐:- (radioactive source capsule)이다. 이

방사선원 캡슐은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3호， I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R-l 및 US 10 CFR Part 71에 따라 특수형 방사성물질로서

인허가를 받았다. 밀봉선원 운반용기에 적재되는 운반 내용물은 그럼 3.2.1-6과

같은 lr-192 방사선 밀봉선원 어셈블리 4개이다. 하나의 Ir-192 방사선원 세

기는 5.55 TBq 050 Ci) 이고， 운반용기 전체의 lr-192 최대 방사선원 세기는

22.2 TBq (600 cn 이다.

KRI-BSI 운반용기는 차폐용기의 안내관에 방사성 동위원소인 Ir-192 밀봉

선원 어셈블리를 장착하고 안내관 마개로 막은 후 차폐용기를 완충용기에 넣어

완충용기 뚜껑을 조립한다. 조립된 완충용기는 차량 올반을 위해 결속장치에 고

정하여 운반한다.

.Man : SUS304

oOimension (mm)

• Capsule :00 5.2, L 8. 0.571

- Source cap: 006.35, L 13.5

- Cap CO JU1eclor . 006.35 , L 10.88

- \V ire cable: 00 5, L 151 44

.--- Wire cable

Slopball -->

Pigtail connector

그림 3.2.1-6. Sealed sourc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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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밀봉션원 운반용기 안전성해석 평가

KRI-BSI 운반용기의 운반 내용볼은 방사선원 1r-192로서 방사능 150 Ci

크기의 밀봉선원 어셈블리 4개를 운반하는 용기이다. KRI-BSI 운반용기는 국

내·외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관련 법규 [1-3J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능 세기의

기준에 따라 B(U)형의 요구사항을 평가하였다.

(1) 구조해석 평가

(가) 운반용기 일반조건 및 구조설계

운반용기의 일반요건 중에서 검토사항으로는 운반용기 최소크기 요건，

재질의 화학 및 전기적 반응 및 일반 구조설계 부분이다. 4개 밀봉선원 운반용

기는 직경 328 mm , 길이 426 mill의 원통형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므로 국내외 운

반용기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는 ” 운반용기의 가장 작은 한 변의 길이는

10 em 이상” 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한다，

4개 멸봉선원 운반용기의 화학 및 전기적 반응과 관련하여 처l 작에 사용된 채

질들 중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원 재질은 텅스텐， 스테인리스강 및 탄소강이다.

이들 재질뜰은 구성 요소들 간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화학적， 전기적

반웅은 발생하지 않는다. 낙하사고 및 화재사고 시에 차펴}용기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용기의 충격 완충체로 사용되는 난연성 폴리우레탄의 발화시간을 최대한 지

연시키기 위해 사용한 방화재는 화재 발생 시 산소와 화학 반웅을 하여 물을 생

성하며 4개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안전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운반물이 특수헝 방사성물질이므로 차폐용기의 일봉 뚜

껑설계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구조설계는 완충용기의 인양

및 결속장치설계룰 수행하였다.

운반용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운반용기 상부에 설치되는 인양 고리 (l ifting lug)

눈 ANSI N14.6[4] 의 규정에 따라 총 중량의 3 배인 하중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야 한다. 인양 고리는 4.5 mm 두께의 탄소강판에 직경 20 mm 인양 구멍이 있다.

운반용기의 상부에 부착된 인양 고리에 걸리는 설계하중은 2 개의 인양 고리가

운반용기의 모든 하중을 지탱한다고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인양 고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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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작용하는 하중온 다음과 같다. 운반용기의 중량은 120 kg으포 가정하였다.

Y~' 3 We앓k 3 X 120
W = ;「-= -3--= 180 않

S σv 2‘ 549
--수 = -~~=- = 12.75

σ 200

여기서 Wcask = 180 kg 운딴용-지의 중량

n = 2 : 연양 고려의 수

인양 고리의 구땅에 발생하는 응력은 인장용랙으로 다감파 김r다.

w w앵sk 180 . ~ _ ,. I "

σ= --: ---= - ---= 200[탱Icrn2

A bL 2 X 0.45

여기서 인양 고려의 단면적은 0.9 cm 2 이다.

또한 탄소강의 항복깅-도를 고려하면 안전율은 q음파 갈다.

여꺼서 δy = 2,549 kg/cm2 : 탄소강 A36(SS400) 의 항복강도

인양장치는 얀전올 12 배 이상을 갖고 있으프로 안전하다.

국내 파기부고시 2001-23호 및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H-l 에 제시된 운반용기의 쩔속장치 /넙.계에 대한 가속도륜 기준으로 -결속

장치~를 살계하였다. 길이방향으호 10 g , 수평 l상향 딩 g , 수작방향으호 2 g의 가

속도룰 규정하고 있다. 먼저 운반용기의 결속장치는 용기의 바닥에서 147 mm 높

이에 4가}의 볼트체결 방식으호 설계되었 Cr. 용기의 듀L게중심은 바닥면에서 약

190 mmoll 위치하고 있다. 먼저 깊이방향의 가속도~ 10 g를 고려할 경우 운반-영

기 중량윤 약 120 kg으료 10 g의 중팩가속도가 작용힐- 경우 10바l 중량인

1 ,200 kg으확 계산뭔다. 그럼 3.2.1-7은- 용기 결속장치 설계의 안진성 평가 계

산윷 위한 단순화 형상이다. 4개의 결속용“불트가 바닥떤에서 148 mm에 위치하

고 중력까속도가 직-용하、논 순간 。점을 중성으로 용기한 회전하게 된다. 이눈 용

71 콜 감싸는 구조풀이나 라브를· 고E끽하지 않은 것으로 보수적인 계산 결과를 도

출하케 된다. 먼저 길이방향의 안전성 펑가룹 위해 볼-트워치 l 변과 3번애 작용

하는 히-풍‘앉 f;....a 그리고 2번과 4번에 착용하는 하종윤 Fb포 정의한다. 회전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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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는 활프위치 3번의 바닥에 위치한다. 중력가속도가 작용하는 순간 볼트에 작용

하눈 하중온 수직방향 협의 평형과 모멘트 합의 평형에 조건윷 만족해야 하므로

다음과 갈이 겨|산된다.

4

.... 3

a
9
!
iv

”
ι

kv
t’-

。
2

(a) Moment of bolting joint (b) Distance of bolting joint

그림 3.2.1-7. Position of bolting join t.

2F;‘ +2캠= 1200 kg : 수직방향 힘의 평형

328 x F" + 2 x 232 x캠= 190 x 120 x 10 [kg • Tnm] : 모멘트 합의 평 형

328건 十4641':= 228,OOO[kg • mm]

따라서 체결워치 1번애 작용하는 하중 Fa =z. c1 고 2번 g:눈·4 번에 작용하한 붉프

하풍 Fb는 다읍과 같이 계신-된다‘

휠= 370.6 kg , 뀐'，= 229.4 kg

따라서 체결위치 1 에 위치한 팔트에 가장 큰 하중이 착용하체 된다. 이를 M8볼

뭔의 단면적을 .T1. 려히} 응획을 계산하띤 다음과 감다.

370 ‘ 6x4 ., 、
σ ~-.，. -.: - - - _~ = 7.37때Imm~

πXW

체결에 사용되는 볼뜨의 채질은 33400이며， 항복용-력은 25.5 κg/mm2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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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이므로 안전계수는 다음과 같다.

S σ" 25.5= -~-= •-=:-=- = 3.46
(T 7.37

견피-천으로 처l 결-봄트는 3 이상의 안전계수꽉 가지기 때뜯이1 법적 기띈에 따환

결속장치는 충분한 강도촬 갖는 것으j갚 판단된다.

똥일한 병-식..?_5:- 수평방향 5 g에 대한 안전성 평가 계산은 다쯤과 같다. 먼저

체겸.붉트 4 번 방향으로 운반용거의 하중이 작용할 경우 모멘프 증심은 4번 위치

의 바닥면에 위치하케 된다. 따라서 Fa는'2번 위치의 체결볼E 에 작용하는 하증，

Fb는 1 번 또는 3번 위치에 작용하는 체젤헬-트의 하충윷 냐타낸다. 번-저 수식방

향 힘과 모벤트 합의 평형은 다읍과 같다

2~ +2F;,= 600 kg : 수직방향 힘의 평형

328X캄 +2x232x찍= 190x120x5 [kg' η~m] : 모멘트 합의 형 형

~~28뀐 +464찍= 114000[kg • η~m]

체결위치 2번과 1 번 또는 3번 위치에서의 볼트하중은 디-읍과 같이 제산펀띠

건= 185.3 kg , 적= 114.7 kg

2번에 위치한 체결볼트에 가장 콘 하중이 적용하게 현-마， 이쉴. M8올E츠의 단

면직을 고려해 음려윷 계산하띤 다음과 같다

185.3 X4. _.... I 0
σ= --- - " - = 3.69 쩌Imm2

π x s<

따라서 안전계수는 다융피- 감다.

Q
잉

nO

짧
-
뼈

σ
y
-gn

、
.
“

수평방향의 중떨까속도~ 5 g어l 대한 처l 겹촬트눈 약 7 정도의 안전채수칠， 7}지

기 때문에 결속장치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으로 판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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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방향의 중력가속도 2 g에 대한 결속정-치 안전성 평가는 운반용기의 2배

중량인 240 kg에 대해 4개의 체결볼트에 대한 인장 및 압축강도를 계산하여 평

가되었다. 먼저 볼트 한 개당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4F = 240 kg

따라서 볼트 한 개당 작용하는 하중은 60 kg이 다.

이를 M8볼트의 단면적을 고려해 응력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60 x4 _, ~
σ= -=-=----:-:;- = 1.19 kglmm‘

πx8‘

따라서 안전계수는 다음-과 같다.

s= a y = 25.5- -ζ= -- - = 21.4
σ 1.19

수직방향의 중력가속도 2 g에 대한 체결볼트는 21 이상의 안전계수플 가지기

때문에 결속장치는 충분한 강도룰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1- 2. Strength and safety factor of bolting joint

횟" --- 보EE 카。도 계산 강도 ‘를
안전계수

죠。려「가소「 도

(kg/mm') (kg/mIlt) 기준 (g)

길이방향 7.37 3.46 10

수평방향 25.5 3.69 6.9 5

-까「、 -3J 닙。L종。]: 1.19 21.4 2

(나) 중량 및 무게중심

4개 띨봉선원 운반용기의 무게중심은 바닥에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약

190 mm에 위치하며 중량은 표 3.2.1-3과 같이 약 114 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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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3. Weight and center of gravity

4개 밀봉선원 운반용기 중량 계산

용-기 구분 구성품 체적 (m’) 밀도 (kg/m') 중량 (kg)

구조재 (SS400) 0.001334738 7890 10.53108282

방화재 (3M-MAT) 0.004294322 865 3.71458853
Body

충격완화재 (PU) 0.018715622 200 3.7431244

17.98879575

완충
구조재 (5S400) 0.000273068 7890 2.15450652

용기

방화재 (3M-MAT) 0.000378082 865 0.32704093

Cover 충격완화재(PU) 0.003231098 200 0.3231098

、κ，.
n

“

/'"
넉""

2.80465725엇、

구조재 (SUS304) 0.000829038 8027 6.654688026

r
차떼재 (DU) 0.00429969 11341 48.76278429

Body Tungsten (W) 0.001959752 18500 36.255412

f ....-
‘갖←i

、l

-.I) \
-τ，‘ 9 1.67288432

차펴|
‘
~

용기
구조재 (SUS304) 0.000150318 8027 1.206602586

、、 /
• 2

Cover

1. 206602586

Total 113.672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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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질의 기계적 특생 및 화학적 특생

4개 밀봉선원 운반용기에 사용된 주요 재질의 항복웅력， 인장강도 및

밀또 뚱과 같은 기계적 특성은 표 3.2.1-4와 같다. 차폐체 재료는 납과 텅스텐

을 적용하였고，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강 STS 304이고， 완충용기 케이스는 탄소

강 A36를 적용하였다.

스테인리스 강 A240 type 304 (STS 304) 의 기계적 특성에서 ASME

section II 표 2A에서 제시된 웅력강도는 상온에서 137.90 MPa (20 ksi)이며，

인장강도는 517.11 MPa (75 ksD , 항복용력은 206.84 MPa (30 ksi) , 탄성계수

195.122 GPa (28.3E6 ps i), 연신률은 40 %이다. 스테인리스 강 304의 열팽

창 계수는 ASME Section II Part D-Properties 표 TE-1 (pp.669)에 제시된

값을 다음 표 3.2.1-5와 같이 정리하였고 열웅력 전산해석에 적용·하였다.

텅스텐은 산업체에서 제시한 값을 적용하였으며， 납은 NAC-STC SAR에 제

시원 값을 인용하였다. 납의 기계적 특성 값은 탄성계수 15,720 MPa , 프와송

비 0.4 , 밀도 11 ,341 kg/m3, 항복웅력 4.413 MPa을 각각 적용하였다. 납의 소

성영역은 완전 변형 (perfectly strain)으로 적용하였다.

폴리우레한 폼의 특성 값은 산업시험원에서 측정한 자료를 정리하였으며 밀도

200 kg/m 3

’
탄성계수 76.926 MPa , 소성웅력과 변형융은- 표 3.2.1-6에 정리하

였고 프와송 비는 부서지기 쉬운 재질이므로 0 ， 01로 가정하였다.

표 3.2.1-4.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t
Mechanical properties

Material Yield Strength Ultimate Density
(MPa) Strength (MPa) (kg/m»

Lead 4.4 13 11 ,341

Tungsten 637 .4 -735.5 18,500

Stainless steel
206.84 517.11 8 ,027A240 type 304

Polyurethane foam 1.6843 455.076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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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2.1-5 ‘ Thermal expansion of stainless steel

Expansion T상mperatur강 Expansion Ten\perature
(m/mre) ("C) em/mrC) CC)

15.30xI0-6 21 19.62 X10"6 427

15.66xIO • 5 38 19.80x 10-6 454

16 ‘ 20 xl 0 6 싫ω 20.16 X10"6 4 생2

16.74 x 10-6 93 20.34 X10-6 510

17.28X 10-0 121 20.52x 10-“ 538

17.64Xl η-6 149 츄듀 i 20.88 X10-6 566

IS.OOXIO…6 177 21.06xI0-6 593

18.36X 10'6 204 21.42 X10-6 621

18 ‘ ~)4xIO-6 232 2 1.60 X10"6 649

18.90xIO-6 260 눔.... 1 - 21 ‘ 78 X10-5 677
/- • t

19.08 X10-6 288 2 1.60x 10"'6 704

19.08 X10-6

t셔~.;- /j
732

19.26 X10'-6 343 1/ 20.88 x 10-6 760/

19 .4 4 x 10"0 ‘t 371 Ji 19.80 x 10-6 788

19.44xl앙 6
\κ

399 18.54 x 10-6 816

표 3 ‘ 2.1 “ 6 ‘ Plastic stress-strain of polyurethane foam
../

Plastic stress (~，Pa) Plastic strain (MPa) Plastic stress (M생) Plastic strain 써Pa)

1.6843 g ‘ 21.1481 0 ‘ 530353

3 ‘ 78057 0.095261 i ‘ ~
3 강 .5571 0.55잉 193

4.16089 0.182267 59.5851 0.587012

4. 션 3388 。.262301 71 ‘ 303 0.599073

5.80721 0.;336:397 167.246 0.697826

7.5369 0 .405367 263.19 0.796579

1.246 0 .4 69857 359.133 0.895331

14.853 0.500582 455.076 0.99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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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상운반조건

법규에서 규정하는 정상운반조건인 고온， 저온， 압력， 살수， 자유낙하，

적충 및 관통조건에 대한 구조안전성올 펑가하였다.

밀봉선원 운반용기는 4개의 Ir-192 150 Ci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이 3.6 watt

로 매우 적은 열을 발생하고 있어 고온 및 저옹조건에 대한 열응력 평가는 고려

할 필요가 없다.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격납경계는 안내관 내부에 있는 캡슐이 격

납경계에 해당된다. 밀봉선원 캡슐은 특수형방사성물질로서 별도의 안전성평가흘

받으므로 운반용기의 압력조건에 대한 구조평가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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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 1. 1 Para 72 1. 1 에 기술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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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용기에 대해 필요한 조건으로， 외부 층이 금속， 나무， 세라믹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진 운반용기는 이 조건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4개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외부표연은 탄소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물에 의한 영

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하여 차폐 및 구조적 건전

성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CD 자유낙하 (Free drop)

4개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중량은 약 120 kg으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

는 표 3.2.1-7과 같이 중량에 따른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자유낙하 높이기준은

1.2 m에 해당한다.

표 3.2.1-7. Free drop height with transportation weight in normal

transportation condition

운반물의 중량 (kg) 자유낙하 높이 (m)

운반물 < 5 ,000 I 1. 2

5,000 s 운반물 < 10,000 I 0.9

10,000 S 운반물 < 15 ,000 I 0.6

15 ,000 흐 훈반울 I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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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ertical drop (b) Horizontal drop Cd Corner drop Cd) Oblique drop

그램 3‘2.1-생‘ Simulation model of drop condition.

자유낙하 전산해석은 낙하 방향에 따라 수칙， 수-평， 무거1 층심 및 겸사 녁히“에

대해 수행되었따. 또한 웅력 껴1산 값뜰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 그렴

WB-3221 ‘ l 에서 Tr‘성하고 있한 장려 치}한 값이며 헬연속면;파‘ 판성 영향월‘· 받

으므로 부분 딱 응려 {PLY 으로 고려하여 용력강도의 1.5 해룰 작용한다. 따라서

스터1 인리스 장 304에 때해서 206.84 MPa이 웅웰 져1 한 값이 원1::}.

낙하조건에 때힌- 잔산해석은 ABAQUS/EXPLICIT ver. 6.5.1윷 사용하였으

며， 해석표I 델은- 」:;l 렴 ~3.2.1-8과 같이 젤야 r상향으로 자른 던-연을 갖는 1/2 모델

이 책용페었다‘ fEL 젤령은‘ 싼중용7] 애서 본처l 및 뚜껑 커!α]~、-씌 스터l 인페스 것l 피

폴려우례단 폰， 차폐용기에샤 본체 및 뚜쩡 케이스의 깐;펙인해스 강꾀- 답 차펴l

헤， 내부 f침싼‘턴l 짜빼l 쳐1 와 sl-찍변인 경‘치}변 당옳 포항‘하고 있 tl.

전산입력 빛 해석결과 단위계눈 길이 [m폐， 힘 [N ], 칠량 [ton] , 사건. [sec],

응력 (MPa] > 어l 너 ;<:.1 [m]] 빛 띨또 [ton!mm3 J 올、 각깎 적용하였다. 운반용-기 모

텔은 C308H 융떳처1 요.소(solid element) 30tt54 개와 젤점 (node) 21016 개

를‘ 사용하였다‘ 폴려우레탄 폼， 스터1 얀리스강 납 및 텅스헨 치-쾌쳐} 풍과 감은 이

풍 ~H 설 사여 :1테고 7] 채적으료 조렵피논 면몫 IE두- 첩측변-‘연 jE 처펴하·였다- 하

풍조건은 분반용기의 낙하높이 1. 2 m에 ~당하는 외치에너지와 동퉁한 초기속

또 4 ‘851 m/s풍 적용하였다. 포텔- 전체에는 향핵가속Ei 9.806 m/s2플 적용하였

다. EE헬령의 충량은 55 ,122 kg으로 계산되었으1져， 전치} 종량의 1/2 크71 이다.

4 재 띨봉선원 운반용71 의 1. 2 In 수직낙하-해석은 운반용기까 수착 :At서1 로 당

4석 1견에 총똘하눈· 솥간올 해석하였o 며 해석사칸윤 10 msec이다. 바꽉 수썩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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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IE \/hole !lodel
-- ALLY.E ‘hole Kodelt--• .\L LPIl \/hole Kodel
-‘ ALL~ Whole r!odel
←-녕 !:TOTAl‘ Who 1e !lode 1 I[)(10’ l
XftUI 0.000[+00
X값X 1. 000[-02 I 0.00
YllIN O. 000[+00
YIlAX 6.313[+05

0.20

0.00
0.00 2.00 ‘.00 8.00 8.00 10..00 lIt 1에

꺼me [sec]

(bottom vertical drop)의 총 에너지는 그럼 3.2.1-9와 같이 630.894 m]이며

위치에너지 648 ,632 m]과 2.7 % 오차를 갖는다. 운동에너지는 충동 후 약 1.7

msec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약 3 msec부터는 충돌

7-]동이 완전히 끝나고 탄성력에 의해 다시 튀어 오르는 결과를 보였다. 즉 3

msec 이후에 변형에너지와 소성 소멸에너지가 최대가 되었다. 그라고 뚜껑 수직

낙하(top vertical drop) 의 총 에너지는 617 ,460 m]로 위치에너지와 4.7 % 오

차를 갖고 있었다. 뚜껑 수직낙하의 반동은 그림 3.2.1-10과 같이 약 5.7

msec에 발생하고 있다. 바닥 수직낙하에 비해 뚜껑 수직낙하는 소성 소멸 에너

지가 약 1/2 만큼 작고 변형에너지는 충돌 순간에 크게 나타놨으며 푼동에너지

의 크기는 2 배정도 평가되었다

바닥 수직낙하 해석결과로 텅스텐 차폐체의 상부 중심부와 밀봉선원 집합체의

플러그 중앙의 상대변위는 그립 3.2.1-11과 같이 충돌 후 3 msec 순간에 약

0.18 mm까지 변형되었다가 다시 회복되었다. 뚜껑 수직낙하 해석결과로 텅스텐

차폐체의 상부 중심부와 밀봉선원 집합체의 플러그 중앙의 상대변위는 그림

3.2.1-12와 같이 충돌 후 5.5 msec 후에 최대 0.07 mm지 변형되었다가 다시

원래 크기로 회복되었다.

그렴 3.2.1-9. Energy time history of 1. 2 m bottom vertical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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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1-12. Relative displacement of 1. 2 m top vertical drop.

(Between the center of tungsten and the plug of sealed source)

수적녁-하 해석;설파， 텅스댄1 차폐체의 성-부 중심부와 딸봉산원 집합체의 촬-2]

그 중앙의 상대변워 제한 값 9 mm촬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텅스텐 차펴|체에

대한 밀-봉선원 쪼립위치눈 크게 변함이 없옴을 확인하였다. 족， 차폐안전성을 유

지하고 있읍을 알 수 있디. 바닥 수적낙하의 경우에 차폐용-끼의 전체 높이와 멸

봉신원의 :숭섬에서 적경은- 286 mm와 200mm이고 해석에서 최종적인 변형크기눈

287.195 mm와 200.001 mm로 계산되었다. 뚜껑 수직낙하 해석겹:4에사는 최종적

인 변형크기는 각각 286.030 mm외- 200.000 mm로 계산되었다. 정상조건에서의

1.2 m 수직낙하 해석결과， 충-돌 후 차펴|용거의 t션형야 거의 없었으떠 용기의 건

전성이 유-지됨을 확얀하였다.

4 개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1. 2 m 뚜게중심 낙하는 운반용기의 무커}중심파 운

반용기 JRL샤리를 통과하논 직선이 타격변에 수직한 자서l얘 대한 구조작 안전성

평가이띠， 타격면에 대한 운반용기 길이방향에 대한 정사각도는 49 。 로 계산되

었다. 타격변에 ]차 충꿇하눈 순간을 해석하였으며 해석시간은 10 msec이다i

무게중심 낙하에서 총 에너지눈 그립 3.2.1-13과 같이 617.230 mJ 이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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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지 648 ,632 mJ과 4.8 % .2.차플 보였다. 운통에너지눈 약 5.8 msec까지

강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경향융 화였으며 여 순간에 떤형에너지와 소성 소

떨어l 너지가 최대가 되었다. 또한 9 msec 부터눈 용기의 탄성에 의해 다시 튀어

오르한 현상촬 보였다. 뚜거I 풍산 녁하 해석결과， 텅스텐 차폐체의 상부 종심부와

말봉-선원 집합체의 폴력:~ 종앙의 상대변위는 二l 펌 3.2.1-14와 감이 충톱， 후

약 5.8 msec 순-간에 약 0.42 filII까지 변챙되었다가 0.12 mm까지 회쪽뇌었냐- 따

라서 텅스텐 차폐체얘 대한 띨봉선원 조렵위，~I 는 큰 변함이 없는 껏으로 확인되

었고 이렐 통해 치펴1 인-천성이 유지되고 있음윷 알 수 었다. 무게중심 낙하 해석

결과에서 차례용71 의 전체 높이와 띨봉선원의 중-섬 직경은 최종적으로 286.191

mm 외 2α0.000 mm계산되었다. 정상조건에서의 1. 2 m 무게중심 낙하 해석결파，

충똘 후 차폐용기의 변형이 거의 없었고 이를 풍해 용기의 건전성이 유지됨윷

확인하였다‘

그펌 3.2.1-13. Energy time history of 1.2 m corne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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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 3.2.1-14. Relative displacement of 1.2 m corner drop.

(Between the center of tungsten and the plug of sealed source)

4개 밀봉선원 운빈-용71 의 1.2 m 경사닉-하 해석은 타격연에 대한 운반용기 길

이방향에 대한 초기 경사각 20도가 져용되어 수행되었다. 이는 1치 춤똘 후 2치

충헐 -운풍에너지가 최째가 되는 초기 경사각이 약 20도염을 고려한 해석이다，

경사낙하 해석은 타-격변에 2차 총똘이 발생하는 순간까지 해석하였으며 해석사

간은 30 msec씨다， 정사악하 해석결과에서 총 얘너지논 J힘 3.2.1-15에서 매

는바외- 샅이 617 ,694 m.J이며 위치에너지 648 ,632 mJ과 4.8 % 오차블 갖눈

다오-똥에너지 눈 약 3.3 msec일 때 l~} 총활이 벨r생하여 약 3/7만함 소모되었

고， 2차 충할은 약 17 msec일 때 약 417이상이 소모되었다. 족 2차 충똘에서

121 관 에너지 소모가 발생함윷 알 수 있다. 경사녁하 해석결파에서 탱스턴1 차폐

체의 상부 중심부와 일봉선원 집합체의 촬cL~L 줍엉-외 상대변위는 :1 힘

3.2.1- 대과 같이 1차 충폴 순간애 약 0.11 mm 까지 2차 충똘에서한 약 0.18

찌m까지 변형되었q-가 최종 0.025 mm 크거로 변형되었다 r다려-서 텅스렌 차펴}체

에 대한 밀뽕선원 조，렵위치눈 변함이 없、악. l프로 차폐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경

m

빙



286 mm중심에서 직경온멸봉선원의높이와사 낙하의 경우에 차폐용자의 전처l

286.169 πm와 200.00 mm계산되었다.해석에서 최종 변형표71는외. 200 mm이끄

평가되어 건전「L4
。-거<벼혀이 어느.

。 f tlλ 1...치-폐용기의결과눈정상조건 정사 낙하 해석

성윷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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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6. .Relative displacement of 1.2 m oblique drop ‘

(Between the center of tungsten and the plug of seal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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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충 (Stacking)

적충조건의 하중은 4개 밀봉선원 운반용기 중량인 120 kg의 5 배에 해

당하는 600 kg이 완충용기의 상부에 적용된다. ABAQUS 전산해석은 차폐용기

를 제외한 완충용기 상부에 압력 하중을- 수직으로 적용하였다. 4개 밀봉선완 훈

반용기 상부에 적충한 후 완충용기의 케이스의 최대응력은 그럼 3.2.1-17 에서

보는 바외· 같이 Tresca 웅력일 때 2.55 MPa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4개 밀봉선

원 운반용기 적충하중 계산응력은 ASME section In Division 3, 그림

WB-3221-1에 따라 응력 제한 값 1.5 Sm(응력강도)이고 스테인레스 강 304

에서 206.84 MPa이므로 꾸조적 건전성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 ~ Tte~c e.

(‘~_ Ccit.: 7S‘’
__ +2. 550e+D。
- ‘ 2.338 ...00
""ι +l.12Se+OO
~ ‘ 1.913...00....‘~ +1.-rooe+oa
.. +1. 4 !1 0e+OO
.. +1. ~1Se+OO
l틀 .. 1. 063.，애O
....8. 5000-01
_ +6.3750-0\
l를 ... ~. 2S0e~Ol
_+2.1250-01
--·U.139t-OS
ftax "'2.. SSOe: +OO

a t. I!l-n l.8 S0P..BEP.-L 2879 node 1506
K1n +1. ?)ge-OS
at ~le. ABSOP.BEP.-1. 4111 node 1873

그림 3.2.1-17. Tresca stress contour of stacking condition.

@ 관통 (Penetration)

중량 6 kg, 직경 3.2 em이며 선란이 반구형 형상인 강철재질의 관통 봉

을 1 m 높이에서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 면에 놓인 4개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가

장 약한 부분에 대한 자유낙하 해석을 수행하였다.

적충조건의 전산해석은 ABAQUS/EXPLICIT ver. 6.5.1올 사용하였으며， 해

석모텔은 자유낙하와 동일하게 그림 3.2.1-18에서 보는바와 같이 운반용기를

길이방향으로 자른 1/2 모델을 적용하였다. 운반용기 모델은 낙하모델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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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관똥· 봉- 부웬만 추가되었다 관통 봉의 초기속도눈 관통 봉의 낙하높이 1 m

어l 해당하는 워지이|너지와 봉동하도룩 4‘ 428 m/s흘 적용하였다， 관통 봉 모텔은

1 m보다 작-체 모텔령히-고 해석의 편의상 밀도를 조잘하여 종: 중량윤 6 kg으로

조절하였다

a) Top penetration (b) Bottom p앙netration (c) Side penetration

그험 3.2.1-18. Simulation model of penetration condition.

4개 빌봉선원 운딴용지의 수직관통 낙하해석애서 완황용71 의 상부 변에 관-홍;

봉이 수직방향에서 초기속도 4.4 28 m/s로 충톨하는 조건이 적용되었다- 완충용

기에 1차 충돌하는 순;산까지 해석하였으며 해석서긴-은 4 msεc여다.

수직관통 해석은 완충흉기 상부연 중앙에 판통 봉이 수적으-표 낙하하쓴 경우

이며 텅스텐 차폐체의 성-부 중심부와 렐봉선원 집합체의 경훌-려그 중앙의 성대떤

위눈 그림 3.2.1-19와 같다. 뚜껑 수직관풍에서는 그렴 3.2.1--19 (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002 mm. 바닥 수직판풍애서는 그펌 3.2.1-19(b) 에서 보눈 H}와

강이 익: 0.016 mm까지 변형되었다가 0.0001 mm 빛 0.002 mm까지 각각 회복되

었다. 따라서 텅스덴 차폐체에 대한 빌봉선원 조립위치에한 콘 변힘-이 없‘o 므로

차펴l안전성이 유지펌윷 확인할 수 있었다. 수칙 관홍의 청우에 차폐용기외 전처1

높이외- 밀봉선원의 증:섬 직경 286 mm와 200 mm에 대해 최종 변형은 뚜껑 관흉

괴- 바닥 관줍에서 모뚜 관통 충져야l 변형이 거의 없눈 것。-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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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벽면에 관용- 봉이완충용-기의수평관통 낙하해석은운반용기의4개 띨봉선원

하도E

-z
?

1 차수척관-통과 봉일하꺼1처 _~L되 ;;>;1 。 무
。 C ....A-::..... ..::x:조건이수적빙향에시 충닿하는

경우이낙하하는수직으로

는 순간짜지 해석하였으며 해석시간은 4 msec이다.

중앙에 판통- 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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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텅 A 텐 차폐체의 상판 중심꽉와 밀봉-선원 ι짐합체의 플씩二l 중앙의 상대변위

는 .:1 럼 3.2.1-20에서 보는 비-와 같이 약 0 ‘ 028 mrn 까지 변형되었다가 0.017

mm까지 회복되었다. 텅스텐 차폐체에 대한 힐봉선원 조립위치눈 완 변함이 없는

컷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차폐안전성을-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차펴1 용기의 전

체 높이와 밀황선원의 중심 직경은 최종적으효 286.043 mm화 199.997 mm로 각

0.00

0.00 0.50 1.00 1.50 2.00 2.50 3.00 3.6엉 4.00 [x10얘

Time [:훌eel

각 껴l 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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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컴 3.2.1-20. Relatiνre displacement of side penetration.

(Between the center of tun당sten and the plug of seat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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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상사고조건

Q) A유낙하(free drop)

47TI 맘봉선원 ‘.~.반용기의 시-고조건 자쉬-낙하 전산해선은‘ 9 m 낙하촬 적

용하였고 ABAQUS/EXPLICIT ver. 6.5.l 율 이용하여 운·만용기의 수직， 수평，

뚜게풍섬 렛 경사낙하에 대한 꾸조해석올 수행하였다. 전산해석 모델은 (라)(D항

의 정상조전 낙하모델파 동일한 1. /2 모웰쓸 사용하였으며 마만 운1잔용거의 녁하

높이 9 m이1 해당하는 워치에너지와 동일하도록 운반용치의 초기속도촬

13.2856 m/s로 변경하였다.

4개 먼.봉선원 운반용기의 9 m 수직녁-하 해석은 운반·정기가 수직자세앉 타격

변에 충똘하는 순간을 해석하였으며 해석시간은 10 msee이따. 바단 수칙녁하의

총 에너지는 그힘 3.2.1- 21 (a) 와 갈야 4.696 J이며 위치에너지 4,865 J과 3.5

% 오차를 갓눈다， 운동에너지논 약 2.4 msec까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경향

찰 보였으며 이 순간에 변형얘너지와 소성 소1블에너저까 최대가 된다‘ :J.리고 뚜

껑 수직 낙하의 총- 어}너지는 그럼 ~1.2.21 (b) 와 같이 4,642 J 보- 위치에너지와

4.6 % 오치-첼 갖는다. 뚜껑 수직낙하의 반동은 그힘 3.2.1-21 (b) 에서 보는 바

외 같이 약 4.3 msee에서 발생하고 있다- 완충용·7] 의 초기높이 꾀- 직경은 각각

426 mm와 334 mm이며 변형 표기는 그럼 3‘ 2.1-22와 참여 바댐- 수직낙히예서

높이는. 6.632 mm 감소하jI 직경은 3.488 mm 증가하였다. 뚜껑 수직낙하에서 높

이는 3.221 mm 감소하였 31. 진 경은 1.473 rnm 증가하였다.

ul·닥 수직낙하 해석결과에서 텅스텐 차폐치]의 상부- 증심부-와 일봉선원 집협-체

의 플러."7 증앙의 상대변우l ‘깐 그림 3.2.1- 23 (a) 와 잠이 충톨 순·칸에 약 0.75

mm까지 변형되었다가 0.07 mm까치 회봄되었다. 뚜껑 수직녁하 해석결과이|서논

텅스텐 치찍l 체의 상부 풍섭부와 딸봉션원 집협체의 플러J 중앙의 상대변위는

그램 3.2.1-23(b)외 같이 충-뜰- 순간에 최대 2.58 mm까지 변형되었다가 1.6 mm

까지 회복되었다. 따라서 텅스텐 차폐체에 대한 맙.봉선원 조립위치논 흔 변함이

없으므로 차폐안전성플 유지됩올 확인할 수 있었다 바닥 수직낙히-의 경우에 차

펴l 용기의 전체 높이외· 빌봉선웬의 풍심 직;껑은 286 mffi와 200 mm로‘ 해석에서 최

좋-적인 변행윤 290.830 rnrn와 200.00 mm로 계산되었다 뚜쩡 수직낙하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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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낙하 해석결과계산되었다.사고조건에서서는 283.733 mrn와 200.005 mm로

건전운반용끼의인해이로껴1산되었고「LJ
o
처

λ차폐용71 의 떤형이 거의 없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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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1. Energy time history of 9 m vξrticai drop.

- 102

이
(

그렴



그램 3.2.1-22. Deformed shape of 9 m bottom vertical drop.

0.70

。。。

홍@쩌
0.30

i5 0찌

앵

째

때

때

【E
E
〕
‘I
I￡
g
홉
t
x니

0.10

0.00
0.00 2.00 “.00 UlO a.oo 10.00 ~o~

TlIr얘 I-예

.uo
0.00 2.00 4.야 ..00 e.뼈 ’0.00 11<1에

TJme (aec)

(a) Bottom vertical drop (b) Top vertical drop

그럼 3.2.1- 23. Relative displacement of 9 m vertical drop ‘

(Between the center of tungsten and the plug of seal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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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9 m 수평 낙하해석은 운반용기가 수평자세로 타격

변에 충툴하는 순간을 해석하였으며 해석시간은 10 msec이다. 수평낙하의 총

에너지 그림 3.2.1-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655 J이며 위치에너지 4,865 J 과

4.3 % 오차를 갖는다. 운동에너지는 약 3.9 msec까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 순간에 변형에너지와 소성 소떨에너지가 최대가 되었다. 완충

용기의 초기 크기는 높이 426 mm와 직경 334 mm이며 변형 후에는 그림

3.2.1-25와 같이 높이는 8.315 mm 증가하였고 직경은 18.486 mm 감소하였다.

수평낙하 해석결파에서 텅스탠 차혜체의 상부 중심부와 밀봉선원 집합체의 플

러그 중앙의 상대변위는 그림 3.2.1-26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돌 순간에 약

0.35 mm까지 변형되었다가 0.09 mm까지 회복되었다. 따라서 텅스텐 차폐체에 대

한 밀봉선원 조렵위치는 한계 값인 9 mm보.다 작은 결파를 보였다. 이는 운반용

기의 차폐안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수평낙하의 경우에 차폐용

기의 전체 높이와 말봉선원의 중심 직경은 286 mm와 200 mm이고 해석결과， 최

종적으로 287.874 mm와 199.609 띠m 계산되었다. 따라서 사고조건 수평낙하 해

석 결과에서 차폐용기는 큰 변형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립 3.2.1-24. Energy time history of 9 m horizontal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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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1-25. Deformed shape of 9 m horizontal drop(Absorb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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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6. Relative displacement of 9 m horizontal drop

(Between the center of tungsten and the plug of seal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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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H 웬봉션원 훈i관용기의 9m 푸꺼f증삼 낙히-눈 운 l칸용71 의 무J-11 풍심파 훈반

용기 모서리플 통과하는 직선이 타격변에 수직한- 자세에 대한 평가이며， 정상쪼

건파 통열하채 운반용-기 길씨방향에 대한 정사각-은 49도‘흉 적용하였다. 타격떤

에 1차 풍환-히-눈 순깐윤 히}석하썼 o 며 하]석시깐-온 10 msεco1 다 무거1춤섬 낙하

의 총 어}너지눈 j 립 ~).2 ‘ 1-27과 감이 4 ， 63:~ J여며 워척에너지와 4.8 % 오차

촬 갓는다. 운팡에녀치는 약 7.7 msec짜자 갑소하였c}가 따시 증까하‘F눈 ;성향을

보였다‘ 원-총용71 펴 초71 높어는. 426 mID와 책경은 334 mm이며 최때 변형은 그

럼 3.2.1-28파 같이 높이논 7.572 mm 증자하였고 직경은 3.243 rnm '증가하였

다i

무꺼l 중-성 낙하 해석 결과로 탱스템 차책처}의 장부 종성부-와 멸봉선원 집합체

의 풀려~ 중앙의 상대변우1 는 -:"1-힘 3.2.1- 강9와 침이 총힐 숲;산엑 약1. 9 mm까

지 변형되었다가 1.6 mill 여하로 변형꾀었으며 점차 감소하눈 쳤향을 보였다t 띠

랴서 텅스텐 차폐처}에 대한 빌평-선원 조링위치는 -단 펀합이 없으므로 차폐안졌

성옳 유지하고 있따. 무체똥성 낙하의 청우‘페 차펴!정·;1 외 전체1 높이외- 헬봉선원

의 중삼 직경은 286 rnm와 200 mm이고 해석결과， 최종적일 높야는 288.545 mm

와 적;성은- 200.016 rom.로 계산되었다. 사끄조건 우‘거l'중심 낙하 해석결과어1씌 차

펴1용71 의 변형이 거의 없눈 첫~£ 껴l산되어 간전성윷 유지하고 있음윷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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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럼 3.2.1-28. Deformed shape of 9 m corner drop(Absorb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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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렴 3.2.1-2당‘ Relative displacement of 9 m corner drop.

(당etween th장 center of tungsten and the plug of seal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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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9 m 경사 낙하해석은 타격변에 대한 운반용기 길이

방향에 대한 경사각으로 20도를 초기조건으로 적용하여 수행되었다. 타격면에 2

차 충돌하는 순간까지 해석하였으며 해석시간은 40 msec이다. 경사낙하의 총

에너지는 그림 3.2.1-30과 같이 4 ,646 J이며 위치에너지와 4.5 % 오차를 갖는

다. 운동에너지는 약 4.0 msec일 때 1차 충돌이 발생하여 약 44 % 만큼 소모

되었고， 2차 충돌온 약 9 ‘ 7 msec일 때 약 56 %가 소모되었다. 즉 2차 충돌에

서 더 큰 에너지 소모가 발생함을 얄 수 있다. 완충용기의 초기 높이는 426 mm

와 직경은 334 mm이며 최대 변형은 그림 3.2.1-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이는

10.4 6 mm 중가하였고 직경은 6.792 mm 감소하였다.

경사낙하 해석결파에서 탱스텐 차폐체의 상부 중심부와 밀봉선원 집합체의 플

러그 중앙의 상대변위는 그림 3.2.1-3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톨 순간에 약

0 .4 3 mm까지 변형되었다가 최종적으로 0.21 mm까지 회복되었다. 따라서 텅스텐

차폐체에 대한 밀봉선원 조랩위치에는 큰 변함이 없으므로 차폐안전성을 유지하

고 있다. 경사낙하의 경우에 차폐용-기의 전체 높이와 일봉선원의 중심 직경은 최

종적으로 287.304 mm와 199.782 mID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사고조건 경사낙하

해석결과에서는 차폐용기에 큰 변형이 없는 것으로 I헝가되어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램 3.2.1-30. Energy time history of 9 m obliqu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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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2.1-3 1. Deformed shape of 9 m oblique drop(Absorb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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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텀 3.2.1--32. Relative displacement of 9 m oblique drop.

(Between the center of tungsten and the plug of seal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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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열 (Puncture)

4개 빌봉선원 운반용기의 파열시험은 자유낙하시험 후 손상을 가장 크게

받괄 것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파열 봉에 낙하하여 수행된다.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 띤어l 길이 20 em , 직경 15 ± 0.5 em이고 상단 -부‘한 평란하고 가

장J:)-려눈 반정 6 mm 이하로 둥-끌거l 제작된 떤강재질의 파열 봉올 수칙으로 iI장

한 후 4개 빌봉선원 운반용기룹 1 m 높이에사 최대의 손상쓸 일으1'1 도록 닉-하

시키는 조건이다. 파열사험 조천의 전싼해석은 1 m 녁-하룰 수행하였으며 운반용

기 자세에 따라 바닥 및 뚜껑방향의 수직펴 슈‘-평에 대해 ABAQUS!EXPLICIT

ver. 6.5.1올 여용하여 계산하였다‘ 전산해석 묘델은 (라)(D항과 감이 정상J쪼;션

1쇄하모델과 동열한 모델슬 사용하였으며 다만 하충조건은 운반용기의 낙하높이

1 m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와 통등하도폼 초기속도 4.429 m/s로 변경하였다.

파열 봉- 모렐은 강체로 가정하여 추가하였다.

4깨 멸봉선원 운반용기의 1 m 바닥 파열해석은 수직자세의 운반용기의 바닥

변을‘ 파염， 검-어1 충톨하논 순깐을 해션하였으며 쾌섯시간은 10 msec이다. 바닥

파열의 총 에너지는 그램 3.2.1-33파 같이 554.9 J야며 위치에1..;1 지 540.5 J과

2.7 % 오차흘 갖눈다. 운동에너지는 약 2.3 msec까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경향·윤 보였다. 이 순간-에 변형에너지와 소성 소떨어1 너지가 최대가 환다‘ 완충용

기의 초기 높이눈 426 mIT!이고 직경은 334 rnm이껴 충뀔- 후 최대 변형끈- 그힘

3.2.1-34에서 보논 바와 감이 높이눈 2.035 mill 깝소하고 직경은- 0‘077 mm 층

까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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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 ‘ 2.1-35. Relative displacement of 1 m bottom puncture drop.

(Between the center of tungsten and the plug of sealed source)

바닥파염- 해석결:파-에서 텅스텐 차폐체의 상부 중심부와 1권봉선원 집협처}의 픔

러그 중악의 상대변위는 그램 3.2.1-35에서 보눈 바외- 샅이 풍-활 순간에 익

0.13 mm짜지 변행되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있다‘ 따략서 텅 A헨 차폐체에 대한

빌봉선원 조립위치눈 큰 변함이 없으므로 차폐안전성이 유지되꼬 있다. 바닥 파

열조건와 경우에 차폐용기의 잔체 높이와 멸봉선완의 풍심 직경은 각각 286 mm ‘

200 mm이고 최종적연 높이와 적경은 걱-각 287 .474 mm와 200.00 mm포 겨l산되었

다. 바닥파열 해석결과에서 차폐용기에는 큰 변행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어 건전

생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개 멸봉션원 운반용끼의 1 m 바닥 파열 해석은 수직 자서}의 운반용기의 뚜

껑방향에 대한 파열 봉의 충톨-을 해석한 것으로 해석시간온 10 msec이따. 뚜껑

파열씩 총 어1 너지는 그힘 3.2.1-36과 샅이 5Li D.05 J이며 위치에너지와 0.08

% 오차쉴 갖눈다. 운동에너지는- 익 5.8 msec까지 감소하댔다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얀충용기의 초기 높이외- 직경 대한 최종 변형은 그램 3.2.1-37 과 같

이 높-이는 2.917 mm 감소하였고 직경운 0.024 mm 종71-하었다.

뚜껑 피-열해석 결과에서 텅스텐 차폐체의 상부 중심부외- 벨봉선원 집합체의

플러그 중앙의 상대변위한 ~..림 3.2.1-38 과 같여 충똘 순간에 약 2.1 mill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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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37. Deformed shape of 1 m top puncture drop.

0.01

0.00

m

n

찌

4

4

4

<EE
>

i
z
g
t
φ
O
톨
훌
-
。

~.어

~.05

0.00 2.00 4.00 8.00 8.00 10.00 (x10"'.l
T1me[뼈cJ

그램 3.2.1-38. Relative displacement of 1 m top puncture drop

(Between the center of tungsten and the plug of seal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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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 띈봉선원 운반용기의 1 m 수평 파열해석은 수평자세의 운반정-기의 측띤

을 파열 봉-어| 충둡하는 순간을 해석하였으며 해석서간은 10 msec이다. 수평 파

열의 총 에너지눈- 그램 3.2.1-39와 같이 539.9 J이며 위치에너지와 0.11 %

오자릎 갖는다. 운동에너지는- 약 5.0 msec까지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 순찬에 변형에너지와 소성 소떨에너지가 최대가 펀디- 환총용기의

초기 높이는 4-2 6 mm와 끽;성은 334 mm이며 최대 변형 후 그램 3.2.1-403과 같이

높이는 0.416 mrn 감소하였고 직겸은 4.008 mm 감소하였다.

수평파혈 해석결과에서 텅스텐 차폐체의 상부 풍심부와 밀봉선원 집합체의 플

퍼二l 중앙의 상대변워는 그럼 3.2.1-41 파 같이 츄돌 순깐에 약 0.079 mm까지

변형되었다가- 최종책으로 0.015 mm까지 회복되고 있다. 따라서 텅쓰탠 차폐체에

대한 말봉선원 조립위치는 변함이 없으므로 차폐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다 차펴l 용

기의 전체 높이와 멸봉선원의 중심 적경은 각각 286 mm와 200 mm이고 해석결-과

에서 최종적으로 변형된 높이와 직정은 각각 286.07 mm 외. 199.963 mm로 계산

되았다. 사고조건 수평파열 해석결과애서 차펴1 용기의 변형이 표거! 없는 것으로

펑가퇴어 간전성올 유지하고 있음율 확인하였다.

파二 :%뜸Lg$;te채3강 1 ~Q'I

냉쌓 ; a없$펴3 i 0.50 f-

0.40 •

훌 0.3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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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00 2.00 4.00 &.00 &.00 10.00 !x1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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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험 3.2.1- :3 9. Energy time history of 1 m horizontal punctur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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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링 3.2.1 ’ -40. Deformed shape of 1 m horizontal puncture

drop (Absorb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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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럼 3.2 ‘ 1-41. Relative displacement of 1 m horizontal puncture drop.

(Between the center of tungsten and the plug of sealed source

assembly)

. 116 -



전) 열 (Thermal)

띨봉선원 운반용기의 껴남정껴1 인 방사선원 캡슐이 특수형 방사성불집에

대한 요二j1-사항인 800 't 가열조건어1 시 만족하였으므로. 343 "C 온도E죠죠건씨애|써서

KRI-권S앉I 운반용용f- 7기1 는 서떠한 방사성월전 jE t상출하지 않는띠 따라서， KI~I- BSI

운- t간용기눈 800 "C 화재사고조건에서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핍을 알 수 있다.

® 침수 (Immersion)

빌봉선원 운반용거의 격납경껴l눈 방사선원 캡슐로서， ISO 2919에서 요

구하고 있는 Class :3 의 앞력시험에 만족하였으므로， 침수시험에 충분히 켠.댈 수

있눈 능력은- 가‘지고 있다.

(2) 열 해석 평가

산업용 밀봉선원 대량 운반용기는- 150 Ci Ir-192 밀봉선원 어셈블리 4

개릅 운반하며， 용기 본처}안 차폐용기와 overpack으로 구분된다. 차폐용치는 내

부-애 방시선원 어샘블리 장전을 위한 4개의 굽힘형 안내관， 텅갔텐파 납 차펴l 체，

차펴}체첼 보호하는 스테인리스장 젤 등으로 구성된다. Overpack 은 낙히-총룹 시

완풍기능-과 화재사고 사 단열효과륜 갖고 있으며， 딴소강 케이성 내부에 폴-려우

레탄 폼·아 채워진 구조플 갖는다. 폴리우페탄 폼-은 열어l 매우 익:한 특성윷 갖는

다， 따라서 800 'C 화재사고조건으로부터 운반용 71 를 보호하기 워하여 폴리우레

탄 퓨은 고밀도 난연성 흘리우레탄 폼을 적용하였다.

이 운반용-71 는 국내-외 운반용기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류에서 R

type으로 분휴펀다. 따라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운반조:건 및 800 "C 화

재사고조건에서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정상운반조건에서는 운딴용기 내

부의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붕괴열 (decay heat) 을 외부로 적절하게 열전딸

되어야 하고， 반변에 화째사고:죠건에서눈 외부 화염으로부터 유입되는 열윤 적절

히 차딴하여 설제압력 및 차펴l 체의 건전생이 와-지되어야 한다.

띨봉선원 운반용-기는 특수형 방사성물질인 Iridium-192 600 Ci의 운반용량

을 가지며， 총 발열향은 3.6 W_~_ 고려하였다. 법규에서 규정하는 정상운반조건

및 화재사고조건에 대한 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열해석 결파 운반용기의 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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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천성이 충분히 입증-되논 첫으로 나타냈다.

〈가) 채질의 얼적 특생

벨뽕선원 운반용기의 본체는 구쪼채로 스테인려스강을， 차폐체로논· 텅스

렌 및 납괄 사용하였다. 또한· over-'pack의 구추:재는 탄소강올 사용하고 내부에

완충체로 난연성 활리우-허l 판 활-살 사용하였다. 표 3.2.1-8은‘ 운반용기에 사용된

주요 채질에 대한 상온에서씌 열전도도 비열 및 띨EE룹 나타내었다.

표 3.2.1-8. Thermal properties of materials

Therma1 properties

Materials Conductivity Specific heat Density
(Wjm-K) OJ\<g-'K) (kg/m')

Sta inless stee1 I 14 얼‘ 502 8.025

Carbon steel 1/,··( 43 I 420 I/' 7.833
Tungsten 파 , 198 ('1-'‘ 134 /( 19,000

Lead 파 I 35 찌 126 /' 11 ,350,.. I' 이 「、
Polyurethane 작1F 0-04 . /r• 1,670 !-.....낫\ 230

3MMat '~ 0.15 ·~-I ~ 1,385 작 865

(나) 열 해석 모렐령

운반용기에서의 열전달、은 전도， 대휴 몇 복사 등 3가지 열전달 포드로

0'1 푸어꺼며， 대류 및 복사열전딸겨1수의 선정이 배우 중요하다. 용기의 외부표변

에서 대기에 의한 자연대휴 열전딸겨!수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5] .

h싸

여기서，

NUL=c(Gr Pr)a , GrL:g p (aT)L3/y2

k Thermal conductivity (WIm'-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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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pon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c: Coeffici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and geometry

g Acceleration of gravity (m/sec 2
)

L: Cask length (m)

f3: Coefficient of volumetric expansion (I lK)

6T Temperature difference (K)

v . Dynamic viscosity (m'ls)

위와 갚은 관계식 원 사용하여 용기 표변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뜰 구하였다.

운반용71 회부표떤에서 복사엽전달아 임.어나며， 복사열천달은 다음 식으로 설

명원다.

q=Aoε(T~- T~)

。1 와 같은 복사열전달은 주로 고온에서 크게 열어나며， 같은 온도에서눈 재효

의 1:캉사율 (emissivity) 에 영향을 받는다. 운반용기 overpack의 표면은 당소강으

로 구성되떠， 노란씌 또는 흰색으로 fE색원다.Jl 가정하여 정상조건에서의 방사율

윷 CL85로 가정하였다. 태양복사열은 수직 i정변에서는 800 W/m’, 꼭면에서논

400 W/m'윷 고려하였다. 또한， 화채사고조건에서눈 표면땅사율(c )윷 0.9로 외

부화염、으포부터의 흡수윷(α) 을 0.8료 적용하였디 따라서， 화재사고조건에서

용기표변의 유효방사윷 (effective emissivity)은 다융과 샅이 정의된다.

ε =df
ζ
니

이<

니

?n
u--

-
-
떼

F
]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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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해석을 위한 해석조컨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수송 및 사고조건윷

적용하였으며， 정상조건은 대 7]온도 38 t의 고온조건 및 -40 "C 의 저온쪼컨-쓸

적용하였다- 사고조건은 고온조건하에서 800 ·C 화재가 30분 동안 진행된 :한

자연냉각 조건을 적용하였다‘ 운반용 71 의 운반대상 룹절은- 1r-192 동위원소

600 Ci로 설정하여 동위원소로부터 1장춤되는 봉괴혈은 3.6 W로 iL려하였다.

i싼반용기는 3차원의 복잡한 형상잘 갖지만 열 허l 식 5l 텔-은 2차원 측대칭 I묘델

화시켠 모델을 사용하였다. 혈 해석윷 우|한 전산 프로그램은 t업용 열 유-흥해석

코드얀 FLUENT[6] 코드촬 시-용하였다. 해석모텔에서 동위원소로푸터 맺생환

붕괴열은 내부 공간외 공~7] 에 의한 대휴 빛 복사 그려고 흉-기 본처l콜 황한 엽-천

도 및 외부표변에사의 때류 및 복사를 통-하여 외부로 옆천달이 얼어난다.

(다) 정상운반조건

CD 고온조건

볍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온조천은 주변온도가 38 "c에서 최대악 태양

복사옆이 용기표면이] 흡수되는 경우이다. 운반용기 내부의 동위원갔:의 붕파열

3.6 W를 고려하였으며， 니}부 붕괴열 빛 배양복사열이 오랫동안 지속뭔다고. 가정

하역 열적으로 정상상혜 (steady state) 까- 되는 소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램 3.2.1-42는 고온조건애 대한 온도분포이떠， 표 3.2.1-9는 고온;조건에서

패양복사열윷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고려한 챙우에 대한 운반용기 주요 부위애

서씌 온fE콜 나타내펴 었다. 태양 복사열어 없윷 ;성우 38 "C 의 주변온도에서

홍위원소에서 발생되눈 붕피열이 아주 적기 때-문에 태양복사엽열-。아l 없눈 경」우유 용

기 본체 찢 over-pack의 온도가 대끼온도와 거의 비슷한 온도분포릇 보이끄 있

다. 용기 표면온또는 괴-학기술부 고사 져12001-23호 제 22쏘， I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l Para. 617 및 US 10 CFR Part 7 1. 43에서 :ir

정하고 있는- 형꽁운-반- 사 허용 표면온도인 50 "C보다 낮은 39 ·C 로 냐타났다.

태양 복사열쓸 고려한 경우의 용기 본-체의 온또는 태양 복사열을‘ il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13 "C 정도 높게 나타났다. 향위원소 및 납 차펴]체의 최대온

도는 각각 139 'c 및 63 "C까지 상-송하지만 안전성에는 푼제기- 없을- 것으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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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며， 폴리우레탄 폼의 온도도 60°C로 충격왼-충 및 단열 기능이 충분히 유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운반용기의 표변온도는 과학기술부고시 제2001-23

호 쳐1126조， I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R-1 Para. 662 및 US

10 CFR Part 7 1. 43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 표면온도인 85 1:보다 낮은 59

℃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반용기는 주변온도 38°C의 정상조건에서 열적 건전성

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3.98e+02

3.94e+02

3.91e+02

3.87e+02

3.83e+02

3.7ge+02

376e+02

3.726+02

3.68e+02

365e+02

3.61e+02

3.57e+02

3.54e+02

3.50e+02

3.46e+02

3.42e+02

3.3ge+02

3.35e+02

3.31e+02

3.28e+02

3.24e+02

그림 3.2.1-42. Temperature contour for hot environment condition.

표 3.2.1 ‘ 9. Summary of cask temperature under hot environment

condition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 (1:)

without solar with solar

RI source

Tungsten

Lead shield

Polyurethane (core)

Outer surface

m

m
ωm
ω왜%

않
겸
껑m

띠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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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조전

져온조건은 추-변온도가 -40 0 C에서 태양복시-열이 없는 경우이며 r 이때

내특t 동위원소띄 붕괴열이 없다고 가정하면 가장 료수석인 조캔이 된다 이 상태

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운반용-기 E?‘든 》부위의 온도가 -40 0 c 가 될 것이 t셔，

이 온도에서 운빈-용71 의 열적 전전성은 충분히 유지될 갓이다‘

져온조건어1 패한 열 해석은 해양열이 없관 추-변온도 -40 ·C 하에서 -ft- 반용

71 내부의 동위원소씌 굉-펴열이 최대 (3.6 W) 인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3.2.1-10온 저온조건에 대한 해석결과이며황위원소에서 발생되는 붕펴열어

매우 책으프로 용기표면씩 온도는 대기온도와 1:1 1 슷한 -38 t:룰 보였따 용-기 본

체의 온도는 -38 ,- -18 ·C 의 온도분포를 q-타내었다. 여 온도에서 운 f간용-기촬

구성하눈 차펴l 체， 구조재， 완충처l 똥이 기능에 콘 푼제가 없을- 컷으로 판단되띠，

따라서 -40 ·C 의 져온조건에서도 운반용-끼의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아다.

48

-35

-35
‘’ 37

-38

-39

Calculated temperature ("C)Location

RI source

Tungsten

Lead shield

Overpack inside

Polyurethane (core)

Outer surface

표 3.2.1-10. Summary of cask temperature under cold

environment condition

® 살수조건 (water spray condition)

섣-수조건-은 정성-수송조건 하에서 소니-끼파 같은 폭우가 시간당 50 mm로

용-기 표띤에 내려는‘ 조:건이따. 어와 잡은 조전에서는 단지 용-기표띤의 온도만 떨

어지게 펠 첫이며， 열적~으로는 영향올 01 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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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화재사고조건

밀봉선원 운반용기는 Type B로 분류되띠， 이러한 운반용기는 가상화재

사고조건하에 대한 열적인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사고조건 열해

석을 위한 초기조건은 주변온도 38 ·C 의 고온조건이며， 이 고옹조건에서 정상상

태의 온도를 구한 후에 화재사고조건의 시간의 변화에 따른 과도상태 (transient

state) 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모델은 정상조건과 마찬가지로 2차원 축

대칭 모델을 고려하였다.

그링 3.2.1-43은 화재사고조건의 온도분포를 나타내며， 표 3.2.1-11은 화재

사고조건에서 과도시 간에 따른 용기 요주l 부위의 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30분

화재사고조건에서 운반용기의 충격완충체로 사용된 폴리우레탄 폼의 온도는 중

심부에서 464 t:까지 상승하였고 밀봉선원의 온도는 최대 218°C로 계산되었

다. 납 차폐체의 최대온도는 173 'c로 납의 용융온도인 327°C보다 낮게 나타

났으며， 탱스텐의 최대옹도도 173 t:로 계산되어 차폐체의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밀봉선원 운반용기는 화재사고조건 하에서도 열

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I…웠 .’·.!。%%a”‘i,i-.,-···α@@@@i‘
‘‘“~:“‘..ε" 、 '-.(1편
‘’’i‘x?I&,?‘:3-’”-4‘@o;:‘‘

“jjii‘，’iι’。，’l;‘ir;“‘‘-r-·-·4-“·ia9ai@ι’; ?’....,

픔”’、1“·’1ι‘‘a‘i·-’···@4i?1:;:，

‘is‘’li‘g,“‘i“1s、--·.·---.。6;〉”x”;i-

" j

(b) TIlT18 = 0.5 h

.‘~‘··@tt:?‘

I톨- ,>“.,
‘·’%‘..,
1.........0:'

-“‘-’i“-·F··CPc2?:

“’...,
r::) “‘ ii‘ ··ee‘,....,

;;휠;E흥
1,”.%Rr‘‘ir←~εo@re::
1,‘’·‘’rF••6o?‘

Cd) Time = 2.0 h

캄~륙깅i

빼

깨M

헤

i
!
’---

그렴 3.2.1-43. Temperature contour for fire accid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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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1-11. Summary of temperatures under fire accident condition

Calculated temperatures CC)

Location Fire state Post fire (t > 0.5 h)
Normal Max.

0.25 0.5 0.75 1ιn 1. 5 2.0

RI source 125 125 149 185 207 218 216 218

Tungsten 73 74 104 143 162 173 171 173

Lead shield 72 79 118 151 167 173 170 173

Polyurethane (core) 61 323 464 334 242 164 136 268

Outer surface 59 789 796 276 198 131 103 796

(라) 내부압력 설계

밀봉선원 운반용기는 내부 cavity에 공기를 채우므로 대기입-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내부압력만 발생한다. 열전달해석에서 구한 화재사고조건의 cavity

온도를 기준으로 내부압력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밀폐된 내부공간에서 공기의 온도상숭으로 인한 내압은 Boyle

Charle의 법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v 、 r

P , ':1 =p ., ':2 ----------강----:드-二~------- (1)IT I 4 lT
2

• V 1 .......~--=‘rPq=P ,-4-- -------------------------- (2)
l 4 1 T

1
V

2

여기에서，

T 1 : Initial temperature (K)

T2 Final temperature (K)

PI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j (kg/c며)

P2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2 (kg/c찌

V1 Initial air space volume at T 1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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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Final air space volume (e)

초기 온도조건 1' 1은 상온인 20 0 c로- 설정하였고， 최종온5:::. '1‘ 2논 운반용71

의 내부 cavity 온또이며， 보수적으로 가쩡하여 똥위원소의 최때온도인 220 ·C

콜 cavity 의 온도토 설;성하였다. 내푸 cavity 는 띨폐된 핑간‘。-로 판도까 상송하

여도 채적은 일정하므로 VI == V2 이다. 식 (2) 에 따라 운반용기의 내부압펴은

0.7 kg/em'로 겨]산되었으며， 설계압력윤 l ‘o kg/cm'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설계압

력 1.0 kg/cm'은 매우 보수적인 값야 되며， 이 압력은 운반용기의 내부 cavity-블

보호하눈 꾸조외- 격납(containment) 건전성을 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기준압력

이 된다.

(3) 격납 평가

말봉선원 운!잔용기의 격넙‘정계눈 과학기술부 고사 지'12001-23호， I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R-l 및 US 10 CFR Part 71에서 규정 하고

있는 특수형 방사성불질료서 인허가를 받은 쌍사선원 캡슐 (radioactive source

capsule)어디-‘ 방사선원 캡슐에논 어떠한 관통도 없으떠， 한굿원자력연구소동위

원소살의 방사선원 및 조사표적 제작 절차서에 따라 용접꾀어 발봉원다. 따라서，

마갑 장치는 용성원 특수행 방사성윌-질인 방사샌원 캡슐이다.

(가) 청상운반조건

델봉선원 운반용기의 션원 어생블려에 연결되어 사용되논 방사선원 캡

슐은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3호， I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R-l 빛 US 10 CPR Part 71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 방사성윷질에 대

한 요구사항에 만족하였으므로， 정성-운반조건 하에서 방사성물질의 방출은 발생

하지 않는다.

ANSI N14.5의 B.15.18에서는 내용물이 특수형 (special form) 내부에 있다

면 방λF성쉴-갤의 행태는 분신-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되므로 별도의 뉴:섣시험 없

이 석닙 요구사항뜰에 만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최대 허용- 누설-률(L)

파 최디} 허용 땅출훨(R)과의 관계식윷 사용하여 보띤 명확히 알 수 있다.

L~ 흉

只)
”“



。 l 것을 뎌-시 정려하여보면 ， LC ~ R

방사성촬질이 분산되지 않-눈다-변 l상사능 농EE(C) 는 “0"이끼 때문에 부등식

은 어떠한 값의 허용 누설률에 대해서도 민족한다. 따라서‘ 누섣시험은 불핍요하

다.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23호 제 43또 CD- 5, [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R-l Para 711(b) 및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

TS-G- l. l Para 711.2에서는 “봉인원 캡슐의 경우에 ISO!TR

9978 ‘ 1992 (E) 의 r상사성윷질 션원-누설시험으로 침수시험을 대처1 혈· 수 있

다” 고 명시한 내용에 따라 수행한 vacuum bubble test에서 bubble이 1말생치

않았으므로 누설기준치 얀 10-5 Pa'mJjs c1 0-4 torr. QIs , 1.3 xl 0-4 atm.cm'/s)활

초파히-지 않는 껏으‘보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보 평가펀다.

따라서，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3~윷 처1145 조， l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R-l Para. 719 및 US 10 CFR Part 71.71 에서 나열하고 있

는 정상수송조건의 시험을 거친 후 파학기술부 고시 지!]2001--23 호 제 26조，

I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R-l Para. 646 및 US 10 CFR

Part 7 1. 51 에서 규정한 운반용기 내용물의 이떠한 손실이나 분산도 발생치 않는

다.

〈나) 가상사고조건

과학기술부 고시 처]2001'-23호 제47조， l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R-1 Para. 726 및 US 10 CFR Part 7 1. 73에서 규정하고 있

눈 가상사-]l조건 히-에서 격남경계인 방사선원 캡슐이 특수형 방사성물질에 대한

요구사항에 만족하였으브로， KHl10 운반용기는 어떠한 방사성물질도 방출하지

않는다.

ISOITR 9978-1992 (E)에서 나열히-고 있쓴 시험방법인 vacuum bubble

test method룹 사용하여 수행한 누설시힘이|서 bubble이 발생치 않았으므로 누

설기준치인 10-5 Pa·m’/s (1 0-4 torr. QIs , 1.3 x 10-4 atm.cm'/s)륜 초파하지 않는

것으로서 누설이 발생하지 않는- 젓으로 평가뭔따，

따라서， 과학기술부 고시 채2001-23호 쳐]47조， lAEA Standar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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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es No. TS-R-l Para. 726 및 US 10 CFR Part 7 1. 73에서 나열하고 있

는 가상사고조건의 시험을 거친 후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1-23호 제 26조，

IAEA Standard Safety Series No. TS-R-l Para. 646 및 US 10 CFR

Part 7 1. 51 에서 규정한 운반용기 내용물의 어떠한 손설이나 분산도 발생치 않는

다.

다. 멜봉선원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및 검중평가

안전성 검증평가를 위하여 시험모델을 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KINS 업

회하에 9 m 자유낙하시험 및 1 m 파열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화재시험과

침수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용 밀봉선원 대량 운반용기의 인허가는 현재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KINS의 검토 완료 후， 성능시험을 수행하여

안전성 검증평가가 이루어진 후 인허가를 획득할 예정이다.

(1) 9 m 자유낙하시험

그림 3.2.1-44와 같이 10。 바닥경사방향으로 9 m 높이에서 운반용기를

자유낙하 시키는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전 시펀의 제원을 측정하였으며 누설

여부를 파악하여 시험모델이 시험에 적합함올 판단하였다. 낙하시험을 위한 각도

는 낙하높이로 인양하기 이전에 결정하였다. 낙하높이는 중량변화에 따른 낙하높

이 9 m보다 약간 높은 9.02 m이다.

그림 3.2.1-44. Free drop test with 15° oblique drop position.

- 127 -



낙하시험에서 1차 충돌하면서 약간 회전하면서 거의 바로 2차 충똘이 발생하

였다. 2차 충돌이후에 운반용기가 반발되면서 충돌하였다. 그림 3.2.1-45와 같

이 1 차 충격과 함께 2차 충격이 거의 동시에 발생되면서， 완충용기의 상부와 바

닥이 주로 변형되고 가운데 부분에서도 변형되었다. 시험 이후에 시편의 직경과

길이를 측정하였다. 2차 충격된 완충용기 상부에서 직경은 327.71 깨m에서

31 1.73 mm로 16 mm 정도 감소하였으며 길이는 427 .48 mm에서 450.08 mm로 약

23 mm 증가하였다. 1차 충격된 완충용기 하부에서 직경은 312.69 mm로 15 mm

정도로 감소하였다， 또한 완충용기의 가운데 부분도 변형이 발생되어 약 7 mm 의

직경 감소가 있었다. 1차 충격된 부분에 비하여 2차 충격된 부분에서 더 큰 변

형이 발생하였다， 바닥경사방향 자유낙하해석에서 직경 및 길이의 변화는 약 13

mm와 5 mm로 시험에서 나타난 16 mm와 23 mm 에 비하여 작다. 이는 시험에 비하

여 해석이 완충효과가 적어서 변형이 적음을 의미한다. 왼-충효과가 적으면 내부

의 차폐용기에 더 큰 하중이 전달되므로 해석은 보수적인 결파를 보여줌을 의미

한다. 완충용기의 상부의 용접부가 열램으로 인해서 3M 매트가 약간 노출되어서

화재시험에서 이 부분으로 인하여 열이 내부로 유입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파

열시험 이후에 완충용기를 분리한 결과 밀봉선원의 플러그가 완충용기의 내부를

충격하여 내부에 변형을 발생시켰다.

그림 3.2.1-45. Deformed shape after oblique drop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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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1-46은 바닥경사방향 자유낙하시헝에서 변형률과 가속도를 취득할

위치와 취득한 결파릉 나타낸다. 초기에 약간의 노이즈와 같은 신호를 제외하고

가속도는 -100 g에서 200 g 정도의 값을 보이며， 변형률은 -200 μ에서 100

με정도의 값을 보인다. 가속도계는 부착위치에 수직하게 장착되어서 1차 충격에

서보다 2차 충격에서의 값에서 차페체의 가속도를 의미한다

(a) locations for accelerator and strain gauges.

뼈m t “ l 200

R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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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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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I훌 ~ ~γ ，、../ Wv-'~:.. ~~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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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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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83 -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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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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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celeration (b) Strains

그림 3.2.1-46. Raw strain and acceleration data on oblique drop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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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7은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에서 취득한 변형률과

가속도에 대하여 1000Hz Low Pass Filtering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최 대

가속도는 150 g정도의 값을 보인다. S5와 S6의 변형률은 측정위치가 대칭으로

절대값이나 시간에 따른 절대값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경향은 매우 흡사

하며 -130 따에서 75 μf의 범위를 보인다. S3의 위치에서 변형률의 최소값인

-220 μ이 나타나며 S4의 위치에서 80 야의 최대 변형률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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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7. Filtered strain and acceleration data on oblique drop test

(l 000 Hz Low pass Filtering).

시헝결과를 해석결과에서 취득한 동일한 위치에서의 변형률과 가속도와 비교

하여 그럼 3.2.1-48에 나타내었다. 가속도의 경우 시험의 경우 약 150 g 정도

의 최대값을 보이지만 해석에서는 2000 g이상의 매우 큰 값을 보이며 진통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석에서는 재료의 damping에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서 가속도의

최대값이 매우 크며 진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변형률의 경우 S3위치의 해석결과

에서 최소 변형률은 약 ‘ 400 따의 값으로 시험결과에 비하여 약 두 배이다. 해

석에서의 가속도 및 변형률에서의 최대값이 시험에서의 최대값에 비하여 큰 값

을 보이므로 해석 결과는 보수성을 기·지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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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48. Comparison of strain and acceleration on between obllque

drop analysis and tes t.

(2) 파열시험

측면파열시험을 그림 3.2.1-49 와 같이 바닥경사방향 자유낙하시험에 의

하여 손상된 방향의 반대쪽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3.2.1-46 에서 보여준 센서의

위치와 측면파열시험에서 취득한 위치는 상하가 바뀌었다. 즉， Sl-S4 의 변형률

은 충돌방향에서의 변형률이며 Al 에서 측정된 가속도도 충돌방향에서의 가속도

이다. 1차로 충돌된 이후에 반발이 된 다음 2-3

회 추가로 충동되었다. 그렴 3.2.1-50은 이러한

파열시험에 의한 와충용기의 변형을 보여준다.

약간 편섬되게 충돌하였지만 큰 완충용기의 변

형은 발생되지 않았다. 1차 충격에 의하여 약 8

mm 정도의 직경의 감소를 보이고 반발 이후에

다시 파열 봉에 충격되면서 홈집이 발생하였지

만 큰 변형은 아니며 추가적으로 찢어져서 3M

매트나 완총용기 웰 내부가 벌어지지는 않았다.

측면파열조건에 대한 해석에서 완충용기의 변형

량은 약 4 rom 이다. 이는 파열시험에 비하여 작

은 값이다. 자유낙하시험에서와 같이 시험에 비 그림 3.2.1 -49. Puncture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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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석이 완충효과가 적어서 변형이 적음을 의미한다. 완충효과가 적으면 내

부의 차폐용기에 더 큰 하중이 전달되므로 해석은 보수적인 결과를 보여줌을 의

미한다. 파열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완충용기의 뚜껑을 해체하여서 차폐용기의 변

형을 측정하였다. 차폐용기의 변형은 거의 없었으며 직경 및 높이의 변화는 측정

오차의 범위이내의 값으로 차폐손실은 무시할 수 있다. 완충용기의 내부가 차폐

체의 본체에 의하여 약간의 변형이 발생되어서 완충용기가 차폐체를 웅칙이지

옷하게 누르고 있었다.

그림 3.2.1-50. Deformed shape after puncture tes t.

그럼 3.2.1-51 은 파열시험에서 취득한 변형률과 가속도를 보여준다 가속도느

노이즈 수준의 값으로 낮은 값을 보여

서 고려하지 않았으며， S4의 위치에서

의 데이터가 비상식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므로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노이

즈 수준의 값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제

외하고 약 1000 με의 값을 보인다. 변

형률의 측정 위치가 충톨방향으로 자유

닥하시험조건에 비하여 낮은 충격력을

받지만 측정한 변형률은 자유낙하시험

에 비하여 더 큰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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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2.1-5 1. Raw strain data

on puncture tes t.

- 132 -



그럼 3.2.1-52는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에서 취득한 변형률에

대하여 640 Hz와 1000Hz Low Pass Filtering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변

형률에 대한 FFT를 수행한 결과 그림 3.2.1-5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640

Hz의 주파수로 진동함을 보이므로 640 Hz의 Low Pass Filtering률 수행한 결

과를 이용하여 시험과 해석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해석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좌우 대칭의 위치를 나타내는 S5와 S6의 위치에서의 변형률이 절대

값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경향온 매우 유사하다. 약 5 ms에서 발생되는 노이즈와

같은 데이터에 의하여 으
」

노~4 값을 보이는 결과를 제외하고 640 Hz띄 필터링 결

과에서 S3의 위치에서 최소 변형률 -250 μ올 보이며 650 μ의 최소변형률이

나타난다. S3의 위치는 충돌면에서 가까운 위치이며 완충용기와의 간격이 크지

않다. 충돌에 의한 변형에 의하여 완충용기가 차페체에 충돌을 가하면서 스트레

인게이지를 변형시키면서 매우 큰 값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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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2. Filtered strain data on puncture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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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53. FFT data of strain data on puncture tes t.

시험결과를 해석결과에서 취득한 통일한 위치에서의 변형률과 가속도와 비교

하여 그림 3.2.1-54에 나타내었다. 81 위치의 시험에서 취득한 변형률-은 약

120 με이며 해석결과는 100 με으로 시험에서 약간 큰 값을 보이며 82 위치에

서는 시험과 해석애서 취득한 결과가 약 230 μ정도로 거의 같은 값을 보인다.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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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2.1-54. Comparison of strain on between puncture analysis a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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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용 Bulk 선원 운반용기 개발

가. Bulk 선원 용기 개념설계

(1) 완충체 단열특성 평가

B형 Bulk 선원 용기의 완충체로 사용된 우레탄은 열에 약한 특성이 있으

므로， 난연성 우레탄 폼 및 우레탄을 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화재들을 조합

적용한 시편을 표 3.2.2-1 과 같이 제작하여 그림 3.2.2-1 파 같이 800°C 의 화

재조건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결과 우레탄의 발화시간을 최대한 지연시

키는 것이 핵심사항으로， Variform 만을 적용한 시편의 경우 온도는 107 'c로

단열효과는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완충능력이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도

있다. 3M 매트를 두 겹으로 하여 Variform 을 바르고l 그 내부에 우레탄을 충진

한 시편의 경우 옹도는 153 °C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완충체의 단열구조는 한

국 3M사의 방화매트(EP-5-A) 두 겹에 세린테크닉의 Variform의 훈합구조를

적용하변 화재조건에서 납 차폐체의 옹도를 납의 용융온도인 327 °C이하로 유지

시키므로 차폐체의 건전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2

는 완충체 시편의 화재조건에 대한 온도측정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2- 1. Fire test results for various materials

우레탄 매 E Spray Variform 시험결과

시 편1 。

./
15분 경과 후 800 'c 초과

r

시 편2 O 。 20분 경과 후 800 'c 초과

시 면3 O O 。 30분 경과 후 515 "c로 측정

사 펀4 。 30분 경과 후 107°C로 측정

시 편5 O 。 。 30분 경과 후 358 °C로 측정

시 편6 O 。。 O 30분 경과 후 153°C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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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1. Fire test for shock absorbing materia l.

/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시간(분)

--시펀 2(무레트!+3M매트)

--시편3(우레탄+3M매트+3MSαay)

‘ --시펀 4(Varilorm)

‘ --시펀5(우레't.f..t3M매트+Variform)

--시펀 6(우레 트f..t3M매트2겹+Variform)

rO:J

8XJ

700

ffX)

t: 500

밟 400
300

2CX)

100

O
o

그렴 3.2.2-2. Transient temperatures for shock

absorbing materials.

(2) Over-pack 예비안전생 평가

(가) 열전달 예비안전성 평가

2차원 단면 모델을 사용하여 。ver-pack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반경방

향에 대한 열전달 영향올 평가하였다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상운반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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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운반대상 동위원소 Ir-192 10,000 Ci에서 발생

되는 붕괴열은 60 W를 고려하였다. 폴리우레탄 충 사이에 탄소강 전열 판이 없

는 경우와 3 mm 두께의 탄소강 전열판 8개를 부착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

였다. 표 3.2.2-2 는 정상조건에 대한 열 해석 결과이며， 전열 판이 없을 경우

차폐체의 온도가 700 t까지 상숭하지만 전열 판을 부착할 경우 130 't 이내로

떨어졌다. 폴리우레탄 폼의 낮은 열전도 특성 때문에 전열 판이 펄요하며， 3 mm

두끼의 탄소강 전열 판 8개를 설치 시 정상운반조건에서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되었다.

표 3.2.2-2. Maximum calculated temperature of KRI-BGM package

under normal condition
. ’

Calculated temperature ('t)
Location

without cooling plate with cooling plate

RI source t아 ‘ 741 224
~~

1

DU shield .-1 699 /' 125

Polyurethane 、%、’ 689 / t껴 95
ii같"-

Cask surface 70 70

(나) 구조 예비안전성 평가

3차원 해석모델을 사용하여 over-pack을 포함한 운반용기의 9 m 낙

하조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산해석 코드는 ABAQUS/Explicit를 사용하

였으며， 9 m 자유낙하 시 바닥면과의 충격속도는 13.5 mls를 고려하였다. 해석

결과 。ver-pack의 웅력은 각각 338 빼로 계산되어 허용치인 419 MPa, 보다 낮

게 나타났으나 차폐체 케이스의 웅력은 허용치인 331 MPa이하아지만 안전 여유도

가 부족하여 상세설계 단계에서 보완이 펼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Bulk선원 용기 설계

Bulk 선원 운반용기눈 그럼 3.2.2-3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원통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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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ξ쓸 가진 운반용기로 완충용가 (over--pack) 와 차폐용기 (Shielded package)로

꾸성페어있다. 차폐용기홀 보호하기 위한 완충용기는 본체 빛 뚜쩡으로 구-영되어

있다. 완창용기의 본체 및 뚜껑꾀 구조재뉴 1.6 mm 의 두께륜 가-진 탄소장

SS-400으로 제작되았으며， 완충용기의 본체와 뚜껑을 설합하었을 때 구조체의

외부 제원은 Z! 경 400 mm , 길야 475 mm이며， 내부- 제원온 직경 210 mm, 길이

29 1.5 rum 이따. 완충용기외 뚜껑은 A193-B7의 M10 -육각머려 볼트 8개로 조험

펴어 있다‘

차폐용기

DU 치폐체

텅스텐차폐체

Over-pack

방화채

총격 환증-쳐1

그림 3.2.2-3. Schematic diagram of KRI - BGM package.

완충용기 내부에는 KRI-BGM 운빈용-기의 운반도종 법，-생 가놓한 9 m t.f하사

고와 800 ·C 의 화재시-고로부터 차폐용기찰 보호하기 위해 200 kg/m'의 밀도칠

가지고 있는 년-연성 폴리우례틴-으로 채작훤 뚱격 완충체가 충-진 페어 있으며， 화

재사고 사에 난연성 폴려우-떼탄의 자연 발화 시간을 최대한 7.1 연시키기 위한 벙

화재 71- 딴층용기 외부 월~. \.]1벽에 똘러 쌓여있다. 완충용기 내부 딪 외부- 첼 사이

어1 전열판으로 2 mm 뚜께씩 구리판 8 개를 설치하였다.

Ir-192 퉁 운반내용--불토-부터 발생하는 1상사션을 차폐하기 위한 차폐용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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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체 및 뚜쩡으로 구성되어 있다. 차폐용기의 본체 및 뚜껑의 구조채눈 스테언려

스장 SS304요로 제작되었다. 차폐용기의 본처l 와 뚜쩡윷 갤합하였을 때 구조재

의 외부 제원쓴 직경 201 IJIm , 길이 278 mm이며， 내부 처l 원은 꾀경 97 mm , 길이

101 mm로서， 구조채 내부에는 방사선의 차펴l촬 수챙하71 위한 김손 우라늄 차폐

체가 스테인리스강의 이중 웰 내부콩간에 조립되며， 차펴1 용기 본체의 이종 웰 내

푸공간의 크기는- 측-연 방향으로 약 46 mm , 뚜껑 방향으로 약 66 mm , 그려고 바

닥 방향으로 약 78 mrn이다. 그리꼬 운반물이 적채되는 차폐용-거의 니l부 공간은

1r-192 10,000 Ci 운반 시에 텅즈:텐 차폐쳐1까 외부 직경 96 mm , 1꺼부- 직경 41

mm , 낌이 101 mal악 제원윷 가지고 차펴1 용기 내푸 꽁간에 상착 된다.

차펴l용기 본체 상부왜 뚜껑에는 걸합을 위한 플랜지 형상으로 제작되었으띠

A19:3-B8의 MID 렌치머리 볼트 8개로 조립된다. 본처1 상부에 두 개의 Viton

O-ring은 KS B 2799 규격에 따라 GIl0 및 G135쓸 설계하여 멜봉을 유-지 젤

수 있도록- 하였다.

Bulk 선원 운반용기에 썩채되는 운반 내용룹은 2.7 mm의 직경과 0.25 mm의 두

께를 가지고 있는 디스크 형태외 Ir-l딩2와 vial에 적재된 액체형태의 Mo-99

및 1-131이다. Ir-192의 최대 방사선원의 세기는 370 TBq c1 0 ,000 Ci)이、끄，

Mo-99의 최대 방사선원의 세끼는 29.6 TBq (SOD CD 이며， 1-131 의 최때 방

사선원의 셰끼는 3 '7 T l3q (1 DOD Ci) 이다.

나. Bulk선원 용기 얀전성명가

(1) 구조해석 평가

(가) 운반-용거의 일반요건 빛 구조셜계

운I간용-7] 의 일반요건 중에 검토사항은 운반용기 최소묘71 요‘건과 재질

의 화학‘ 핏 전기책 반응이며， 일반 구조설계이다.

Bulk 선원 운반용기는 직경 400 mm , 김이 478 mm의 원통형으로 설계씩었다. 그

러브.갔 국 LB·와 운반용기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고 있눈 “운반용기의 가장 작은

한 변의 깊이는 10 em 이상” 이어야 한다는 요건율 만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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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k 선원 운반용기의 화학 및 천기적 반응파 관련하여， 제직-에 사용된 재칠

쓸 중 얀전성과 관련된 채질은 감손 우라늄1 텅스텐 스테인리스강 및 탄소강이

다. 이틀 채질틀은 이들 구성 요소촬 간의 안전성에 영향을 ul 체논 섬각-한 회-학

적 전기 적 반응은 발생하지 않는다，

낙히-사고 및 회-채사，고 시에 차폐용-기릅 보호하기 위한 over-pack의 충격 완

충쳐1로 사-용-되는 난연성 폴려우레탄의 발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해 사

용한 방화새는 화채 발생 시 산소외- 화학 반웅을 하여 풀을 생성하지만 Bulk 선

원 운반용기억 안전성에는 아무런 영향윷 미치지 않는다.

Bulk 선원 운반용기의 구초성-겨}는 치폐 용7] 의 말봉 뚜쩡설계와 완층용거의

연양 및 결속설계줍 포함하고 었다. 차폐용기 뚜껑은 불뜨체결 형 플웬지 방석으

로 빌봉되며l 외r충용기의 상부는 4 곳에서 인양 고려(lifting lug) 플 잡아서 인양

하거나 결속장치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펴어 있다.

운반용기의 뚜껑은 방사성불칠이 외부로 누출되눈 것을 막아주고 격납경제를

형성하는 주요한 기능을 갖으띠?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품랜지(f]angξ) , 볼프 및

가스켓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Bulk 선원 운딴용끼는 내부의 발생 압력이 작으

나 B형 운반용-71 기술기준에 따라 설계압력윷 7 kg/c며으로 설쩡하였다. 따라서

이준 오령의 설계 내용과 뚜껑볼트의 크기와 수량 및 뚜껑 뜰괜지의 두꺼l쓸 겨l

신히-였다.

가스켓은 내압 맺 외팎충격 등으로 부터 격납경제활 건잔하게 유지시켜야 허

므파， 원형 단면으.로 고뚜계열 (elastomer) 의 fluorocarbon rubber 재질로 된 。l

중 오링 <O-ring)쓸 차폐용기 상부 면에 설치하였다. 오렁의 규격은 KS B

2799 [7] 에 따르띠 내부 오-령은 적갱 3.1 mm이고 외경 115 mm9J. G110윷， 외부

2.행은 직경 3.1 mID여고 외경 140 mm 표가이며 G135를 적용하였으며， 오평 흠

은 폭; 4.1 mm와 깊이 2.4 mm푼 각각 설계에 반영하였다.

차펴l용기억 뚜껑볼트는 니!암뿐만 아니라 지유낙하총헐로 인한 충격하중 및 화

재사고 등에서 받꺼l 되는 영향윷 고려하여 고장력 합긍강인 /\193-B8을 사용하

였jl， 활트의 응-력껴l 산·법은 ASME 코드 및 ORNL 보좌서 [81 에 따랐다.

운반용기의 내부압력윷 700 kPa로 가정할 때 대부암력으-fE 인해 볼트에 작용하

는- 압력하중(Fp) 은· 다음과 같다. 가스켓 유효경(대쓴 이중 오링이프로 내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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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과 외부 오랭의 직경의 평균값올 적용하였다.

πX 12.752

뀔)= -~~':"_p = ':~，，::_':''::''-x7 = 911kgr
ιl ι1

°il1서 G :::: 12.75 em : 가스켓 유효경

P = 7kgf ‘ 내부-압력

원동-형 뚜껑어| 대하여 운전 시 71 빌윷 유지차논(，11 필요한 가스켓 하풍은 다음

과 갇다. 고무계열의 오랭은 가스켓 계수 (m gasket factor)와 가스켓 요구응

팩 (gasket seat stress)띠 0이다， 가스켓 유효폭(b) 은 오령의 경우 직경에 1/8

올 적용한다. 가스켓 하중(Fo)은 다음 식과 같이 겨1 산펀마.

Fa = 2 7f b G m P = 2XπXO.35 X 16 xO X7 = 0 kgf

여기서 b = 0.35 em : 지-스켓 유효폭

m = 0 : 가:쓰켓 계수

운반도중 충똘 시 풋반용71 뚜껑은 용기외 본체와 외경이 같온 상태로 합쩨

충-올하-기 때문에 뚜껑볼트여l 충격하층이 발생하치는 않눈다. 그려나- 보수적인 히l

석갚 위해 뚜껑이 총롤로 인하1 500 g의 가숙도룹 받아 뚜껑 중랭:의 500 배인

충격하종(Fw)이 작용한다고 7}정한다. 운반내용-볼의 중량은 운반용기 내부꽁간

이 첸체 스테인리스강으로채워져 있다고 가정하여 보수작으포 계산하여 6 kg으

로 가정하였고， 뚜껑 풍량은 스테인~l 스깅-파 우라늄 차폐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4 kg으.규. 계산꾀었다 따라서 뚜껑과 내부 운반물의 전체무게는 20 kg으로 가

정하였다.

Fw = Ng We = 50Qx20 = 10000 l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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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 20 kg 뚜껑 과 내부운반물의 전처l뚜거l

띠라서， 룹트가 받까l 되는 전처}하·종(Ft)은 앞려하충 (Fp) I 가스켓 하중 (Fa) 찢

충격하중 (Fw) 의 합으로 다음과 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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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 Fp + Fo + Fw =911 + a + 10000 = 10911 kg f

FF껑 볼프。11 대한 최소불트면적은 다융과 같다.

。
ιmR

i
k
υ뻐-

때

--j
r
j
ν-
、
，

ι

F
-s--mA

여 기서， So = 2109.209 kgrl‘cm 2 볼트 A193-B8 의 항복응펙

MI0 뀔트 8 711 룹 7] 순-한 볼트면적은 따읍과 같으며， Ar>Am이므펴 볼트의

크지와 수량은 적당하다.

A
7rDf πX 12

r=-rn: -τ~X8 = 6.28cm2

여기서 Dr = 1 em 볼트의 유효적경

n = 8 : 볼’갚의 개수

또한， 볼트 간 간격이 볼트':-l멍과 가스켓 사이의 충분한 압력에 견딜 정도로

가까운지 살펴야 한다. 볼、닫 간 최때깐격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뚜껑 플랜AI 두

께 계산은 다~음 항에서 설명할 것이다，

Bmax =
6 t ~ _. 6 x 1.319

+ 2 잭 - -T「τ-=- + 2 x 1.0 = 17$~ 쩌

여기서 t= 1.319cm: 뚜깡 쏠렌지의 두께

Bd = 1.0 em 뚜껑볼트의 호청정

8 개의 첼 EO 에 대한 설제 볼.F.: 간 깐격은 다한파 짚-다.

Ba<--t = C sin (J80jη) = 16.4 Xsin(180/8) = 14.63cm

여기서， c = 16.4 em : 볼트 중심원의 직경 e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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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볼트의 간격이 최대치보다 작으므로 볼트의 간격은 적당하며， 운

전 시 가스켓의 기밀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볼트의 조임 토i크는 다음과 짙-다.

0.2 B"F.T
r

= > V

0.2 x 1.0 x 10911
8

= 273 kgf • em = 2.73kg f • m
n

최대 수직응력이론에 의거한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여 뚜껑 플랜지에 걸리는

전체응력을 구하였다. 즉， 원판의 양딘-은 볼트로 고정되고， 가스켓 유효직경 안쪽

에 균일분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와 양단이 볼트로 고정된 원판에 가스켓 유효

직경의 원주를 따라 집중하중이 균일하게 작용하는 경우로 냐누어 각각의 최대

응력에 대하여 중첩시켜 뚜껑 플랜지의 두께툴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U””
꺼

F
l

+
F
-

+
-2

F
-샤U

-
강

F

소쩌
--

nm
T

[ 2xπ3209o {l09l1 짧( 911덩0000 + a)}f/2

= 1.319 em ~ 13.2 mm

여기서， S = 2090 .4 18 kgf/c며 : 플랜지 SA240 Type304에 대한 항복응력

j= G魔+ 1$짧rl

ASME 기준에 따른 최소두께는 다음과 같다.

r0.3 x 7 . 1.9 x 10911 x 1.825 11/ 2
= 12.75 x I -~:~~. + - _.. -~--_ .. _.:-~ I = 1.25gem ~ 12.6mm

I 2090 2090x12.753 I

여기서， Hcg = :/z CC-G ) = 0.5 x (1 6.4 - 12.75) = 1.825 em

그러므로， 뚜껑 플랜지의 두께 22 mm는 충분히 안전하다. 뚜껑 플랜지 계산은

표 3.2.2-3과 같이 Excel 프로그램에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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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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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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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
띠

f+L
。

않해
m

따비
P
‘)

,
하

C?

니

32
끼J표

@Desi밍1 Parametel정

kg17C1l1

7.138 kg17C1l1

Design Pressure, P

Des ign Tempemt따C

7.138 생flail

℃

Flange Data Gasket Data BoltOatil

Material ]μss Materia’ Vito" Materiall Size A193-B8 1MIO

yield
209MIS kg f7C1l1

Gasket Seat
o kg f7C1l1 or kgOen

yield
2109.209 kgffClllSuess,S Suess. yocγ Stcess,Sb

MeanDiaOf
12.75 Gasket

0
Nominal Bolt

Gasket, G em
Factor, III Dia , Bd em

Radius
1.825

Elf. Gasket
o

Bolt Circle
16.4G to C, Hcg

em
Dia. b

em Dia., C
em

G/C 0.78 Gasket Dia. 0.31 em # of 8o It," 8 EA

ContentW，히ght， Wc 6 kg(

LXI Weight, WI 14 kg[

g-얘!ue， Ng 잊m

y

Y

M
떼

m「
어
」
씨
에i hd v찌.

6

14

回 Design Load
'-~o_직~ "

Pressure Lo찌， Fp =~nG' P '"작J 911 kgf
4 /

~ke‘ Seat =bπGy= 쩌” 0 kgf
Lo뼈， Fs ，...--익

/Gasket Load, FO = 27rbGmP 0 kgf

Load
/ 1'-'''

fO :S 2Fs
‘

OK
~

~.

I"'{:Qct Load, Fw = Ng(Wc +W,) .-<,/ I아lOO kgf

To때 Lo뼈.Ft = Fp + F. + F。 ""<c•; • ." 10911 kgf
'1:"-‘ ι ~속i「 i 」

~ - -- -~

圓 Lid Flanee Tbickness 、

Lid Flange

괴깅찍經깨씨 /까lickness 1.319 em
(G~0.588 C)

Lid F 뻐，ge

={염E+摩rThckness 1.259 em
byASME VIII

圓 Boll Spacir명

Boll am =--6t-+2Bd 17.83 R썩퍼{1f)Spacing
em 14.63 em

m+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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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200
= -3-= 300 행

3 W_~~l.
W= --~ι”

n

운반용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용기 중앙부의 상부 네 곳에 2개조로 설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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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인양 고리는 8 mm 두께 탄소장판에 직경 20 mm의 인양 구멍이 었다. 운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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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용기의 하중을 지탱한다고 가정하였고， 운반용기의 중량은 약 170 kg이지만

보수성을 고려하여 200 kg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인양 고리 1개에 작용하는

하중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Wcask = 200 kg : 운반용기의 중량

n = 2 : 인양 고리의 수량

인장응력은 인양 고리의 구멍에 발생하는 인장응력으로 다음과 같다.

Wo= x= 300 .__~.， ')--- = 1875 kg/cm2
2 x 0.8

여기서， 하나의 인양 고리 단면적은 1.6 e마 이다.

안전율은，

S Ov 2549= -" = ~'_~_-~ = 13.6
(J 187.5

여 기서 , (j y = 2 ,549 kg/em' : 탄소강 A36(SS400) 의 항복강도

따라서， 인양장치는 안전율 13 배 이상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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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R-1에 제시된 운반용기의 결속장치의 설계에 대한 가속도 값과 계산방법

에 따라 결속장치를 설계하였다. 결속장치는 가로， 세로가 각각 1 m인 철제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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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의 중앙에 설치된 운반용기 안착부에 운반용기를 수직상태로 안착하고 운반

용기 상부의 4개의 인양 고리와 결속장치의 각 모서리에 설치된 운반용기 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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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방향으로 10 g , 횡 방향으로 5 g , 상하방향으로 2 g의 가속도를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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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운반용기 중량은 인양장치 설계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수적 계산을 위해

200 kg으로 가정하였으며， 표 3.2.2-4와 같은 Exce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결속

장치를 계산하였다.

PI = PI얀 P Iy = 8814[N]

P M/2(QzZ+ QzX- gX)
-

Ix - 2[ZcosPcoso:+ Xsinφ]

200/2(98xO.505+ 19.6XO.283- 49xO.283)
- 2[0.505 XCOS (45) Xcos (45) + 0.283 Xsin(45)]

= 5774 [N]

P M/2(ayZ+ az Y- 9η
Iy 2[Zcos<Ps ino:+ Ysinφl

200/2 (49 x 0.505 + 19.6 x 0.283 - 9.8 x 0.283)
2[0.505 Xcos (45) Xsin(45) + 0.283 Xsin(45)]

= 304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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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 고리의 단면은 T 형상을 갖도록 하여 단면 이차 모멘트를 증가시켰으며 I

= 2.304E-7 m4으로 계산되었다. 인양 고리 단면의 폭과 높이가 각각 수평 부

80 mm 및 8 mm , 수직 부 8 mm 및 40 mm 로 하였을 때 도섬은 수평부에서 20 mm

거리에 있다. 굽힘 하중은 인양 고랴의 수직방향 vector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계산하였다. 그리고 모멘트 (M) 는 수직 힘과 인양 고리 구명의 중섬에서 용접

부까지 거리 x = 55 mm를 고려하였다.

F= sin(π/2-φ) x p= 6232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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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4. Calculation sheet of tie-down structure

Variables
cylinderl package
package weight
package size
longitudinal length
horizontal width
vertical height
gravity
acceleration
longitudinal direction
horizontal direction
vertical direction

angle
vertical plane angie
horizontal plane angle

longitudinal force
horizontal force
vertical force
gravity force

x-direction moment
package moment
gra씨ty moment
wire horizontal force moment
wire vertical force moment
right moment sum
V-direction moment
package moment
gravity moment
wire horizontal force moment
써re vertic히 force moment
끼ght moment sum

x-direction force
y-direction force

wire force
Chock forces

lug
Yield Stress
bl
hl
b2
h2
Centroid of area
11
12

Force
moment
bending stress

safety factor

Equation and unit Values

M [kg]

X [m]
Y [m]
Z [ml
g [m/sec2]

200

0 ,283
0 ,283
0,505

9 , 8

ax [m/sec2]
ay [m/sec2]
az [m/sec2]

98
49

19,6

phi [radian]
alpha [radian]

0 ‘ 785398163
0 , 785398163

Fx=Max
Fy=May
Fz=Maz
Fg=Mg

19600
9800
3920
1960

Fx Z/2 + Fz >ν2

Fg>ν2

2 Z cos phi cos alpha
2 X sin phi

5503 ,68
277 ,34

0 ,505
0.400222438

5503 ,68

3029, 18
277 ‘ 34

0 ‘ 505
0.400222438
226305886 ,9

Fy Z/2 + Fz Y/2
Fg Y/2
2 Z cos phi cos (pi/2-alpha)
2 Y sin phi

Plx [N]
Ply [N]

5773 .542258
3039 ,959997

P=P lx + Ply [N]
Fcx=M ax-2P 1x(cos phi cos alpha)

8813 ,502255
13826, 45774

Sy[Pa] (SS400) 250000000
0 , 08

0 ,008
0 , 008

O‘ 04
0 ,02

1 ， 67253E매7

6 ,31467E-08
2 , 304E-D7

6232087211
342 ,7647966
29753888 ,59

x=1/b2h2(1/2(b2h2'2-blhl'2)+b2hlh2)
b lh 1'3/12+b 1hHx-h 1/2)'2
b2h2'3/12+b2h2(h 1+h2/2-x)'2
11+12
F=영n(p i/2- phi) P
M=F*L
Sb=Mν1 (Pa)

Sy/Sb 8.402263093

b2-

μ
IAEA ST-2 appendix V tensile tie-down system with chocks, p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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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양 고리에 발생하는 굽힘 응력은 다음과 같다.

Mx 342.8xO.02
Ob= -r- = n nn ih [ = 2975 [MPal

인양 고리 재질은 SS400 이며， 항복응력은 250 MPa이므로 안전계수 8.4를 갖

는다. 따라서 인양 고리는 법적 기준에 따른 결속정치에 충분한 강도를 갖는다.

(나) 중량 및 무게중심

Bulk 선원 운반용기 구조설계의 개요는 1. 2항 운반용기 개요에서 설명

하였다.

표 3.2.2-5 Weight and center of gravity

B 형 Bulk 운반용기 무게 계산

※ Density(kg!m 3)

SS400 7890

3M • MAT: 865

SUS304: 8027

unosten 18500

PU 230

Copper 8933

DU 18700

차빼용기

*용기바덕연기준

우게중심(mm)

완충용기

Body: 225.165

Cover: 449.52

Body: 218.2

Cover. 333.42

전체용기 무게중심

0.576

Com ponents Volum e(m 3) Density(kg!m 3) Weight(kg)

Body i구조재 (SS400) i 00017174: 7890: 13550286

i 방화재 (3M-MAT) i 0.005248~ -~， 865 ‘ 4.54

?충격완충째(PU) i 0.035824116: 230: 8.24

낀Fin(Cu) i 0.000223872: 8933: 2

iBolting Flange(SS4001 0.00007344: 7890: 0.576

i---- ~ ....---_. • • ---------------------t
! I : ~ 28.906286
+---------------------------+---------------.----~---------------------t--------

Cover r구조재 (SS400) I 0.000607507! 7890: 4.763

L방화재 (3M-Mat) ! 0.000554233: 865: 0.479

:충격완충재(PU) iOOO55769년 만 230i 1 283

Bolting Flanoe(SS4001 0.0007344: 7890:

i 4 - ÷ ! : 7.101

Body i 구조재 (SUS304) ! 0.001077407; 8027: 8.544

i 차빼재 (DU) i 000521222~ , 18700~ 99.553

:빼(W) : 0 OOO6Z8펀 185믿 11.627.

; 4 ; i 119 724
.f------------... ----------------+--------------------•.- ... ----------------_ ...•------

Cover ’구초재 (SUS304) ! 0.000821852! 8027; 6.517

!차페 재 (DU) ! 0.000395338: 18700! 7.551

i ;-------------------------‘
14.068

차며|용기

완충용기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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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재질의 기계적 특성

Bulk 선원 운반용기에 사용된 주요 재질로는 완충용기 케이스는 탄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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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늄 (Depleted Uranium)과 텅스텐을 각각 적용하였으며， 이틀 주요 재질의 기

겨l 적 특성인 항복응력， 인장강도 및 말도는 표 3.2.2-6에 나타내었고， 스태인리

스강 304의 탄성계수는 ASME Section II Part D-Properties 표

TE-l (pp.669) [9] 애 제시된 값을 다음 표 3.2.2-7과 같이 정리하여 낙하， 파

열， 관통조건 전산해석에 적용하였다

표 3.2.2-6.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Mechanical properties
i ‘

Material Young’s Yield Ultimate
Density

Modulus Strength Strength
(kg/m')

(GPa) (MPa) (MPa)

Depleted uranium 1,758 275.8 586.2 18 ,700

Tungsten ‘q 400 샌 -~꺼I - -" 18 ,500
” .JI'

Stainless steel
표 2.4 -2 206.84 517.11 8,027A240 type 304 ’

ι-

Carbon steel A36 202.71 248.21 399.90 7,890

표 3.2.2-7. Young’s modulus of stainless steel and carbon steel

Temp. caC) SS304 Temp. caC) SS304 Temp. cae) SS304

-198.3 208.9111 204.4 182.7111 537.8 157.2005

-128.9 204.7743 260 177.8847 593.3 152.3741

-73.3 200.6374 315.6 174 .4374 648.9 146.1689

2 1.1 195.1216 37 1. 1 170.99 704 .4 139.2741

93.3 190.2953 426.7 166.1637 760 132.3793

148.9 186.1584 482.2 162.0268 815.6 124.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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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상운반조건

법규에서 규정하는 고온 및 저온조건에 대한 평가는 열 해석 평가 분야

에서 설명하였으며， 고온 및 저온조건에서 운반용기의 열 및 구조적 건전성이 입

증되었다.

CD 압력 (Pressure)

Bulk 선원 운반용기의 내부압력은 설계압력 0.7 MPa이 운반용기 격납경계

인 차폐용기 내부 웰에 작용한다는 가정으로 계산하였다. 압력해석의 전산모델은

다음 절 2.5.5에서 설명한 낙하해석 모델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Bulk 운반용기는 압력 조건에서 그림 3.2.2-4와 같이 Tresca 응력분포를 보

이고 있다. 차폐용기 외부 젤은 바닥에서 최대 26.9 MPa 평균적으로 5.6 MPa을 보

이며， 내부 웰 바닥면은 평균적으로 10 MPa, 최대 30.2 MPa을 보인다. 뚜껑 상부

플랜지는 평균적으로 0.8 MPa, 뚜껑 웰은 중앙 부위에 최대 12 .4 MPa, 뚜껑 바닥면

은 평균적으로 0.6 MPa로 각각 계산되었다. 내압으로 발생한 최대 응력은 차폐용

기의 내부 웰에서 발생한 30.2 MPa이다. Regulatory Guide 7.6 [10] 혹은

ASME section III div. 3 [1 1]에 따르면 응력은 열차 응력으로 분류되어 응력저l

한 기준은 응력강도의 1.5 배 0.5 Sm)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206.84

MPa이 응력제한 값이 된다. 내부압력으로 발생한 일차 응력이지만 하중조합관점에

서 다른 하중과 조합하여 평가한다. 정상운반조건의 고온이나 저온에서의 최대정

상운전압력(0.14 MPa)이나 가상사고조건중에서 화재조건에서의 최대내부압력

(0.16 MPa)에서의 최대 응력은 각각 6.0 MPa과 7.3 MPa이다.

@ 살수 (Water Sp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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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이다.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TS-G- 1. 1 Para 72 1. 1 [12] 에서

는 이 조건은 물에 의해 부드러워 지거나， 물에 의해 용해되는 접착물질을 가진

운반용기에 대해 필요한 조건으로 외부 층이 금속， 나무 세라믹 또는 플라깐박

재절로 이루어진 운반용기는 이 조건을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Bulk 선원 운반용기의 외부표면은 탄소강으로 제작되었으므로 물에 의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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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하여 차폐 및 구조적 건전성에 문제를 야기하

지 않는다.

@ 자유낙하 (Free Drop)

Bulk 션원 운반용기의 중량은 약 170 kg으로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

는 표 3.2.2-8과 같이 중량에 따른 낙하 높이 기준에 따라 1.2 m에 해당한다.

자유낙하 전산해석은 낙하 방향에 따라 수직， 수평， 무게중심 및 경사 낙하에 대

해 계산되었다.

표 3.2.2-8. Free drop height according to weight of package

운반물의 중량(kg) I ~， 자유낙하 높이 (m)

운반물 < 5 ,000 휠휴、 I \ 1.2 j

5,000 .s; 운반물 < 10,000 I ., 0.9
I 육i

10,000 s;; 운반물 < 15 ,000 _ I ~ 0.6,..- I I

15 ,000 .s; 운반물 . f I I . 0.3

그램 3.2.2-4. Stress contour of pressure condition.

(Overall shl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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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조천의 전신-해석은 ABAQUS/Explicit ver. 6.5.1 [1:3 J 을 사용하였으여，

해석오텔은 그립 3.2.2-5와 감이 1/2 크기보 운반용기 길이빙향으로 자른 단변

을 찾고 있다 모델령은 완충용기에서 본체 및 뚜껑 케이스의 탄소강괴- 폴리우리|

탄 퓨， 차펴l용기에서 본처l 씻 뚜껑 커1 여스의 ;λ-테얀리스장과 우라늄 카폐체， 내

부- 텅 A 텐 차폐처1와 타껴면언 강체연 풍올 포함하고 있녀 전산 입펴자-료 및 해

석결파 자료는 단위계의 적용에서 길이 [mm], 힘 [N], 질량 [ton] , 시간 [sec] ,

용력 [MPa] , 에너지 [m]] 및 밀도 [ton/m’]촬 각각 적용하였다. 운반용기 ‘만델은

절정 (node) 음‘ 2:3.894 개로 이루어진 C3D8R 육면처} 요소 (solid element)룹

13 ,486 개를 사용하였다. 주요 재질의 기계적 꽉성 값은 앞 절 2.4에서 제시원

값쓸 적용하였다. 딴소장파- 스테언리스강의 경우， 소성 변형월-과 소성 용력에 대

한 기계적 특성 값을 전산해석에 적용할 때 연신플에서 인정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따. 또한 폴려우레탄 폼의 소성변형은 압축-사험윷- 통하여 연아친 데씨터

활 이용하였다. 탄소강과 폴리우리1 딴 폼， 스태인리스강-과 우라늄 차폐체， 기계적

으로 조랩되는 면 풍피- 같r이 각- 채질 사이는 접촉연으로 처리하였다. 히·중조건은

운반용71 의 낙하높이 1.2 m에 해당하는 워치에너지와 홍퉁한 초기속도 4.851

m/s을 가진 운동에너지쿄 임랙하였으며， ]?‘델 전체에는 중펙가속도 9.806 m/s2

끊 주어졌다

Bulk 운반용:시의 1.2 m 수직낙하해석은 운반용기가 수적 자세로 타격떤얘 춤

등을하는 순간을 해석하였다. 해석 구간은 10 ms로 차폐용·기의 스데인려스장으로

된 케이상에서 발생뭔 응력분포도는 그핍 3.2.2-6과 같다. 재절의 적용은 격납

;성껴1 의 부분을 탄성으로 가정하여 ASME sec. III div. 3의 평가쉴- 받기 때푼에

차폐용기 외부 케이스는 딴소성 내부 케야스 및 뚜껑은· 띈성으호 해석하였다.

충활 후 2.7 rns 힐‘ 때 차펴l 용-기 외부- 케이:깐. 하단에서 최대 응력이 1궐-생하였다.

외부 케이스는 딴소성으로 적용하였으며 용력평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직낙하 하l석절과 평가를 위해 틴성으로 적용한 부분은 그램 3.2.2-7파 같

이 차펴1 용기의 내부 커1 여성괴- 뚜껑이며， 내부 케이싱의 하단에서 낙하충똘 후

1.45 rns 힐 때 최대음-력이 발생하였으며 그램 3.2.2--8 괴 갚이 163.7 MPa로 겨l산

펴었다

- 152 -



(a) Vertical drop (b) Horizontal drop

(c) Oblique drop 、‘ (b) Corner drop

그림 3.2.2-5. Simulation model of drop condition.

이 값플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그림 WB-3221-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불연속면과 관성 영향을 받으므로 부분 막 웅력 (PL) 으로 고

려하여 응력강도의 1.5 배를 적용한다. 따라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206.84 MPa이 응력제한 값이 된다. 따라서 1. 2 m 수직낙하 계산응력은 응력제한

값보다 작아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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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Stress contour of 1.2 m vertical drop

(Overall shielding container)

그럼 3.2.2-7. Stress contour of 1.2 m vertical drop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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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8. Max. stress time history of 1. 2 m vertical drop

(Lower part of inner case of shielding container)

Bulk 운반용기의 1.2 m 수평 낙하해석은 운반용기가 수평 자세로 타격면에

충돌하였을 때 해석하였으며 해석 구간은 10 ms이다. 차폐용기의 내부 케이싱과

뚜껑의 재질을 탄성으로 적용할 때， 최대웅력은 그렴 3.2.2-9와 같이 뚜껑의 차

폐체 케야스와 플렌지 사이에서 낙하 충동 후 1.4 ms 일 때 발생하였다. 최대웅력

값은 응력 시간선도에서 그림 3.2.2-10과 같이 148.3 MPa로 보이고 있다. 1.2

m 수평낙하의 계산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WB-3221-1 에 따

라 웅력제한 값 1.5 Sm(응력강도)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서 206.84 MPa 보

다 작아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Bulk 운반용기의 1. 2 m 무게중심 낙하(Corner drop) 는 운반용기의 무게중심

과 바닥면 모서리가 연직선상에 있는 낙하자세의 경우이며， 해석 구간은 15 ms

이다. 1. 2 m 무게중심 낙하해석은 차폐용기의 내부 웰과 뚜껑의 채질을 탄성으

로 적용할 때， 최대응력은 그림 3.2.2-11 과 같이 뚜껑의 차폐체 케이스와 플렌

지 사이에서 낙하 충돌 후 14.2 ms일 때 발생하였다. 최대응력 값은 응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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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에서 3.2.2-12와 샅이 67.71 腦풍 보이고 있다. 1. 2 111 뚜게중섬 낙하의

계산 값틀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 그림 W8-3221-1 에 따라 응원채

한 값 1.5 Sm(용력강도)여므로 스터1 인리스강 304에서 206.84 M없 보다 작아 인

전함을- 보이고 었다.

운반용기가 기울어진 싱-태로 1각하하여 비-닥변이 1차로 충격한 후에 회잔하여

뚜껑부분-이 2차효 총격이 되었을 경우에， 2차 충격이 가장 큰 각Eif료 자유 낙하

하·는 경사낙하조건(Oblique drop) 에 대하여 해석윤 수행하였다. Bulk 운반용기

의 청우 7] 윷‘어진 걱·도는 용기 츰면과 E}객면이 15" 이다. Bulk용기에 대한 깐

단한 표델촬 이용하여 5 。 에서 45 。 까지 5。 간격으로 낙하해석을 수행하여 바

닥애서의 반력이 가장 펀 각도인 15 。 줍 경사낙하각또‘값 선정하였 ct. Bulk 운반

용기의 1.2 m 껑사 낙-하해성은 운반용기가 청사전 자세로 타격변에 충똘하였올

때 해션하였으며 해석 구간은 2차 총객‘울 고려하여 25 찌S이다， 1.2 In 정사낙-하

해석은 차폐용거의 내부 젤과 뚜껑의 채질을- 탄성요로 적용할 때， 1 차- 낙히-총활

보다 2차 녁하충돌에서 20.35 ms일 때 딸생하였다. 최대용력은 그럼 3.2.2- 1:3

과 같은 분포룹 보이고 있다. 뚜껑의 차폐채 케이스와 플렌지 사-이에서 발생한

최대응력 값은 응력 시간선도에서 그림 3.2.2-14와 같이 1차 충격에서 작게 나

타나고 2치 층격에서 상당히 콘 173.6 MPa포 보이고 있 Ct'. 1.2 m 정사낙하의 켜j

산 값틀은 스테인리스장 304에서 206.84 腦 보다 작아 안전함을 보이고 있다.

그럼 3.2.2-9. Stress contour of 1. 2 m horizontal drop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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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0. Max. stress time history of 1.2 m horizontal drop

(Lid of shielding container)

그럼 3.2.2-1 1. Stress contour of 1. 2 m corner drop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l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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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2. Max. stress time history of 1. 2 m corner drop

(Lid of shielding container)

그림 3.2.2-13. Stress contour of 1.2 m oblique drop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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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4. Max. stress time history of 1.2 m oblique drop

(Lid of shielding container)

@ 적층 (Stacking)

적충조건의 하중은 Bulk 선원 운반용기 중량인 170 kgf의 5배를 초과하

는 850 kgf 흑은 운반용기 수직 투영 단면적에 걸리는 13 뻐 하중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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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은 완충용기 직경 0.4 m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1.634 kN이므로 중량 기준에

의한 하중이 크게 나타났다. ABAQUS/lmplicit에 의한 적충조건에 대한 전산해

석은 완충용기 상부에 압력 하중은 66.328 kPa로 계산하였다. Bulk 선원 운반용

기 상부에 적충한 후 완충용기의 케이스의 최대웅력은 28.28 MPa로， 차폐용기의

케이스는 최대 응력 1.9 뼈로 각각 계산되었다. 따라서 Bulk 선원 운반용기 적

층하중 계산응력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그림 WB-3221-1 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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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적 건전성은 유지된다.

@ 관통 (Penetra tion)

관통해석은 운반용기에 6 kg의 중량을 가지며 직경이 3.2 em인 관통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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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유 낙하하논 경우에 대한 조건이다. 전산해석은 ABAQUS/Explicit ver.

6.5.1올 사용하였으며， 해석모델은 그림 3.2.2-15화 깊이 1/2 표기로 운빈-용기

길이방향으로 자른 단면-을 갖고 었다. 모델링은 완충용기에서 본-체 및 뚜껑 케이

스의 탄소강-괴- 폴리우-레탄 폼， 차폐용기에서 본처! 및 뚜쩡 케이스의 스테인리스

강-파 우라늄 치폐처I. 내부 탱스텐 차폐체와 타격변인 강체 연과 관통봉 등을 포

함하고 있다. 전산 업책자료 몇 해석결파 자료는 단위계의 적용에서 길이 [m Ull ,

힘 [N] , 질량 [ton] , 시간 [sec] , 웅력 [MPa] , 에너지 [mJ) 빛‘ 밀도 [ton/m‘]을

작각 전용하였다‘ 운반용기 모텔은 낙하모델과 잡으며 관통 봉 부분만 추가되었

따. 주요 재짚의 기계책 꽉성 값은 앞외 2.4항에서 제시펀 값윷 적흥히-였다. 탄

소강과 스터1 얀리스장의 경우， 소성 변형율파 소.성 응력세 대한 71 껴1 적 특성 값을

전산해석에 적용할 때 연신활에셔 연장강도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꽂리

우레텀I" 폼의 소성변형은 압축서험슬 흉하여 얻어진 데이터촬 이용하였다. 탄소장

과 활라우려l 원 폼，쓰터1 인려스강과 우라늄 차폐채， 기계적으로 :쪼립되는 면 、등과

갑이 각 재절 사아는 접촉연으로 처리하였다. 하중조건은 관통봉의 낙히-높이 1

m에 해땅하는 위치에너지화 동뚱한 초기속도 4‘428 m/s을 거-전 운풍에너지로

입력하였으며， 모델 전체어}는 중략가속도 9.806 m/s2
를 주-어졌다.

Bulk 운반용기 수직 관통 낙하해석은 운만용71 가 수칙 자세포 라격면이l 놓여

있는 상태에서 관-통봉이 충돌하는 순간올 해석하였으며 해석 구간은 5 ms이다

완충용기의 케이스에서 발생완 웅력분포도는 그램 3.2.2-16과 같으며 관풍봉

바로 아래 부뿐에서 뚜껑 수직관흥은 최대용-랙 298.5 MPa로， 비-댁- 수직관똥-온

307. 7 ~Pa로. 각각 나타났다. 재질씌 적용은 차펴1 용기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 내부

케아스 및 뚜쩡은 탄성으로 해석하였다. 왜냥하면 격남경계의 부분을 탄생으포

가정하여 ASME sec. III div. 3의 평가를 받치 때운이다 수직관통의 최대 변위

는 그럼 3 ‘2.2-17과 같이 충폴 후 1.85 ms일 때 완충용-거와 관홍봉 접촉띤에서

뚜껑 관풍어|서 4.99 mm 빛 바닥 관-통에서 4.69 rnm로 발생하였다. 이려한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으로 책용하였으며 응쩍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직핀-통 해석결과 관풍봉에 의한 싼충용-기의 변형은- 매우 적어서 내부외 차

폐용기에 힘을 전딸하지 못하여 차폐용기의 내부 케이싱파 뚜껑외 웅쩍은 푸사

힐- 정또포 착깨 발생하였으며 안전함을 꾀-이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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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op penetration (b) Bottom penetration

(c) Side penetration./ / (d) penetrator

그럼 3.2.2-15. Simulation model of penetration condition.

그림 3.2.2-16. Stress contour of top vertical penetration

(Lid of Absorbing container and pene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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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2.2-17 ‘ Displacement of top vertical penetration

(near the penetrator).

Bulk 운빈-용가 수평 관홍 녁하해석은 훈반용기가 수평 자세포 타격변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판홍 봉이 충올하는 순간을 해석하였으며 해석 구간운 5 ms이다.

완총용기의 케이스에서 발생된 장력분포도논 그렴 3.2.2-18과 갇으며 관풍 헝

바로 야-혜 푸갤-에서 최대용-벽 584.2 M래로 나타났다. 재질의 적용은 차펴l 용71 외

부 케이스는 탄소성， 내푸 커l 야스 및 뚜Z정은 딴성으로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격

납;영계의 부분을 탄성으、렌- 가정하여 ASME sec. III div. 3의 평가륜 받기 때문

이다. 최때 변위는C :l- 렴 3.2.2-19 와 같이 충-돌 후 0.75 ms일 때 완충용-기와

관통 봉 접촉변에서 2.14 mm가 발생히-였다. 이러한 외부 케야:쓰는 딴소성으로

적용하였으며 웅랙평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수평관통 해석결과 관통 봉에 의한 완충용기의 변형온 매우 적어서 내부의 치

펴} 영-기에 힘을 전달하지 옷하여 차펴l용-기의 내부 케이싱과 뚜쩡에서 응릭은 퓨L

사할 정도보 작게 발생하였으며 안전함을 보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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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8. Stress contour of side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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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2-19. Displacement of side penetration

(near the pene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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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해석

WB-322 1. 9 에 의한 l칸복운전에 대한 해석윷 위하여 변저 펴보해석에

대한 면제기준을 조샤하였다. 대 71 압에서 운전엽-략까지의 사이촬 수가 3Sm어l

해당하는 Sa에 대하얘 피토한계곡선의 사용가능한 횟수가 펴지 않을- 때 떤처}가

가능하다 사용가능횟수논 약 8 ， 000회포 실제 최대 사용횟수 2 ，000회에 비하여

펀 값으로 연처l 에 해당된다. 또한 변똥압이 운전압의 0/3) x CSa/Sm) 이하엘

때 면서l 에 해당한다 압력변동ξ‘ 0.12 MPa로 무사할 정도로 직-고 운-전회수도

2000회로 106보다 작아 조건을 충족하므로써 면체에 해당한다. 두 인쉽사0] 의

온또차에서도 기‘동- 및 운전정치 과정에서 특별한 온도변화가 없으므쿄- 면제에

해당한다. 정상운전조건어l서의 고온조건 및 져온조컨에 대한- 온도차눈 고온조천

엘 [에 온도변화71- 60·C 이하(캡슐의 온도변화 38-93·C) 이며， 져온조건에서

온도변화카- 60t 이하〈외부의 온도변화 : -40~20·C) 이므로 다음과 같이 겹정

된 허용온도 75 ·C 이하의 값으로 변.채에 해당된다.

- σ 450MPa
시 ---

사jm- 2Bα 2 X(206 ,OOOMP，α) x(16XIO- 6)

껴닙‘겸계는 통일 재효로 이종Al료가 아니므로 온도차에 의한 피로해석윤 하지

않아또 되는 변제기푼-어! 해당된다.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기계적 하증은 존재하므

로 이에 대한 피로해석쓸 수행하여야 한다.

정상운빈-조건에 대한 기겨l 적 하중에서 공진이 없기 때문에 운반진동-하중이

작아서 진흥에 의한 피로혜석은- 면저l 에 해당훨 것으로 예측된다. 1m 자유낙하，

적뜸， 관황 및 진풍조건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여기에 방사성볼칠 정전 핏 인출，

반복- 자압하중， 사-용 증 환;성에 따른 열 하중， 운반-진동-하중 퉁이 고려되었다. 이

에 따}헌- 평가결과는 표 3.2.2-9외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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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9. Evaluated result of fatigue analysis

304S.S. 피로한계웅 최대피크웅력강도3) 피로
Loads

3Sm[뻐] 력 (S) , MPa (위치) [MPa] 허용횟수 4)

a. Heat 413.7 166
20.2

> 106

(내부웰 바닥)

b. Cold 413.7 166
112.8

> 106

(내부웰 바닥)

c. Pressure 413.7 166
30.2/6

> 106

(내부웰 바닥)

훌
163.7

(내부 casing 하단)

148.3
d. 1.2 m free drop ←『 」→잉c

1

"~“‘ ~.-'" "" (casing
- Vertical drop

-.
뚜껑플랜지) ~ 106

‘ Horizontal drop 413.7 r -‘ 166 67.71
‘R

- Coner drop ...... (casing Z
- Oblique drop

.，;꺼-f4f2lr 뚜껑플랜지)

j--.: 173.6,

/~ \0"

(casing
.“

뚜껑플랜지)
일같

e. Stacking 413.7 166 ~
1.9

> 106

‘ (차폐용기 Case) ‘

f. Penetration 413.7 166 negligible5) > 106

g. Vibration 413.7 166 f
공진 없읍

> 106

negligible

3) 최대 변동용력강도 (Sail) 는 최대피크웅력강도보다 작응. 웅력집중계수 (Ke=2) 를 FEM

해석결과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여도 free drop 조건에서 경사낙하의 2배 인 최대 340

빼이 되고， 이에 해당하는 허용횟수는 4000회이므로 훈반용기가 받눈 온도/압력/자유

낙하 등의 하중 반복 예상횟수 2000(20년) 회보다 큼.

4) ASME SEC.l II , DIV. 1 Appendix r, 그렴 1-9 , 2.1 Design fatigue curv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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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 194 MFa , for temperature not exceeding 425 'c
5) 누적피로계수 neglig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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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상 사고조건

CD 자유낙하 (Free Drop)

사고조건 자유닉-히- 전산해석은- 9 m 낙하촬 수행하였으띠 운빈-용기 자서l

에 따라 수직， 수평， 푸거l중심 및 경사 낙하에 ABAQUS/Explicit ver. 6.5.1블

사용하역 계산하였다. 전산해석 모델은 정상조건 낙하포델을 사용하였으며， 다만

하증:조건은 운빈‘용71 의 낙히-높이 9 m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와 동등한 쏘기속

도 13.2856 m/s로 변경하였다，

Bulk 운반용기의 9 m 수직낙하해선은 운반-용기자 수직 자세로 타격변에 충돌

하는- 순간을 해석하였으여 해석구간은 10 ms이다. 차폐용기의 A.테인리소강으f료

원 케이싱에서 발생펀 정-력분포、보는 그렴 3.2.2-20과 같다. 재짚의 적용은 격 l날

정계의 부분을 탄성으로 가정하여 ASME sec. III div. 3의 평가촬 받기 때푼에

치-폐용기 외부 케이스는 탄소성， 내부 케이A. 및 뚜껑은 탄생으로 해석하였다.

외부 체이스는 탄소성요로 전용하였으므로 웅려평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수직낙하 -해석결파 평가를 위해 탄성으로 전용한 푸분은 그램 3.2.2-21 과 같

이 차폐용기의 내부 케이성과 뚜껑이며， 내부 케이성의 하딴에서 낙하 충똘 후

1.55 ms얼 때 수직녁하띄 최대응력이 발생하였다. 최대웅혁 값은 융력 시간선도

그평 3.2.2-22와 감이 295 MPa로 계산되었다. 장릭선도는 차란 주파수 (cut-off

frequency) 룹 1 k뼈， 획뜩 주파수 (sampling rate) 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이 값뜰은 ASME ‘3ection III Division 3 , 그램 WB-~3224-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일반 막 웅력 (Pm) 의 기준이l 따라 용확장또의 2.4 배와 인

장강도의 0.7 배에서 작은 값이브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뼈와 36 1.97 MFa이표츠ξ 330.95 lI.없이 옹력체한 값이 된다.9m 수직낙하조건에

서 Bulk 션원 운반용기자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윌- 알 수 있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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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2-20 ‘ Stress contour of 9 m vertical drop

COverall transport package)

• • - •

•

•
•

•
그럼 3.2.2- 21. Stress contour of 9 m vertical drop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쟁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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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2.2-22. Max. stress time history of 9 m vertical drop

(Lower part of inner case of shielding container)

Bulk 운-반용거의 9 m 수평 낙히해석은 운반용71 기- 수평 자세로 타격변에 충

똘하였살 때 해석하였으며 해석 구간은- 10 ms이다， 차폐용기띄 내부 케이성과

뚜껑의 재질율 딴생으효 적용할 때， 최대응력은 그힘 3.2.2-23과 같이 뚜쩡의

치-폐체 케이스외 플렌지 사이얘서 낙하 충똘 후 4.8 ms엘 때 발생하-였다， 최대응

랙 값은 웅뢰 시간선도애서 끄램 3.2.2-24와 같이 260 ‘ 4 MPa로 보이고 있다.

이 값뜰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 그럼 WB-3224-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일반 팍 응력 (Pm) 의 기준에 따라 응력강도의 2.4 배와 ‘긴

장강-도의 0.7 패에서 작은 값이므포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MPa와 36 1.97 MPa이므로 330.95 MPa이 ‘응력저l 한 값이 펀다‘ 9 m 수평낙하즈ξ건에

서 Bulk 선원 운반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댐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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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all transport package r‘
깨

”a따
m‘

때
떠

.
잉

·m,
아버

l
때새띠해빠

n“
Y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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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그림 3.2.2- 23. Stress contour of 9 m horizontal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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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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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24. Max. Stress time history of 9 m horizontal drop

(Lid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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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lk 운반용기의 9 m 무게중심 낙하(Corner drop) 에 대한 헤석 구간은 15

ms이다.9 m 무게중심 낙하해석은 차폐용기의 내부 웰과 뚜껑의 재질을 탄성으

로 적용할 때， 최대응력은 그림 3.2.2-25와 같이 뚜껑의 차폐체 케이스와 플렌

지 사이에서 낙하 충롤 후 8 .4 5 ms일 때 발생하였다. 최대웅력 값은 웅력 시간

선도에서 그림 3.2.2-26과 같이 105.8 빼로 보이고 있다. 이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Lsion 3 그렴 WB-3224-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웅력제한 값은

일반 막 옹력 (Pm) 의 기준에 따라 웅력강도의 2.4 배와 인장강도의 0.7 배에서

작은 값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 ‘ 95 MPa와 36 1. 97 MPa이므

로 330.95 lWa이 웅력제한 값이 된다.9 m 무게중심낙하조건에서 Bulk 선원 운

반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a) Transport package b)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그릴 3.2.2-25. Stress contour of 9 m corner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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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2.2-26. Max. stress time history of 9 m corner drop

(Lid of shielding container)

Bulk 운반용기의 9 m 경사낙하해석에 대하여 해석구간은 2차 충격을 고려하

여 20 ms이다.9 m 경사낙하해석은 차폐용기의 내부 첼과 뚜껑의 재질을 탄성

으로 적용할 때， 1차 낙하충롤보다 2치- 낙하충돌에서 9.1 ms일 띠l 발생하였다.

최대응력은 그림 3.2.2-27과 같은 분포룹 보이고 있다. 뚜껑의 차폐체 케이스와

플렌지 사이에서 발생한 최대웅력 값은 응력 시간선도에서 그림 3.2.2-28과 같

이 1차 충격에서 작게 나타나고 2차 충격에서 상당히 큰 303 .4 MPa로 보이고 있

다. 응력선도는 차단 주파수(cut-off frequency)를 1 k뻐와 획득 주파수

(sampling rate)를 6 k뻐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이 값들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그림 WB-3224-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은 일반 막 응력 (Pm) 의 기준에 따라 웅력강도의 2.4 배와 인

장강도의 0.7 배에서 작은 값이므로 스테인리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MPa와 36 1. 97 MPa이므로 330.95 MPa이 응력제한 값이 된다. 9 m 경사낙하조건에

서 Bulk 선원 운반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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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ansport package b)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그렴 3.2.2-27. Stress contour of 9 ill oblique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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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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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5]
0.020

그럼 3.2.2- 28. Max. stress time history of 9 ill oblique drop

(Lid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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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칭 파열 (Puncture)

Bulk 선원 운반용~기의 파염-시헝온 차유낙하시헝 후 손상을 가장 크게 1갇

꽃 잣이라고 판단되쓴· 부분-에 대히여 파열 봉올 낙하하여 수행히였다.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 연에 칠이 20 cm , 직 캡 15 ±O.5 cm 이며 성-단 부눈 평탄하고 가장

자려는 l:1J갱 6 10m 이하로 뚱글거1 세잔펀 연장새철의 파열 봉을‘ 수직으로 끄정한

후 Bulk 선원 운반-용기륜 "1 m 늪‘ oj 에서 최대의 손상을 일으키도록 낙하시키는

조캔이다. 파열시험 5:건의 전산해석은 1 m 낙하콜 수행하였 0'[나 운반용기 자세

에 따라 바닥 빛 뚜껑 수직과 수평방향으로 ABAQUS/Explicit ver. 6.5.1을 사

용하여 계산하였따， 천산해석 모델은 2.5.5.1향과 같이 정상조컨 낙하모텔윷 사

용하였으며， 다만 하중조건은 운반용71 의 낙하높아 1 m어1 해텅하는 위치에너지

와 통통한 초기속또 4.429 m/s보 변경히-였고 따격변의 강체를 대신하여 파열

봉을 강체포 모델령하였다.

Bulk 운반용기 의 1 m 바닥 파열 해석은 슈‘직 자세의 운빈-용기기- 바단띤울 타

격변에 충룹하는 순-간쓸 해석하였으며 해석 구간은 10 illS이냐. 차폐용기의 스테

인려스강으로 원 케이성에서 발생된 용-력분포도는 그램 3.2.2-29와 같다. 재질

의 적용은 차폐용71 외부- 케이스논 란소성? 내부- 케이스 1싫 뚜껑은 한성으로 해

석하였다. 왜냐하연 격납경계의 부분을 탄성으.쿄. 가정하여 ASME sec. III div.

3의 평가-룹 받기 때문이다. 외캠- 제이스는 탄소성으로 책용하였으며 웅력평가에

대한 대상이 아니다.

바닥 파열 해석결파 평가쉰 위해 탄성ξ품 적용한 부분은 차폐용거의 내부 케

이싱의 하단에서 낙하 총휠 후 1.5 ms일 때 바닥 파열의 최대응력이 발생하였다.

최 때웅-럭 값은 그램 3.2.2-30과 같이 8.15 Mfu포 겨1산되 었다.

이 값뜰용 ASME section III Division 3 , 그램 WB-3224-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력제한 값끈- 일띤- 막 응력 (Pm) 의 기준에 따라 웅택장또의 2 .4 배와 인

장강도의 0.7 배에서 작은 값이묘할 스태인려스깅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MPa와 361 ‘97 MP'd이묘로 330.95 MPa이 응랜처!한 값이 된따 1 m tl]-닥 파열조건에

서 Bulk 선원 운빈-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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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Transport packagea)

m puncture drop (Vertical , bottom)3.2.2-29. Stress contour o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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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 bottom , lower part of inner case of shield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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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0. Max. stress time history of 1그림



Bulk 운반용가의 1 m 뚜쩡 파열 해선은 수직 자세의 、분반용기에서 뚜껑월 타

격면에 충휠-히-한 순간윷 해석하였으며 해석 -규간은 10 ms이며， 차폐용기의 스테

인리스강으로 된 케이싱에서 빌생펀 웅럭분포도는 그램 3.2.2-31과 깥다‘

재겔|의 적용은- 차폐용기 l-H 부 케이 ;λ- 및 f-f· l;장은 ASME sec. nI div. 3 의 평

가휠· 반기 때푼에 탄성으로 해석하였고， 외부 케띠스찬 탄소성으로 척용하였으며

응력평가애 대한 대싱이 아니다.

바닥 파열 해석결과 평가를 위해 탄성으갚 척용-한 적-분은 차폐용기씌 뚜껑 모

서펴에서 녁하 충똘 후 5.55 ms 일 때 바닥 파웰의 최대응력이 딸생하였다. 최대

응력 값은 응력 시간선도 그험 3.2.2····32와 겉-이 128.3 빠코 계산되였다.

이 값플은. ASME section III Division 3 , 그램 WB-3224-1 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력제한 값은 알반 씩 웅희 (Pm) 외 71핸에 띠-라 정-력강도의 2.4 배와 인

장강또의 0 ‘7 배에서 작은 값이므로 A테인려스강 304에 대해서 각각 330.95

MPa와 36 1. 97 MPa이므로 3~3().95 MPa이 용력쳐1한 값이 된다. 1 m 뚜껑 파열조건에

서 Bulk 선원 운-반용기가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됨을 알 수 았다.

a) Transport package b)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_"J.평 3.2.2-3 1. Stress contour of 1 m puncture drop(Vertical , Ltd)

- 175 -



끼1

늬
]

납
υ니υμυ
h

υιν
L

뇨

"1~-T150

501

L

0'
0.000

빠

[m&

흔

”
”φ
혹
m
@
앙m
φ」
←
.
x
m흐

0.008

해
‘

§g뼈뼈
그립 3.2.2-32. Max. stress time history of 1 m puncture drop

(Vertica l, lid , lower part of inner case of shielding contalner)

1 m 수평 파열 해석은 운반용까가 수평 자세포 파열 봉- 상Bulk 운반용기의

혜
씨차폐용71 .9.1 내부10 ms이다.구간은해석때 해석하였으며단어1 충할하었을

같이3.2.2-33괴-그렴때， 최대응력은적용할탄성으로뚜껑의 재질윷이싱과

발생하였다.차폐체 케씨스와 플렌지 사이에서 닥하 충똘 후 4 ‘ 6 illS 일 때뚜껑의

최 대응‘력 값은 그램 3.2.2-34에서 와 같이 82.87 MPa로 보이고 있다-

WB-‘-3224-1에서 규정하고그램ASME section III Division 3 ,φ1 값들은

인배외-2 .4기푼에 따라 웅력;상도의얼빈’ 막 웅력 (Pm) 의있는 용팩제한 값은

330.95작은 값이 i디로 스테인리스;상 304어| 대해서 각작0.7 배애서;싱강도의

Mfa이 n‘보 330.95 MPa이 장력제한 값이 된다. 수평 파옆 조칸에서

유져됨윷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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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m puncture drop (Horizonta l).3.2.2-33. Stress contour of 1

Transport package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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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Thenna l)

Bulk 선원 운반용기의 화지}사고조건에 대한 열응-력 평가는- 열해석 평가

분야에서 설명하였‘。-떠， 화재사고조:건에서 운반용기의 열 및 구조척 건전성이 입

증-되었다‘

@ 침수(Immersion)

Bull< 선원 운반용기의 격‘납경계눈 차화l용기로서， 15 ill 깊이의 수풍애서

8 시간 견딜 수 있는 농력올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침수시협을 수행하여

t간전성을 잎증하였다.

(2) 열 해석 i챙기-

Bulk 선원 운반용기는 국내·씌 운딴용기 판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

상-운반조건 및 가상 사고조건에서 얀전성띠 유지되어야 한다. 즉1 정상운반조건

에서는 운반용기 냐}부씌 똥위원소로부-텍 방출되는 붕괴열(decay heat) 을 외부

로 적절하게 방똘시켜야 하며 가상 사고조건인 800°C 화재조건에서는 외부 회

염으로부터 유입되논 열을 적절히 차단하여 설계압력 빛 차펴l체의 낀천성아 유

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Bulk 선원 운반용기의 본체는 차폐체인 김-손 우라늄과 텅스탠， 차펴I 체촬 ]깅-호

하는 스테인려스강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고소전에서 충책흡수 빛 단열을 쪽적

으로 over-pack을 사용 하1셔， over-pack은- 탄소강 케이상 내부에 풍리우레탄

흡과 벙-화-째S:. 3M nH .5~~촬 채워 넣는 구조이다. 폴려우헤딴 폼온 열어l 매우 약한

확성을i 갖눈 l斗. 따라서 800 ·C 화재사고조건 o 문-부터 Bulk 션원 운싼용71 를 보‘

호하지 위히여 첼리우레딴 퓨은 고밀도 난연성 폴-려우레판 폼을 적용하였고， 운

반용·71 폼처l 바로 안쪽에눈 800 ·C 의 고온이 운반용기 내부로 전달떼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하또폭 히-기 위하여 1상화재인 3M 매트를 적용하였다.

Bulk 선원 iE‘ 1칸용거의 운반대상 불질은‘ 고처1 형 통위원소 1r-192 10,000 Ci ,

또는 액체형의 Mo-99 800 Ci 또란 1-131 1,000 Ci여다. 액체형 동위원소의

경우 발염.량이 4 w 01 내jF- 적은 량이므로 열 해석응 1r-192 10,000 Ci뜰- 운

반하는 경우플 그I려하였다. 동위원5:로부터 멜-열량은 OR1GEN-2 코드흘-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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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계산하였으며， 1r-192 10,000 Ci에서의 발열량을 60 W로 고려하였다.

법규에서 규정하는 정상운반조건 및 800°C 화재사고조건에 대한 열 해석 결

과 운반용기의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재질의 열적 특성

Bulk 선원 운반용기의 본체는 구조재로 스테인리스강을， 차폐체로는 감

손우라늄 및 텅스텐을 사용하였다. 또한， over-pack의 구조재는 틴소강을 사용

하고 내부에 완충체로 난연성 폴리우레탄 폼과 방화재로 3M 매트를 사용하였다.

운반용기의 방화재 및 충격완충체로 사용된 3M 매트 및 폴리우레탄 폼의 열전

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정상운반조건에서 내부의 동위원소로부터 발생되는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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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동판 (copper plate) 8개를 부착하였다. 운반용기에 사용된 주요 재질에 대

한 상온에서의 열전도도， 비열 및 밀도는 표 3.2.2-10에 나타내었다.

표 3.2.2-10. Thermal properties of materials

,/ 의‘ 1‘....._- Thermal properties f -..‘

Ma야te안rial Conductivity Density Specific heat
(W/m- 't) (kg/m') O/kg- K)

Depleted uranium 25 18 ,600 132

Tungsten r-‘ 198 18.500 134

Carbon steel 43 7.833 420

Stainless steel 14 8,025 502

Copper 398
κ. ’ 8 ,940 385

Polyurethane form 0.04 200 1,670

3M-Mat 0.15 865 1,385

표 3.2.2-11 및 표 3.2.2-12는 열 웅력해석에서 적용된 스테인리스깅- 304

의 탄성계수와 열팽창 계수이며， ASME Section II Part D- Properties 표

TE-l (pp.669)에 채시된 값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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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 1. Young’s modulus of stainless steel

Temp.CDC) SS304 Temp.CC) SS304 Temp. ("e) SS304

-198.3 208.9111 204.4 182.7111 537.8 157.2005

-128.9 204.7743 260 177.8847 593.3 152.3741

-73.3 200.6374 315.6 174 .4374 648.9 146.1689

21. 1 195.1216 37 1. 1 170.99 704 .4 139.2741

93.3 190.2953 426.7 166.1637 760 132.3793

148.9 186.1584 482.2 162.0268 815.6 124.7951

표 3.2.2-12. Thermal expansion of stainless steel

ExpansionC Temp. ExpansionC Temp. Expansion( Temp. ExpansionC Temp.
rnJrnJ"C) CC) mJrnJ°C) ("C) m!mJ'C) CC) rnJrnJ"C) ("C)

15.30X lO-6 21 18.54 X10-6 232 19.80x lO-6 454 21.78x lQ-6 677

15.66X lO-6 38 18.90 X10-6 260 20.16X 10-6 482 21.60X 10-6 704

16.20X 10-6 66 19.08 X10-6 288 20.34xIQ-6 510 21.42x 10-6 732

16.74 X10-6 93 19.08 X10-6 316 20.52x 10-6 538 20.88 X10-6 760

17.28x lQ-6 121 19.26 X10-6 343 20.88X 10-6 566 19.80X 10-6 788

17.64 X10-6 149 19.44X10-6 371 21.06X10-6 593 18.54 X10-6 816

18.00X 10-6 177 19.44X10-6 399 21.42x 10-6 621

18.36 x 10-6 204 19.62X 10-6 427 21.60X 10-6 649

(나) 열 해석 모델링

운반용기에서의 열전달은 전도 대류 및 복사 퉁 3가지 열전달- 모드로

이루어지며， 대류 및 복사열전달계수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용기의 외부표면

에서 대기에 의한 자연대류 열전달계수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h=NU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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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UL = dGrL,Pr)a, Gh = g/] (.d T)L3/v2

Heat now (W)

Heat transfer area (rn')

Stefan-Boltzmann constant (= 5.669xlO-s W/m' K1
)σ

여기서， q

A

q = Aoc(T: - I、~)

NUL: Nusselt number

GrL : Grashof number

Pr : Prandtl number

k : Thermal conductivity (ViIm-κ)

a : Expon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c : Coefficient dependent on the flow regime and geometry

g : Acceleration of gravity (m/s 2
)

L : Cask length (m)

β : Coefficient of volumetric expansion (I lK)

LIT : Temperature difference (K)

v : Dynamic viscosity (m’Is)

우}와 잡은 판체신파 설힘식융- 이용하여 용기 표변에서의 대류열전달계수 (h ::::

4 W/m'-K) 룹 구하였다.

운반용-기 외부표면에서 복사열전닿이 일어나며， 복사혈전달은 다융 석으포 살

명펀다

c Emissivity of surface material

Ts Surface temperature (K)

Ta Ambient temperature (K)

이와 감은 복사열전닿은 주로 고온-에서 ::1 게 일어나여 같은 온또에서는 재료

의 벙-사윷(emissivity) 애 영 향을 받 선-다. 운반용기 。ver-pack의 표면은 딴소장

으로 F성되며， 노란섹 또는 흰색으로 도색된다고 가정하여 정상조건에서의 방사

융을 O‘ 85로 가정하였다. 태양복시-열은 수직 평변에서는. 800 W/m' ’ 곡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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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W/m'을 고려하었다. 또한， 화재사고조건에서는 표면방사율~( c )을 0.9로 외

부화연으로부터의 홉수윷 (α) 올 0.8 [1 4] 포 적용하였다. 따파서， 화재사고조건에

서 용기표떤의 유효방사월~ (effective emissivity)은 따쉽-파 같이 정의된다

ε하f cco τ-，-- t l • 、 = 0.735

혈- 해석쓸 위한 해석;조건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산- 정상수송 및 사고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정상조건은 대기온도 38°C의 고온조잔 및 -4() °C 의 저온조전윷

적용하였다. 사고조건은 고온조건하에서 800 't 화재까 30분 똥안 전행된 후

지-연냉각 조건윷 적용하였다. 운반-용기의 운반대상 물설은 1r-"192 동위원소

10,000 Ci호 설정하여 동워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붕괴열은- 보수적인 값윷 취하

여 60 W로 고려하였다，

운·반용71 의 형상은 원주형， 좌우대청의 구조륜 갖고 원주방향으로 87H 의 전열

동판(copper plate)여 설치되는 3차원 구조활 가지며， 열 히l 석에서는 2차원 (R,

(J) 및 (R, Z) 모델윤 연계하여 3차원적인 열전딸 현상윌· 모사-하였다 먼저 2차

원 (R ， e) 해석모델잡 이용하여 전열동판이 있읍 경우와 전열풍판이 없이 뚱·가열

전도도찰 고려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쏠리우레딴 폼 및 방화채의 퉁가

열전5:도콜 계산하고 야기에서 구한 등가열전또표를 적용하여 2차원 (R, z) 히l

석모델을 구성하였다‘ 그런 3.2.2-~35는 전〈경홍판윷 고려한 경우-와 전엘 봉변-이

없이 똥가열전도또플 고려한 겸우의 운빈-용-기의 온도J분포이벼， 전옆동판윷 고려

한 경우 용-71 표면꾀 온도가 약간 을균일한 온도분포활 보여지만 용71 내부의 온

또는 누- 가지 결과가 좌거l 냐타났다. 이때 적용떤 방화채의 열전또도 7.0

W/m-K 및 팔래우레탄폼의 열전도도 1.8 W/m-K을 각각의 재료에 대한 동가

웰전갚또포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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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5.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transport package [K].

이
/,,‘‘with copper plate(a)

모델을 사용하여 열전달해석을 수행하였동가열전도도를 적용한 2차원 축대칭

FLUENT 코드를 사용하였다.코드인유통해석병용 열으며， 전산 프로그램은

공기에 의한 대류공간의내부붕괴열은발생된동위원소로부터해석모델에서

복사를 통본체를 통한 열전도 및 외부표변에서의 대류 및복사 그리고 용기t!.l
?<

하여 외부로 열전달이 일어난다.

(다) 정상운반조건

<D 고온

있는 고옹조건은 주변온도가 38 ·C 에서 최대의 태양규정하고법규에서

붕괴열동위원소의운반용기 내부의경우이다‘흡수되는복사열이 용기표면에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가정60 W를 고려하였으며， 내부 붕괴열 및 태양복사열이

하여 열적으로 정상상태 (steady state)가 되는 조건애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않은 경우 운반용기의3.2.2-36은 고온조건에서 태양복사열을 고려하지그펌

표띤온도를 나태양복사열이 없을 경우에 용기3.2.2-37은그립온도분포이며，

SafetyStandardIAEA제 22조，제 2001-23호과기부고시국내타낸다.

및 US 10 CFR Part 7 1. 43에서는 항콩으로Series No. TS- R-1 Para. 617

아니한고려하지일광효파를표면온도논가능한;;<-l ξ~
님 ..,운반용기의

7:3 0'0 ,운반힐-

주변옹도의 환경에서 50 t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열 해석

근접하나 실제 항공계산되어 허용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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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C 의

결과 운반용기의 최대온도는 49.7 ·C 로



운반 시에는 운반용기를 별도 포장하게 되므로 접촉 가능한 표변에서의 옹도는

50°C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대온도로 계산된 49.7 t는 운반용기의 국

소 부위의 온도이며， 평균온도는 46.0 "c로 허용치 보다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운반 시에 접촉 가능한 지점에서의 표면온도는 법규에서 규정하는 허용치

이내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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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6. Temperature contour for heat condition without soladUnit :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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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37. Cask surface temperature for heat condition without s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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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3은 태양복사열올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고려한 경우에 대하여 운

바용기 주요 부위에서의 온도를 비교하였으며， 그립 3.2.2-38은 태양복사열을

고려할 경우에 대한 운반용기의 온도분포를 나타내다. 태양 복사열을 고려한 38

℃의 주변온도에서 Bulk 선원 훈반용기의 온도 분포는 태잉: 복사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14 - 20 't 정도 높게 냐타났으며， 운반용기의 감손 우라

늄 및 텅스텐 차폐체와 스테인리스강 젤 사이의 air gap CO.5 - 1.0 mm) 영향으

로 차폐체 충 사이의 온도가 비교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표에서 차폐용기의 구

조재 역할을 하는 내부웰 및 외부웰의 온도는 용기 중심부에서의 온도 값을 제

시하였으며， 태양복사열을 고려할 경우 내부웰의 온도는 117 - 160°C , 외부웰

의 온도는 104 - 109 °C 의 온도분포를 보였다. 이들 구조재의 옹도는 운반용기

의 열웅력해석을 위한 입력자료로 활용되었다. 동위원소 및 감손우라늄의 최대온

도는 각각 230°C 및 117 "c까지 상숭하지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폴리우레탄 폼의 최대온도도 115 "C로 충격완충 및 단열 기능이 충분

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Bulk 선원 운반용기는 주변온도 38°C 의

정상조건에서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13. Summary of temperatures under heat condition

Calculated temperature ("C)
Location

without solar with solar

RI source
t、

216

/
230

Tungsten 143 158

Inner shell 128 144

DU shield 100 117

Outer shell 88 105

Lid flange 97 115

Polyurethane (upper) 89 107

Polyurethane (lower) 96 112

3M Mat 54 73

Outer surface 49.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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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e+02
4.97e+02
4.92e+02
4.86e+02
4.80e+02
4.75e+02
4.6ge+02

, 464e+02
4.58e+02
4.53e+02
4.47e+02
4.42e+02
4.36e+02
4.30e+02
4.25e+02
4.1ge+02
4.14e+02
4.08e+02
4.03e+02
3.97e+02
3.91 e+02
3.86e+02
3.80e+02
3.75e+02
3.6ge+02
3.64e+02
3.58e+02
3.53e+02
3.47e+02
3.41 e+02
3.36e+02

그럼 3.2.2-38. Temperature contour for heat condition with solar[Unit K].

@ 저온

저온조건에 대한 열 해석은 주변온도 -40°C 하에서 운밴·용기 내부의

동위원소의 붕괴열이 최대 (60 W) 인 경우를 적용하여 정상상태 해석을 수행하였

다. 표 3.2.2-14는 져온조건에 대한 해석결과이며， DU 차폐체의 최대온도가

38 't로 차폐능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원다 폴리우테탄 폼의 최저온도는

。ver-pack의 상하부에서는 각각 24 "C , 34°C로 나타났으며， 측면에서는 -17

℃로 제산되었다. 이것은 운반용기 over-pack의 측면에 부착된 전열 판

(copper plate)을 통하여 열전도가 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표에서 차폐용기의

내부젤 및 외부웰의 온도는 용기 중심부에서의 온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내부웰

의 옹도는 35-87°C , 외부웰의 온도는 20 ~ 25°C의 옹도분포를 보였다. 이

들 구조재의 온도눈 열웅력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로 활용되었다.

저온상태에서도 운빈-용기를 구성하는 차폐체， 구조재， 완충체 및 단열재 퉁이

기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40 't의 저온조건에서도운반

용기의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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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2-14 , Summary of temperatures under cold condition

Location Calculated temperature CC)

Rl source 168

Tungsten 88

Inner shell 74

DU shield 38

Outer shell 21

Lid flange 30

Polyurethane (upper) j셰F 、、 24

Polyurethane (lower) Ii \ 34

3M Mat --J I , -19
''''-、R i

-23Outer surface

® 최 대 내부압쩍 (Maximum Internal Pressure)

Bulk 선원 운반용기의 최대 내부 압력은 차폐용-기의 내부 공간에서의 71

체에 악해 발생하커l 원다. 입|딴쳐으로 밀폐원 용기에서 기체의 온도상승으로 인

한 내압은 Boy Ie - Char Ie의 법칙에 외히-여 야-패와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R 결 -:;-.::P2 붉

여기서 Pl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l (\\g!crrr)

P2 : Internal pressure at temperature T2 (kg/em')

Vl : Initial air space volume at Tl (ern')

V2 : Final air space volume (em')

’1、 1 : Initial temperature (" K)

T 2 : Final temperature (" K)

차펴}용기 내부애 방사성 똥위원소를 넣고 차폐정-끼의 뚜껑을 닫았을 l째 압력

은 대 71 암이고 온도는 성온이다. 따라서， 자폐용기 내부의 초기온도 1\은 20 "C.

초기 압택 PI은 1 atm이다 20 ·C 에서의 차폐용기 내부 체적 Vl온 아래 식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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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33 ern'보 산출되었다.

VI = VOJ.t써 - VTu ngsten = 133crn3

염- 해석에서 차폐용꺼 내부 표변의 온도、는 144 °c 로 페산되었다. 차폐용기 구

조채의 치l 질은 f‘-태안리스깅-이다.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II Part 0에 따르면 스터]인리스강의 경우 70 of (21 "C)에서 350 "F (l 77

°c)끼지의 평균 열팽창계수는 10.OX 10-6 in/in/OF、 08 ‘ Ox 10-6 cm/crn/K) 이 다‘

따라서，차폐용기 내부 체적 Vz는 따음과 같쓴 식으로부터 134 c벼로 겨}산되었

다.

Vz = 까 (1+ α . L11')3

= 227 {I + 11.52 X 10- 6 X (459 - 293) P = 134 cm3

따랴서，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압력 P2는 1.4 atm으호 산출둬었다.

~ 원 133 __ 417p , = p , x T; x ~.. = 1 x ~~':' x --:'~.: = 1.4 at
ι 1"' 1낌 컨 134 ., 293 “

® 최 대 열응력 (Maximum Thermal Stress)

열응력해석은 ABAQUS/lmpJicit ve r. 6.5.1올 사용하였으껴， 2차원 축-대칭

EI텔을 사용하였다， 모델령은 꾸조 2녁남 부분에 해당하논 차펴l용기에서 본체 q1
:;><;

뚜껑 케이스의 스테인리스강만- 고려하-었다. 옆전달 히}석을 위한 FLUENT _보젤

어|샤 고려하、븐 차펴l 용기의 스테인리스강 부분에 대한 요소만 분리하펙 풍일하게

사용하였다. 전산압력자료 -q,l
"""
해석결과 지-료한 단위계의 적용에서 열팽창계수

[rnm/mmrc ], 길이 [mm] , 힘 [N], 탄성재수 [MPa]윤 21"각 적용하였다- 운반용7] I그
-'-

텔은 사깎 및 섬-각 축대칭 요소인 CAX4 및 CAX3포 1,478 개의 요소외- 1.854

개억 점-점 (node)플 사정하였다. 스테인랴스깅 재질의 열팽창계수 및 탄성계수-

풍온 3.2젤에서 서1 시 두1 값을· 직용하였다. 차폐용기 케이:쓰는 탄성변l 형딴 한다고

가쟁하였다. π-펌 ;3.2.2-38의 열선달해석에서 계신-원 운반용기의

용하여 엽-응력해석을 수행하였다.

온도분포룹 적

Bulk 운만용기의 ‘끄온 조건에서 열상력은- 그램 3.2.2-39와 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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랙분포를 보이고 있다 차폐용기 내부 웰의 바닥에서 콘 응력이 발생되며 니}부

웰외 측면아랴l 여l 서 웅력이 주로 발생한다‘ 그 이씌의 영역에서는 대체로 닛-은 장

력을 보인다. 최대 열」응력은 차폐용기의 내부 웰 바댁-변에서 발생한 20.2 MPa이

다. 내부 웰 바닥‘변을 제외하고 약 20 ~Pa 여하의 낮은 응텍윷 보인다. 꽉히. 뚜

껑 부위에는 거의 웅력이 발생띄지 않았다. Regulatory Guide 7.6 흑은 ASME

section III div ‘ 3에 따프연 열용·렘은 이차 웅-력으로 분휴되어 자j1] 에 대한 웅

핵제한 기준은 없으며， 일차 웅력과 힘-산하여 계산하여 평가한다. 이 때 응력제

한 값은 응력장도의 3배인 413.7 M없이다. 따라서 정상조건에서 일차 응력야 콘

;성사낙하-조건 및 최대정상운전압력과 합께 평가하여야 한따. 정상쪼천 청사닉-하

해석에샤 나라년- 최대 옹려 173.6 MIla, 최대정상운전압력에서 나타난 최대용력

6.0 M해파 고온 조건에서의 최 대 응랙 20.2 MPa의 합은 199.8 M}1l모 응략;kl] 한 값

인 413.7 MPa 이하의 값으로 안전함쓸 보인다. 사고조건에서는 마찬가지갚 청사

낙히·조건 및 최대정상운전압력， 고온 조건에서 각각익 최대 응력의 합을 웅력제

한 값인 496 .44 YoPa괴- 비 교하여야 한다- 최 대 응력 의 합인 329.6 M애이 용-력 제한

값보다 작으므로 안전함율 보인다.

그렴 3.2.2-40은 저온조켠에서 Tresca 용램분포이다. 차폐용기의 뚜껑 바닥

과 재부 웰의 바닥에서 주보 응력이 발생하며 외부 측떤과 쓸‘랜지부분에서눈 낮

은 웅력윷 보인다. 최대 열응력은 차폐용거의 뚜껑 바닥중성에서 발생한 112.8

MPa이다.

Regulatory Guide 7.6 흑은 ASME s앙ction III div. ~~에 따르면- 열정.-택은 이

차 응웹으로 분류되어 자체에 대한 용쩍제한 기준은 없으며， 일차 응력과 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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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정상조컨에서 얼차 웅략이 관 겸사닉-하조건- 및 최대정상운전압력과함째

평가하여야 한다. 정싱조깐 ;성사낙하해석예서 나타단 최 r체 웅띄 173.6 MPa, 최대

정상운전압력에서 나타난 최대응력 6.0 ~，Pa과 져온 조전에서의 최대 웅려 112.8

Mf1.의 협-은 286 .4 MPa로 용-력제한 값인 413.7 MPa 이하-의 값으-로 안전함을 보인다.

사고죠건에서는 마찬가지로 정사낙하조건 및 최대정상운전압력， 저전， 주，전어}서

각각의 최대 응력의 합윷 응펙제한 값인 496 .44 MPa과 비고[하여야 한디- 최때 、웅

꽉의 합인 422.2 MPa이 응랙쳐l 한 값보다 객·으므로 안전함을 보인다.

- 189



S , Tresca
(Ave. Cr it.: "7 5‘ 1

+2.018e+Ol
+1.. 8S0e+Ol
+1. 682 e+01
+1. S1'1e+01
+1.3 '1 6e+01
+1.17 "7 e+Ol
+1. .009e+Ol
+8. '112e• 00
+6.731ξ+00

+5.0S0e+OO
+3.36ge+OO
+1. .668e+OO
+7.2S5e-03

2

그림 3.2.2-39. Thermal stress contour of

heat condition (Shielding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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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resca
(Ave. Crit.:75%)

+1.. 128e+02
+l. 03 'ie+02
+9.4口2e+Ol
+8.463e+01
+7.52 'i e+Ol
+6.5S 'i e+Ol
+5.6'!5e+Ol
+4.706e+Ol
+3. '7 6',e+Ol
+2.828e+Ol
+1. 88ge+Ol
+9. 'l96e+OO
+1. 0 '17e-Ol

2

그련 3.2.2-40. Thermal stress contour of

cold condi t.ion (Shielding packa잉e)

(다} 가상 사고조건

CD 열 해석

Bulk 선원 운t간용기는 Type B로 분류되며， 이러한 풋반용기논 가상 사

고조건인 800 "C 화채시-고조건하에 대한 열적인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화재사고조건 열 해석윷 위한 초기조건은 주변온'.Y. 38 't의 고온·조건이며: 이

고온조건에서 정삼상혜의 온도활 구한 후에 화재사고조건의 시간의 변화에 따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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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상태 (transient state) 에 대한 해석을 수행히였다. 해석모델은 정상조건피

마찬가지로 2차원 축대칭 모텔을 고려하였다.

표 3.2.2 ‘ 15논 화재사고조건에서 과도시간에 따른 용기 주요 부워의 온또촬

나타내고 있으며， 그령 3.2.2-41은 화재사고죠천의 온도젤-포칠 보여주Jl 있다.

30분 화재사고조건에서 운반용기의 충격완충체로 사용-떤 꼴리우례틴- 쯤의 온도

는 500 °C 이상 상숭하지만 DU 차폐처l 의 온도는~ 226 ·C 로 줍퍼우페딴 퓨으} 1r

도에 비하여 훨씬 낮케 냐하났다. 이것은 용71 본체외. over-pack 사이에 얀

4.5 mm의 aIr gap이 존재하어 화재사-고 시 딴열층 역할을 함으로써 나타난 겹.파

이다. 화재사고 시 DU 차폐체의 온도71· 226 't까지 상숭하지만 스터1 인려스강으

로 DU 차폐쳐1 휠‘ 보호해 주프로 차폐체의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펠-단된다.

표 3 , 2.2--15. Summary of temperatures under fire accldent condition

Calculated temperatures ("C)

Lo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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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5때 )}%m 」으뼈~-~U'h i ~ n 1

M
jκ 0.25\ 0.5 2.0 I 2.5 i 3.0

" -------_.--

RI source 230 230 [234 314 1314 1310 1314

Tungsten 158 158 167 191 217 245 252 251 247 252

Inner-shell (middle) 144 146 163 196 217 237 240 237 232 240

DU shield 117 124 169 211 22~i 226 222 216 209 226

O-ring 110 128 179 216 223 222 214 206 198 223

PolYurethane (core) 74 415 536 356 260 179 147 131 121 536

3M Mat 73 4881598 350! 255 1175 ! 142 127 1117 ‘ 598

。uter surface 6S 750ω 찌 짧생……… 때 108 1
, 101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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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1. Temperature contour for fire accident condition [Unit K].

(e) TIme = 1.0h

@ 최 대 내부압력 (Maximum Internal Pressure)

Bulk 선원 운반용기의 최대 내부 압력은 운반용기 내부에 방사성 동위원

발생 후 Bulk 선원화재사고℃적재한 초기 상태로부터 가상사고인 800를소

발생하게 된다. 차폐용기 내부에 방사띠l'C dεL
--L.. C. 2운반용기의 내부온도가 최고에

뚜껑을 닫았을 때 압력은 대기압이고 온도는 상넣고 차폐용기의성 풍위원소를

atm이다.1PI은초기온도 Tl은 20 "C, 초기 압랩옹이므로， 차폐용기 내부의

20 ·C 에서의 차폐용기 내부 체적 V l은 133 c띠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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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l 。

'0 ,스테인리스강의재질인구조재의차폐용기계산되었다.℃로240후

70 ·F(21Part D에 따르면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 II

inhn/’F10.5x10-6
열팽창계수는평균°C) 까지의。F(260500°C) 에서

계산135 c며로

되었다. 따라서， 가상 사고조건에서의 압력 Pz는 1. 7 atm으로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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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대 열응력 (Maximum Thermal Stress)

열웅력해석은 ABAQUS/lmplicit ver. 6.5 .1를 사용허였으띠， 회-재조건의

열웅력 해석묘델은 정상조건 해석에서 사용원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열팽

창겨l수 빛 탄성계수 풍은 3.2젤에 설 t쩡한 ASME section 11 의 part D외 자료를

사용하였고， 차펴}용기 케이스눈 탄성변형만 한다꼬 가정하였다. 열풍띄해석윷 위

한 하풍조건은 3.5.2절의 화째조건의 열전달해석에서 구한 시간에 따른 온갚환

포룰 석용하였다

그램 3.2.2-42와 표 3.2.2-16은 화재사고조건에 대한 Tresca 옹떤분-포와

최대 Tresca 용력윷 나타낸디- 화채상태와 화재상태이후의 초7] (60분까지)에는

차펴l 용-기 외부에서 국부적‘。-효?‘ 매우 판 웅력이 발생한다. 특하， 옆면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과 옆떤과 플랜지가 만나눈 부-분에서 콘 값꼴 보인I까. 이러한 영역에

서의 열용-력응 화재상래가 끝나는， 30분에 최대 250.7 Mfu윷 보이지딴 걱냥경쳐1

외부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격납경계부분에 대하여 그렴 3.2.2-43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본처1 촬랜:A] 내부에서 콘 응쩍야 나타나며 최대 200.9 MFa의 영--g-력이

화지}상태가 끝나는 ~iO분에 말생한다‘ 이러한 최대 응력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칠부에서 국부적으로 큰 값을 보인다. 화채 이후에 시간이 지냥에 따라

서 져온조건에 때한 경우와 유사한 웅려콸표를 보인다. 최대 엽-응력‘은 차펴}용기

와 내부 웰 바닥띤에서 발생한 200.9 MFa이다. Regulatory Guide 7.6 혹은

ASME section III div. 3에 따르면 열웅펴은 이차 웅-벽으로 분류되어 자체에

대한 웅력 제한 기준은- 없으껴， 일차 응력과 합산하여 계산하였윷 띠1 용력체한

값은 응력강도의 3.6 배 (3.6Sm) 혹은 최대연장강도(Su) 풍 적은- 값이고， 스터1

인리스강윤 각각 496.44 MPa 띨 517.11 MPa이므토 최소 값 496 .4 4 MP'd 이 펀다.

따라서 사고조건에서는 일차 응력은 압력조건에 대한 웅력으포 차폐용지의 내부

웰에서 딸생한 7.3 MFa이 다. 최 대 총력 30.2 MFa과 최 대 열용랜 200.9 MPa의 합은

208.2 M댐호 응력제한 값민 496 .4 4 MPa 이하의 값으로 안전향을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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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fter 30 minute (b) after 75 minute Cc) after 180 minute

그렴 3.2.2-42、 Thermal stress contour of thermal condition (Shielding

package)

B, T~8sca

(Ave. Crit.: 75%)
. +2.0098+02

+1 .842 .,+02
+1.675 .,...02
+1.508 .,+02
+1.3418+02
+1 .1148+02
+1 .0078+02
+8.3960+01
+6.7258+01
+S .05411+01
+3.3828+01
+1. 7118+01
+4.0298-01

그립 3.2.2-43. Thermal stress contour at the inner shell and lid of

shielding container of fire accident condition after 30 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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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16. The maximum Tresca stress under fire accident condition.

Condition Time (h) the maximum Tresca stress (腦)

0.25 99.9029.]);'
Fire state

200.9 (250.7) *
--

92 .4 (128.2) *

32.506.8) *

47.6
1‘p。st f!re state r

59 ‘ 91.5
(t > 0.5 h) -

-‘
74 .4

80.2

82.2

() *: 격납경계가 아닌 부분에서 최대 열용-력

(3) 척납 평가

Bulk 선원 운반용기는 over-ψ-

l반첸딴f용용-기어에! 적재되어 운반될 니l 용물은 2 ‘ 7 mm의 직겸펴. 0.25 Dlm의 두께플 가지고

있는 디스크 형태의 1r-192 방사성 동위원소로， 1r-192 방사성 풍위원소 디스

크들은 11l니스터에 답기고 이 케니스터활 차폐용기에 적재한 후 차폐용-71 쉽

over-pack어l 적재하여 운반하게 된다. 따라서， Bulk 선원 훈반용기에서 방사성

헥뚱-의 1창출-올 l항지히-기 위한 주요한 격납경계는 차펴1용기의 상부 면이1 원형단

면으로 설계된 이중 ..2.링 (a-ring) _~ 꼼~ O--ring의 재짚은 fluorocarbon rubber

계열쓸 적용하였다.

Bulk 션원 운반용-꺼 역 ;정성-운반조건이| 대한- 열 해석절파 내부온도눈 144 ·C I

압력은 1.4 atm으긋‘ 계산되었으며， 사고조건에서의 최고온도눈 4 시간이 경과한

후 240 ·C 포， 압택은 1 ‘ 7 atm으로 7-11산되었다. 따라서， Bulk 선원 운반용기의

격납정계 설체기준은 표 3 ‘ 2.2-1 '1파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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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_ 3.2.2-17. Containment boundary design basis

설계 속성 설계 값

내부설계압력 1. 4 atm
정상운반조건(Nanna!)

내부설계온도 144°C

내부설계압력 1.7 atm
가상사고조건 (Acciden t)

내부설계온도 240 'C

(가) 정상운반조건

ANSI N14.5 [I 5] 와 국제규격인 ISO 12807 [1 6] 에서는 격납 평가에

대한 절차를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절차에 따라 격납평가를 수행하였다.

Bulk 선원 운반용기에 적재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인 Ir-192의 총 방사능량은

3.7xI02 TBq이다. 허용 빙출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방출

제한치인 A2 값을 알아야 하며 I Ir-192 의 A2 값은 6 X10- 1 TBq이다. 따라서，

Ir-192의 허용 방출률 (RN) 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1.67 X10- 10 TBq/s로 계

산되었다.

RN = A? X 10- 6 X n"~，， TBq/s
lV - -~ ~ - 3600

허용 누설률은 단위 시간당 격납 경계로부터 누설되는 유체의 허용 체적이므

로 단위 체적 당 방사능 농도로부터 결정된다.

Bulk 선원 운반용기의 격납 경계는 차폐용기이다. 차폐용기의 자유체적 (VN) 은

1.34 X 102
C며이므로， 단위체적 당 방사능 농도(CN) 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2.76XIOO TBq/cm'로 계산되었으며，

다=뭘짧/뻐
'N

Ir-192 3.7 X102 TBq을 차폐용기에 적재할 경우 허용 누설률 (LN)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부터 6.04X10- 11 C며Is로 평가되었다.

L" = 1!,N-- --
N -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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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위체적당 허용 누섬.률(T~N) 온 운반용지의 엽-려 및 온도에 의존하D 포 누설시

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허용 누설활을 refer앙nee all' 또는 helium leakage

rate‘뭇 변환하여야 한다 따싹서， reference helium leakage rate플 산똘하였다.

Helium leak test에서의 stream쓴 up-stream 조건이므로 referenc깐

helium leakage rate (LHe)늪 o}래의 식에 의해 2.12X 10-9 cm'/s로 평가되었다-

Lfle = (한 +F;J (Jτ - 달) (p)pu) C따/s

F;. = (2.49 X106 x D4)/aμem'/αtm's

강 = [3.81 X 103 xD3(T/찌O.5jja잔 C띠/α;tm‘S

여기서， F‘ c coefficient of continuum fiow

F",: coefficient of free molecular flow

PU fluid up-stream pressure

Pd fiuid down-stt강am pressure

Pa average stream pressure

a leakage hole length

D leakage hole diameter

μ fluid viscosity

M molecular weight

T fluid absolute temperatur앙

(나) 가상 사고조건

격납 평가룰 수행하거 위한 1r-192의 총 방사상량은 3.7 X 102 TBq이

며， i캉출 져l 힌-치인 A2 값은 6 X10- 1 TBq이다. 따라서， 1r-192의 허용 방출-룹

(R~) 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부터 9.92 X 10-7 TBq/s로 계산되었다.

R
A

:::.~ A
2en

X l TBqls
A ιeq :3600 x 24 x 7

단-위체적 딩- 방사능 놓도 (CA) 은 2.74 x 10° TBq/αn'로 계신-되었으며， 가생 사

고조건에서의 허용 누설활(LA)은 상기 식으로부터 3.62x 10-7 cm'/s_? 평가되었

으며 , referencε helium leakage rate (LHe)단 1. 51XIO-6 cm'/s로 평 가되 었다.

- 198 -



다‘ Bulk 선원 용켜 안전성 검증시 혐

안전성 검중평가룰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모델윷 제싹하였으며. KINS 임회

하이} 분-_.반용기 관띈 법:rt에서 규정하는- 시험 중 시비한 쪼진인 B행 운반짱 71 의

사고조건인 낙하， 파열， 열 및 참수쪼건에 대한 시험올 수행하였다. Bulk 선원

운반용기·는 주요 차폐쳐j갚 갑손우라늄 (DU) 윷 사용하지만 시험‘묘델에서는 DU

대신애 납자폐체칠- 적용하였다.

(1) 구조사헝 개요

Bulk 운반용7] 안전성 시험예서 구조시험은 사고운·반조건의 자유닉하시험

피 파열시험으-로 이루어졌다‘ 사나운반조건의 자유낙하시혐은 시편 (Specimen)

쓸 9 m 높이에서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 변에 자유 낙하시키논 시힘이다‘ 또한

사고운반조전의 파열시험온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면예 길이 20 em, 직경 15 ±

0.5 em 야며 상단부눈 평탄하고 가장자려는 반청 6 mm 이하로 풍달체 제직-된 연

장지1젤의 파열봉쓸 수직으로 고-정하고 시편윷 1 m 높이에서 최대의 손상을 임

으키도록 낙하하는 시험셔다. 이러한 자유낙하시햄과 파열시험온 손상이 누적되

도록 연속적으로 수행되며 구조시험윷 설사하여 손상펀 시힘모델을 이용-하여 화

재시험 및 침수시험을- 수행한다.

주-익- 차페체로 사용되는 담속우라늄-을 대신하여 납윷 이용하여 시험모텔을 제

작하여 구조시험윷- 설시하였다. 끌속우라늄을‘ 대선하여 납을 이용하는 경우어} 중

량의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중링:의 차이에 의한 충격력을 보상하기 위하여 낙하

높이룰 수칭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끌속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우 중량은 169.8

kg어지만 남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142.63 kg으로 27.17 kg의 종량의 감소를

보인다， 이러한 중량의 깎소에 의하여 낙하시험에서는 아래와 잡이 중량 차에 띠

른 에너지룰 높이로 보상하여 시험윷 수챙하여야 한다.

h , = _~rI}- h = 169.8 x 9
~， = ------- = = 10.72 m.

1 mj 142.63

또한 파열사혐의 경우에도 동일한 빙삭으로 중량의 감소에 따쓴 보상 낙하높

이촬 결정헐- 수 있다. 1 m 펴-열시협에 대한 보상 높아는 1. 2 rn 이다.

구조해석의 검증윷 워하여 낙하시험 및 파열시험 중에 가속도외- 변형륨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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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였다. 이룹 워하여 J힘 3.2.2-44와 같은 위치에 4채익 스트레인 게이지와

4기}의 가속도겨l 룹 부착하였다. 스 E페인 게이지는 Vishy Micro-Measurement

사의 이축 제이지로 CEA -06-062WT-350 오-델이다. 총 4개의 ;깐:또해인 꺼l

이지에서 각작 2촉의 값윷 획득하므.£ 8개의 변형륜윷 취득할 수 았다. 시험의

준비 중이1 하나의 떤형풍 취득이 볼가능하-어 총 77]J의 변형찮윤 취득하였다.

Sl~S4번 변형률은 반경방향(z축 방향)의 값을 의미하며 S5~S7‘은 길이방향(x

측 방향)의 값이다.

가속도계는 PCB PlEZO- ELECTRONICS 사의 3508-02모델 3개 씌

350B04 모델 l 개호 총 4개의 가속도계를 사용하였다. A2번 가속도껴l쓴 15도

의 기울71 뜰 까지도휴 부착하여 ~l-탁경사낙하시협에서 1 쳐- 총격에 대한 값괄 워

하여 취득하였다， 그 이외의 가속도겨l 논 측면에 수척하게 부착하여 Al 빛 A3은

본체에서， A4는 뚜껑에서 바닥경샤낙하시햄의 2차 충격 및 측-떤파열시험에 대한

충격에 대한 값쓸 취득하였띠-

구조시힘 시의 취급을 워하여 환충용71 의 바꽉에 "7- t생을 가공하였다. 상부려그

와 함께 바닥의 구땅에 양이어릇 연결하여 취답하였다.

그럼 3.2.2-44. Sensor location for structural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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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모델의 중량은 142.63 kg이며， 직경 400.91 mm에 길이 485.83 mm 이다.

이러한 실제 모델의 중량을 이용하여 바닥경사방향낙하시험의 낙하높이를 결정

하면 10.72 m이며 측면파열시혐의 낙하높이는 1.2 m이다. 실제 바닥경사방향

낙하높이는 10.75 m이며， 측면파열시험의 낙하높이는 1. 21 m 이다.

구조시험에서 해석검증을 위하여 취득한 변형률과 가속도를 해석결과와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납 대체 시험모델에 대한 해석올 수행하였다. 납 대체 시험모델

의 경우 차혜용기의 본체부분의 금속우라늄 대신에 납으로 주조하였다. 주조에

따른 형상의 변화와 재질의 변화에 대하여 원래 해석모델을 수정하였다. 또한 차

폐용기의 뚜껑의 금속우라늄 대신에 탱스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재료울성치의

변화에 대하여 원래 해석모델을 수정하였다. 형상 및 재질의 변화에 대하여 표

3.2.2-18과 같이 원래 모댈과 납 대체 모텔에 대하여 낙하높이와 이에 따른 초

기속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납 대체 모델에 대한 바닥경사낙하해석은 14.50 m/s

의 초기속도룹 측면파열해석에서는 4.83 m/s의 초기속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형상， 재질 및 초기속도의 변화를 제외하고 원래 모델파 동일한 방식으로 납 대

체 시험모델에 대한 자유낙하해석 및 파열해석을 수행하였다.

표 3.2.2-18. Comparison of drop height and initial velocity on between

prototype analysis model and lead test model

찮;L 원래 해석모델 납 대체 시험모델

바닥경사낙하 측면파열 바닥경사낙하 측면파열

낙하높이(m) 9 1 10.72 1.19

초기속도 (m/s) 13.29 4.43 14.50 4.83

(2) 자유낙하시험

15° 기울여서 실시한 바닥경사방향 자유낙히-시험올 그림 3.2.2-45 와 같

이 실시하였다. 시험 전 시펀의 제원을 측정하였으며 누설여부를 파악하여 시험

모델이 시험에 적합함을 판단하였다. 낙하시험을 위한 각도는 낙하높이로 인양하

기 이전에 결정하였다. 낙하높이는 중량변화에 따른 낙하높이 10.72 m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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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높은 10.75 m이다.

낙하시험에서 l ;:t} 충돌하면서 약간 회전하면서 바로 2차 충돌이 발생하였다.

2차 충돌이후에 운반용기가 반발되면서 뒤집어지면서 충돌하였다. 그럼

3.2.2-46 과 같이 1차 충격에 의하여 완충용기가 큰 변형을 보이고 2차 충격에

서 볼트 사이가 변형되면서 약간 벌어졌다. 시험 이후에 시편의 직경과 길이를

측정하였다. 직경은 400.91 mm에서 370.73 mm로 30 mm 정도 감소하였으며 길이

는 485.83 mm에서 507.83 mm로 약 22 mm 증가하였다. 바박경사방향 자유낙하해

석에서 적경 및 길이의 변화는 약 22 mm와 7 mm로 시험에서 냐타난 30 mm와 22

mm에 비하여 작다. 이는 시험에 비하여 해석이 완충효과가 적어서 변형이 적음을

의마한다. 완충효과가 적으면 내부의 차폐용기에 더 콘 하중이 전탈되므로 해석

은 보수적인 결과를 보여줌을 의미한다. 뚜껑의 일부가 변형되면서 약간 벌어졌

지만 볼트의 손상 동은 없이 뚜껑이 완전히 벌어지지 않고 체결되어 있었다.

그림 3.2.2-45. Free drop test with 15° oblique drop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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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6. Deformed shape after oblique drop tes t.

그림 3.2.2-47 은 바닥경사방향 자유낙하시험에서 취득한 변형률과 가속도를

나타낸다. A2와 A3위치에서의 가속도계에서만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었다. Al

및 A4위치에서는 가속도계의 고정부에서의 연결과 케이블의 연결이 잘못 되어

서 취득한 결과로 잘못된 것이다. S4와 S7위치에서의 변형률은 케이블의 손상으

로 데이터의 취득이 불가능하였다. 나머지 위치의 변형률에서 충격되는 이후에

큰 변형률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스트레인 게이지는 완충용기와 차폐용기의 작

은 공간에 부착되어서 충돌이후에 완충용기가 스트레인 게이지에 직접적으로 힘

을 주게 되어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로 이려한 위치에서의 변형률도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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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7. Raw strain and acceleration data on oblique drop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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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2.2-48은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에서 취득한 변형률과

가속도에 대하여 1000Hz Low Pass Filtering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A2

위치에서의 가속도에서 2-3 msec에서 발생되는 1차 충돌에서의 값을 고려하여

야 하며 A3위치에서의 가속도는 8-11 msec에서 발생되는 2차 충롤에서의 값

을 고려하여야 한다. 1차 충돌에서 A2의 위치에서의 가속도는 200 g 정도의 값

을 보이며 2차 충롤에서 A3위치에서의 가속도는 500 g 정도의 값을 브인다.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약 20 msec 부근에서의 변형률은 무시하면 Sl위치에서

의 최대 변형률은 약 110 μ c , 최소변형률은 약 -110 μ E 이다. S3의 위치에

서의 변형률은 최소 변형률은 약 -350 μ E 이다.

시험결과플 해석결과에서 취득한 동일한 위치에서의 변형률과 가속도와 비교

하여 그램 3.2.2-49에 나타내었다. 가속도의 경우 시혐의 경우 약 550 g 정도

의 최대값을 보이지만 해석에서는 2만 g이상의 매우 큰 값을 보이며 진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해석에서는 재료의 damping에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서 가속도의

최대값이 매우 크며 진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변형률의 경우 S3위치의 헤석결과

에서 최소 변형률은 약 -600 μ e 의 값으로 시험결과에 비하여 약 두 배이다.

Sl위치의 해석결과에서도 최대변형률은 시험결파와 유사하지만 최소 변형률은

-430 μ E 의 값으로 시험결과에 비하어 약 두 배이다. 해석에서의 가속도 및

변형률에서의 최대값이 시험에서의 최대값에 비하여 콘 값을 보이므로 해석 결

과는 보수성을 가지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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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8. Filtered strain and acceleration data on oblique drop test

(1 000 Hz low pass fil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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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9 ‘ Comparison of strain and acceleration on between oblique그림

drop analysis and tes t.

(3) 파열시험

3.2.2-50 과 같이 바닥경사방향 자유낙하시험에 의그럼측면파열시험을

케이블의스트레인게이지는S7위치의실시하였다. S4와손상된 방향으로하여

5개의 변형률의 취득을 준비하였다. 또불가능하여서데이터의 취득이파손으로

시도한 A2의 방향이 충돌방향과 다르므로 이를 제외한 3개의 가속도의 취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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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충돌되었다.추가로2-3회반발이 된 다음이후에충톨된1차로하였다.

이러한 파열시험에 의한 완충용기3.2.2-51은

2약의하여1차 충격에보여준다.변형을의

이후에반발보이고감소를직경의정도의mm

발생하였지흠집이다시 파열 봉에 충격되연서

측면파열조건에발생하지 않았다，변형은三조
,--.만

mm3.5약변형량은대한 해석에서 완충용기의

값이다. 자유드포
‘..비하여파열시험에이는어다.

폴리우레탄 폼은낙하시험에 의하여 완충용기의

응력강화가의하여이에발생되고소성변형이

!iii끽- 펜판톨
의하여웅력강화에이러한것이다.발생하였을

그림 3.2.2-50. Puncture tes t.

것으로더

판단된다. 파열시험을 실시한 이후에 완충용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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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었차폐용기의 변형을 측정하였다， 차폐용기의 변형은해체하여서뚜껑을

무시할차폐손실은범위이내의 값으로측정오차의변화는높이의;ι1 켜 미
"'1'(j *

수 있다.

으며

t

3.2.2-5 1. Deformed shape after puncture tes t.그림

가파열시험에서 취득한 변형률과 가속도를 보여준다. A4의3.2.2-52 는그렴

고정부가 잘못 되어서 취득한 결가속도계의자유낙하시험에서와 같이속도계는

S5~S6발생하였고압축변형률이위치에서는

발생하였다.

않았다. Sl~S3 의

인장변형률이

고려하지

의 위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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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2. Raw strain and acceleration data on puncture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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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3은 LabView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험에서 취득한 변형률과

가속도에 대하여 1000Hz Low Pass Filtering플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다. 가속

도결과에 대하여 펼터령을 수행한 결과 Al의 위치에서는 220 g정도의 최대값을

보이며 A3의 위치에서는 200 g 정도의 최대값을 보인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

만 그 경향은 두 가속도의 값이 유사한 결과를 보여준다. 변형률 결과에 대하여

필터링을 수행한 결과 S3의 위치에서 약 -130 μ E 의 최소 변형률을 보이며

Sl 과 S2의 위치에서는 약 50 μ e 의 최소 변형률올 보인다‘ S5 및 86의 위치

에서는 최대 변형률이 약 30 μ E 의 값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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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53. Filtered strain and acceleration data on puncture test

(l000 Hz low pass filtering).

시험결과를 해석결과에서 취득한 동일한 위치에서의 변형률파 가속도와 비교

하여 그립 3.2.2-54에 나타내었다. 가속도의 경우 시험의 경우 약 230 g 정도

의 최대값을 보이지만 해석에서는 4만 g이상의 매우 큰 값을 보이며 진동히-는

경향을 보인다. 자유낙하조건에서와 유사하게 damping의 영향을 해석에서 충분

히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damping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

이 보수성을 보이는 결과를 보인다. 변형률의 경우 시험결과가 해석결과에 비하

여 작은 값을 나타낸다. S3위치에서의 변형률은 해석결과와 시험결파가 약 120

μ ε 의 값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 반면， 81의 위치의 변형률은 시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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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 μ E 의 값을 보이지만 해석에서는 90 μ E 이 값으로 해석결과가 시험결

과에 비하여 두 배정도 콘 값을 보얀다. S2위치에서의 변형률도 해석결과가 시

험결과에 비하여 두 배정도의 큰 값을 보인다. 해석에서의 가속도 및 변형률에서

의 최대값이 시험에서의 최대값에 비하여 큰 값을 보이므로 해석 결파는 보수성

을 가지는 결과이다.

50000 r
- Test Resu\t(A1) | 40 --Teat re.ull(S1) Teat reau!t(S2)

뼈빼샤나
- • ’Analyjic Resul t(Sl)

40000 ~ - Test Resull(엉~A1)1 R••ult(S2) 아1밍yjic R••ult(S3)
...Analytic Resull(A1)

""
O “ --、， "‘「

1- - .Analytic Result(얘)

(J
헐 -40

-““ i Em」
en -80

·120

-20000 L 1ι
γp

-160
Time {51 Time[s]

그렴 3.2.2- 54. Comparison of strain and acceleration on between

puncture analysis and tes t.

(4) 열 시험 (Thermal Test)

(가) 화재시험

Bulk 선원 운반용기의 열 시험에 사용한 온도측정시스템은 NI사에서 제

작한 제품으로 열전대 탐지기 신호 조절기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 및 PIC로 구성

된다. 열전대 탐지기는 SCXI-1303 모델로 327R의 열천대를 부착할 수 있다. 열전

대 탐지기에서 탕지된 신호는 모델 SCXI-1l 02인 신호 조절기를 통해 filtering되

고 증폭되어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로 전송되며， 아날로그 신호는 아날로그/디지

털 변환기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 PI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에 의해 분석되고

저장되며， 과도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모니터렁하게 된다.

Bulk 선원 운반용기의 열 시험은 Open pool fire test로 수행되었다. 화재시

험은 1.0 m x 1.0 m x 1. 0 m 크기의 화재시험설비에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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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험에서 시험모델의 온도촬 쪽쩡하71 위하여 인jrl펀로 외장뭔 직정이

1. 6 mm인 K형 열전대 8깨를 그림 3.2.2 ‘ 55 .2f 같이 설치하였따. 또한， 시험모텔

의 본처l 성뿌-에 있는 뚜 개의 Viton O-ring6l 부위 온도활 평가하기 위하여

。 -ring til 싼쪽， 중간- 및 안쪽 부-위 에 2.}각. Thermo Label을- 부착하였다.

Thermo Label은 5 ·C 긴객요로 5 등급의 색변화촬 통해 온도를 확인할 수 있

는- 칩착석 ‘온도계로서 100 ·C 에서 150 ·C 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부착하였다.

화재시힘에 있어서 화염으로부터 모델로 유입되는 열 유속윷 평기-하J] 위해서

는 시헝모델 표띤 및 시험모텔 주변의 정확한 화엽온또측정이 부엇보다 중요하

다. 따라서， 모텔 주-변의 화염온도륜 측정하기 워해 인코넬로 외정원 직경이 3

mm인 K형 열전뎌I 87»를 용기의 종앙부와 상부·어} EI델로부터 20 ern 떨어진 곳에

섣치하였다.

4

때
싫r

6) PARKER O-ring Handbook Fluorocarbon rubber 겨i 열 중 가장 많이 사용펴는

a-ring이 통상 Viton(바이톤) 이라고 얄고 있는 O-ring이다， 이는 Fluorocarbon

rubber O-ring을 제작하는 엽체의 명이며， 보통 Fluorocarbon rubber 계혈은 정상

조찬일 때 -29 ~ 204 ·C 까지 견힐 수 있으며~즉별히 듀똥사의 。-nng은 260 'C

까지 견딜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고조건에서 눈 316 ·C 까지 친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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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험모텔은 크레인을 사용하여 그림 3.2.2-56과 같이 회-재시험설비 내의

모델 supporter에 설치하였다. 모델 및 모델주변의 화염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된 167H 의 열전대를 화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열전대 sheath 표면에

3M 사의 방화재룹 처리한 후 열전대는 열전대 탐지기에 연결하였다.

화재시험은 화재시험설비 pit 내에 물을 20 em 높이로 채우고， 30분 이상 화

엽이 지속되도록 등유를 채운 후 점화하여 그림 3.2.2-57 괴- 같이 약 35분 동안

성염상태를 유지하였으며 화염이 종료되지 않아 강제 소화한 후， 모델이 자연

냉각되도록 하였다.

그럼 3.2.2-56. Model before fire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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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m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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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8. Flame temperature during fire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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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시험에서 측정된 화염의 온도는 그램 3.2.2-58과 같이 모델 상부 방향에

서 평균 724 DC로 측정되었으며， 중앙부 방향에서는 평균 732 DC로 측정되었다.

화염이 완전히 종료된 후 냉각기간 통안의 시험모델의 주변온도는 평균 16 DC 로

측정되었다.

화재시험 동안 측정된 시험모델의 최고온도는 표 3.2.2-19에서와 같이

Over-pack의 O。 방향 상부에서 756 DC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180。 방

향 상부에서 604 "c로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화염이 종료왼 후 급격히

온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아 Over-pack의 표변에 설치된 열전대들이 화염의 영

향을 받았기 때문에 다소 높게 측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2.2-59는 과도

시간에 따른 차폐용기 표면에서의 온도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표 3.2.2-20은

화재시험 동안 측정된 차폐용기의 최고온도를 보여주고 있다.

차폐용기에서의 최고온도는 화염이 종료되고 약 1.7 시간 경과한 후 측정부위

모두에서 약 134 DC 로 측정되었으며， 화재시험이 완전히 종료된 후 뚜껑을 해체

하고 a-ring 부위의 Thermo Label을 확인한 결과 Thermo Label의 색이 변

샘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O-ring을 확인한 결과 O-ring의 형상은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움을 확얀할 수 있었다， 따라서， O-ring은 정상조건에서의 허용온

도인 204 DC 보다 낮은 온도임을 알 수 있으므로 O-ring 의 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19. Maximum temperature of over-pack on fire test

、κ 0。 / 씨/ 180。

상부 1 중앙1 상부2 중앙2

최고온도 ("C) 756 724 604 662

종료 후 경과시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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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20 , Maximum temperature of shielded package on fire test

° 180。

상부 l 중앙1 상부2 중앙2

최고온도 ("C) 133.7 134.1 134 .4 134.1

종료 후 경과시간(h) 1. 7 1.5 1.7 1.7

차폐용기표면온도

→-상밤1

----중앙l

상부2

→←중앙2

140

160

。 100

융 80
Q)

F‘ 60

40

20

0 1

o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Time(min)

그림 3.2.2-59. Surface temperature of shielded package

according to transient time.

SANDIA National Laboratory Report?)에서는 화재시험에서의 열 환경에 대

해 다음과 같여 언급하고 있다.

“ The thermal environment in an actual open pool fire is not well

defined , nor is there complete and representative theoretical models

that describe the thermal environmen t. The highly turbulent nature

。 f an open pool fire and its susceptibility to winds produce the

non -uniform and asymmetric thermal environmen t. “

7) SAND85-096 TTC-0695 UC-71 Thermal measurements in a Seη'es of Large Pool
F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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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화재시험애서 화햄의 형균온도는 역시 바람의 영헝:으로 운싼용기 관련법규

에서 규정히·i?. 있는 평균 화엽온도 조전인 800°C 에 미치지 못하한 약 728 °C 츠ξ

측정되었다. 끄러냐 2005년 2월 수행한 셰비 화재시힘이l서 화염회 평균온도는

865°C로 측정도}었다.

Bulk 선원 풋반용기의 여l 버 화재시험은 본 화재시험과 마찬가지로 ].0 In X

1.0 In X 1.0 m 크지의 화재시형설비에서 Open pool fire test로 수:행 Ii껴었다.

예비 회-제시험에서 시험포델의 전‘감;찰 측정하기 위하·여 연코델로 외장된 직칭

이 1. 6 mm 인 K형 혈-전대 2개홀 차폐용기의 상부 빛 하부에 설치하였 o 며， 본 시

험에서와 마찬가지료 차폐용기의 뚜껑에 있한 。-nng 부위의 온도찰 평가하기

위하여 C) -ring 바짤쪽， 풍간 및 얀쪽 푸위에 100°C에서 150 ·C짜지 확인할

수 있는 Th앙rma Label을 부착하였다. 또한， 화재시험에 있어서 시힘、띄텔 주변

의 화염온도룹 측정하기 위해 인코1펀‘르 외장된 직정이 3 mm인 K형 열전때 4개

를 용-기의 상부에 모탤로부터 20 em 떨어진 곳에 섣치히-였다.

예비 화재시험은 본 화재사힘과 마친가지로 화채시험설비 pit 내에 물을 20

em 높이로 채우표， 30분 이상 화염이 지속되도록 등유를 채운 후 정회-하여 ~L럼

3.2 ‘ 2-58 과 같아 약 30분 동안 성염상태를 유지하였으 l셔 화염이 종료되지 않아

강채 소화한 후， 모델이 자떤 냉깎되도록 하였다.

예비 화재시첩이|서 fF- 델- 주변은 바함 없이 평온하였으며 화엽의 평균온보는- 二l립

3.2.2-60 에서와 같이 865°C 포 측것1 되었고， 이때 차폐용71 의 최고온도눈 241 ·C

로 측정되었다. 또한， 화재시헝이 완전히 종료된 후 본 화재시험과 마찬가지로 뚜

껑을- 해체한 후 。 --nng 부위의 Thermo Label을- 확인한 결파 Thermo Lab셉

의 색이 t펀섹되지 않았원윷 확얀하였고， 0-ring을 확인한 결과 O-ring의 형상

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I O-ring은 정상;죠건의

허용-온도언 204°C 보다 낮은 온도염을 알 수 있으므토 C)-ring의 건전성은 유

지되는 것으로 딴단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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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0. Flame temperature during preliminary fire

test(2005. 2).

(나) 화재사고 검중해석

온도가 800 "c에 미치지 못Bulk선원 운반용기의 화재시험에서 화염의

하였다. 따라서， Bulk선원 운반용기의 열 해석방법 및 절차에 대한 타당성 및 해

Bulk선원 운반용기의 화재조건에 대한 열석결파에 대한 신뢰성 평가를 통하여

적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화재시험과 통일한 조건에 대하여 열 해석올 수행하

해석결과의 비교평기쓸 수행하였다.l:!.]
7"고 시험

시험모델과 통일한 모델을 시-용하였으며， DU 차폐체 대신에 납올해석모델운

적용측정된 730 "C로시험에서열동안 화염의 평균온도는고려하였다. 30분

16°C로하였으며， 화염이 완전히 종료된 후 자연냉각 되는 동안의 대기온도논

물성치 및 경계조건 둥은 실제 용기의 해석조건과 동일하게고려하였다. 재료의

것없는붕괴열은발생되는적용하였다. 시험조건과 마찬가지로 동위원소로부터

초기온도가 모두 16 't인 것으로 가정하여 730°C의으로 가정하여 운반용기의

화재가 30분 동안 진행된 후 자연냉각 조건을 고려하였다.

결과이며，

외부 표면옹도는 725 't로 거의 화염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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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pack 의

그림

화재조건에서

0)
A3.2.2-21

73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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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상승하지만 Over-pack의 내벽옹도는 318 °e , 차폐체의 외벽온도는 146

℃로 계산되었다.

표 3.2.2-21. Maximum temperature on fire analysis

Maximum temperature CC)

Location Transient time (h)
Max.

0.0 0.25 0.5 0.75 1.0 1.5

Cask body (outside) 16 42 119 146 135 118 146

Overpack (inside) 16 176 318 288 217 139 318

Overpack (outside) 16 719 725 233 152 97 725

(d)Time=I.5h

(b) Time ~ 0.5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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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1. Temperature contour by thermal analysis result (unit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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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22. Comparison of maximum temperature on between thermal

test and analysis

Maximum temperature ("C)
Location

Thermal test Thermal analysis

Cask body (outside) 134 146

Overpack surface 756 725

표 3.2.2-22는 시험모텔에 대한 열 시험 및 해석결과를 비교하고 있다. 열 시

험결과 용기본체 표면의 옹도는 134 DC로 측정되었으며， 열 해석에서는 146°C

로 계산되어 시험결과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열 해석 방법 및 절

차에 대한 타당성 및 해석결과애 대한 보수성이 확인되었으며， 화재사고조건에서

도 운반용기의 열적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시험에서의 평균 화염온도는 약 730 °C 차폐용기의 최고온도는 약 135

℃로 측정되 었으며 , O-ring 부위의 Thermo Label을 확인결과 O-ring의 온도

는 허용온도인 204°C보다 낮은 100 °C 이하로 판단된다. 예비 화재시험에서의

평균 화염옹도는 약 860 "C, 차펴l용기의 최고온도는 약 240°C 로 나타났으며，

O-ring 부위의 Thermo Label을 확인결과 O-ring의 옹도는 역사 100 °C 이

하로 판단되므로 a-ring 의 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시험과 통일한 조건의 열 해석을 수행한 결과 열 해석방법 및 절차에 대

한 타당성 및 해석결과에 대한 보수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동일한 열 해석방법

으로 수행한 Bulk 선원 운반용기의 열 해석결과의 신뢰성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되며， 열 해석결파와 화재시험 및 예비화재시험 결과를 통해 800°C 화재조

건에서 Bulk선원 운반용기의 열 적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침수시험

IAEA 및 국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조건은 운반용기가 수심

15 m 깊이에 8 시간 이상 빠졌을 경우에 대한 조건으로 최소 150 kPa의 외압애

견디도록 요구하고 있다. 운반용기의 격납경계는 내부의 차폐용기이므로 침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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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시 완충용기는 제거하고 차폐용기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차폐용기를 침수시험용 압력용기 내부에 안착시킨 후 압력용기 내부를 충수시

켰다. 압력용기 뚜껑을 체결한 후 유암잭을 이용하여 압력용기를 법규에서 요구

하는 압력보다 높은 5 bar의 압력으로 가압하였다‘ 압력이 일정 상태로 유지될

때까지 약 10분 정도 압력변화를 관찰한 후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압력은

5 bar로 측정되었다. 보수적인 시험을 수행하기 워하여 시험시간을 법규에서 요

구하는 8시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18.5 시간동안 압력을 유지시켰다. 18.5시간

이 경과한 후의 압력은 4.5 bar로 측정되었다. 그림 3.2.2-62는 침수시험 장면

융 나타내고 있다. 압력용기 상단의 배기밸브를 열어 내부압력을 대기압 상태로

만든 후 압력용기 내부의 물을 배수시키고 시험모델윷 외부로 인출하였다. 시험

모델의 뚜껑 부위의 틈새를 compressure를 이용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플랜

지 및 내부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내부의 누수가 없이 운반용기의 건전성

이 유지되었다.

그림 3.2.2-62. Water immersion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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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O 시헝 장치 개발

방사성 홍위원소는- 산업 의료 식품 및 농엽분야 등어l 걸쳐서 광벙위하게 사

용되고 있으며 1 각 분야의 i관전과 더룹어 ，A1 속적으로 그 사용량이 증대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쉴- 방사성 똥위원소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치 위한

다양한 빌링·선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라한 벨봉선원관 국내외 방사성불-젤 운반

용기 관련 법규인 과학기숲부 고시 제 2001-23 호， IAEA Safety Standard

Series No. '1、S-R-l 및 미국 10 eFR Part 71 에서 규-청하고 있는 뜸수형 방

사성꼴-질의 71 숲기준파 아올-러 파학끼술-부- .il.시 저I 2004-20호[18] 및 ISO

2919[19]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및봉선원의 분류기풋에 따라 안천성시험평가쉴 통

해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뭔봉선원을 사용하여 벼파피검사-즐 수행하

뉴 방사선 조사장치는 ISO 3999 [20]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뜬 얀진성시

험평가활 통해 얀-전성이 입증되어야 한약. 따라서. ISO 2919에서 규정하고 있는

밀봉선원에 대한 안전성서헝 및 ISO 3999 에서 주f정하고 있는 방사-션 조사장치

에 대한 연-전성시험율 수행하기 워하여 ISO 시헝 짱치뜰 채딸하였다‘

가. ISO 시험방볍 및 절차 수렵

(1) ISO 누설 및 거계척 생농시험 절차 수랩

멜봉선원은 캡촬 또눈 일봉선원의 leak-‘’ tightness를 유지하기에 충분허

강한 결합풍질로 결합된 방사성물질로 국내，외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표 3.2.3-1

과 집r은 용도에 따라 표 3.2.3-2에 해당하눈 등급별 성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

다 빌뽕선원에 대한 성능-시험에서 온도， 압댁 및 충쳐시혐을 수행한 후 육안겹

사에서 서편이 부수어지거냐， 흩뜨려찌지 않‘q며 용융되꺼나 분산li껴지 않았을

경우 누설시햄윤 수행하여 시편으로부터 bubbl당현상이 밥생치 않아야 한다. 따

라서， 띨봉산원이l 대한 누설사헝 및 밀봉선원을 운반하는 방사성 풍-워원소 운반

용기의 격념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누설시험윷 ISO 12807에서 규정하고 있

는- 누섣사험방볍애 따려 표 3.2.3- :3파 같이 누설시헝 젤차를- 수렵하였으며，

ISO 3999 1잊 2919에서 규정하는r 산엽용 방사션 쪼사장치 빛 띨봉산원에 대한

기계적 성놓시험 방법 및 절차를 표 3.2.3-4 및 3.2.3-5와 같이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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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1 Sealed source classification requirement for typical usage

용도

λ] 흥J~ τ5;;..=님1

용도 압력 충격 진동 관통

산업용 4 3 5 5

의료용 5 3 5 2 4
-Brachytherapy 5 3 2 l

감마게이지 4 3 3 3 3

베타게이지 3 3 2 2 2

유정용 5 6 5 2 2

밀도게이지 4 3 3 3 3

중성자선원 4 3 3 2 3

교정용선원 2 2 2 1 2

감마조사기 4 3 4 2 4

이온발생기 3 2 2 2 2

표 3.2.3-2 Classification of sealed source performance

I' 껴“ 성능시험등굽 、사\
시험

구분
F

1 2 3 4 「니 6 X

-40"(; (20분) -40"(; (20분-) -40"C (20분)

온도
시험 -40'C(20분) -40"(;(20분) +400"(;(1시간) +600"(; (1시간) +800 'C 0시간) 록별

없음 +80'C(1 시간) +80'C(1시간) 및 20"(;로 및 20'C로 및 20"(;로 시험

열충격 열 충격 열 충격

외부 시험
25kN/m’ 25kN/m’ 에서 25kN/m‘ 에서 25kN/m' 에서 25kN/m’ 에서

특별
(절대압력)에서 2MN/m’ 7MN/m' 70MN/m’ 170MN/m'

압력 없융
대기압 (절대암력) (절대압력) (절대압력) (절대압력)

시험

충격
시헝

1m에서 SOg 1m에서 200g 1m에서 2kg 1m에서 5kg 1m에서 20kg
특별

없음 시헝

5g어l서

25Hz-50Hz’ 1. 5mm amp.

5g에서
0‘ 635rnm amp. peak에서

진동
시험

25Hz - 500Hz
peak어l서 25Hz-80Hz.

미사용 미사용
특별

없음-
10분 3차례

50Hz;-90Hz 20g어l서 시험

빛 109에서 80Hz-2000Hz;

90Hz-500Hz 30분 3차헤

10분 3차례

관통
시험

1m어l서 Ig 1m어l서 109 1m에서 50g 1m에서 300g 1m애서 lkg 륙별

없옴 시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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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3 Leak test method for a radioactive isotope package

시험방법 시험절차

시편을 유체가 들어있는 진공 Chamber에 넣고

Vacuum Bubble Test ! Chamber 내부압력을 15-25 kPa 감압 후 육안으로

bubble 여부 확인.

표 3.2.3-4 Performance test method for a radiography

Tracer Gas Test
(Sniffer Technique)

Gas Pressure
Drop Test

Gas Pressure
Rise Test

시펀 내부공간에 Helium 가스를 채운 후 Helium leak

detector로 누설여부를 확인함

시펀 내부공간을 설계압력 이상으로 가압한 후 30분 동

안의 내부압력올 측정하여 누설량을 계산.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시편 내부공간을 0.1 hPa 이하로

감압한 후I 15분 동안 내부압력올 측정하여 누설률을 계

산함.

시험항옥
/

시험방법 및 절차、κ

내구성시험
밀봉선원을 조사장치의 장착 위치에서 작업위치로

10,000 cycle 반복 시험

잠금장치 파괴시험
5초 동안 400 N의 하중을 잠금장치에 가하여

10회 반복한 후 잠금장치의 건전성을 평가함.

조사기를 1.2 m 높이에서 자유 낙하하여 용기의 구
낙하시험

조적 건전성을 평가

충격시험 강 봉에 조사기를 충돌， 20회 반복

인장시험 1,000 N의 힘으로 5초 동안 인장， 10회 반복

압괴시험
15 kg의 heel을 300 mm 높이 에서 control cable에

낙하， 10곳을 각각 1회씩 시험

비틀림시험
control cable로 반경 500 mm의 loop를 만틀어 2

m/s로 당김， 10둥분하여 10회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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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3-5 Performance test method for a sealed source

시험항목

타격시험

시험방법 빛 절차

직경 25 mm , 중량 5 kg의 연강 봉을 1 m높이에서

1 밀봉선원 위에 낙하

진동시험

온도시험

외압시험

관통시험

Frequency: 10 Hz ~ 150 Hz
최대가속: 9.8 빼

고온시험 :400 °C 1 시간유지 20°C 물- 15초 냉각

져온시험 :-40 °C 급속냉각 20분 유지

절대압력 25 kPa (감압) 및 2 MPa(가압)에서 5분 동안

2회 시험 후 대기압 환원 후 2회 시험

밀봉선원을 1 m높이에서 직경 3 mm , 높이 6 mm의

과통 핀 위에 낙하

1

#『옆

(2) ISO 3999 시험장치 설계

(가) 내구성 및 투사저항시험장치

그림 3.2.3-1과 같은 내구성 장치는 원격제어기가 안전한 위치에서 작

업위치， 다시 안천한 위치로 복귀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방사성 조사장치의 내구

성을 측정하고 투사저항을 측정하여 각종 시험의 건전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내구성시험장치의 사양은 시험 속도 0.75 m/sec, 시험회수 50 ，010회，

토오크미터 1kfg-m로 설계하였다.

그림 3.2.3- 1. Endurance test.

(나) 충격 및 압괴시험장치

충격 및 압괴시험장치는 그립 3.2.3-2 및 3.2.3-3파 같이 조사기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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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서 바닥에 수직방향 또는 봉에 수평방향으로 충격을 주어서 조사장치의 건

전성을 입증하거나 원격제어케이블이나 투사덮개에 Heel를 낙하시켜 압괴에 대

한 건전성을 입중하는 장치로서 충격 및 압괴장치는 조사기와 Heel를 자유 낙하

시킬 공압석 Release장치와 진자방식의 자유낙하장치로 구성하였다.

g‘;‘느

Y

F

빼나

m

떠L에
젠
에

깅 :써1

./

x

그럼 3.2.3-2. Crushing test. 그림 3.2.3-3. Shock tes t.

(다) 비틀림시험장치

밀봉선원 방사선 조사기의 비틀림시험장치는 그림 3.2.3-4 와 같이 원

격제어 케이블을 반경 500 mm로 감았다가 2 m/s의 속도로 원이 없어질 때까지

잡아당기는 장치로서 모터사양은 200kg-m의 토오크， 분당 360회전할 수 있는

5RK60GV - 5GV5KB를 선정 하였다.

繼… ￥、‘” t聽響

그럼 3.2.3-4. Kinking 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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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O 2919 시험장치 설계

밀봉선원에 대한 시험 장치는 ISO 2919 및 과기부 고시 제2004-20호

동위원소 생산기준(2004.7.30)을 토대로 시험 장치를- 설계하였다.

(가) 저온시험장치

온도시험은 밀봉선원을 -40°C의 저온에서 20분 유지한 후 밀봉선원을

다시 표 3.2.3-2에 나타나 있는 시험등급에 해당하는 옹도로 가열한 후 15 초

이내에 약 20°C 의 온도에서 열 충격을 가하여 밀봉선원의 열적 건전성을 입증

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STS 304와 스티로폼으로 구성된 직경 318.5 mm , 높이

606 mrn를 가진 저온시험장치를 그림 3.2.3-5와 같이 설계하였으며， -40°C의

져온 환경은 저온용 챔버에 Dry ice를 넣어서 져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 고온시험은 전기로를 사용하여 수행하게 된다.

(나) 외압시험장치

외압시험장치는 그림 3.2.3-6과 같이 25 k~의 절대압과 등급에 따른

압력을 각각 유지시킨 후 밀봉선원의 압력 건전성을 입증하는 장치로 감압은 로

터리 펌프 (5XIO-
4

torr) 를 이용하여， 가압은 시편을 물에 넣고 수압기를 이용

하도록 하였으며， 압력용기 치수는 직경 318.5 mm , 높이 560 mm , 허용압력 30

kgf/Crrf 로 설계하였다.

!ι _. 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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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2.3-5 , Low temp. tes t. 그램 3.2.3-6. External pre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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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ISO 밀봉선원 시험장치 성능시험 및 KOLAS 공인시험기관 획득

(1) ISO 밀봉선원 시험장치 성능시험

(가) 충격시험장치

ISO 3999 의 6.4.6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격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타

깃， 회전중심체 및 release 장치 등으로 구성된 충격시험장치를 제작하여 그램

3.2.3-7과 같이 조사기를 사용하여 수평충격시험을 수행하였다. 조사기를 낙하

높이 100 mm에서 50 mm의 직경파 300 mm의 길이를 가진 타깃에 20회 반복 충

격을 가한 결과 충격지점이 조금 틀어갔지만， 충격시험장치의 성능은 잘 유지되

었다

(나) 압괴시헝장치

ISO 3999 의 6.6.1 항 및 6.7.2헝에서 규정하는 압괴시험올 수행하기 위

한 압괴시험장치는 기본 구조물파 release 장치는 충격시험장치와 공용으로 사

용하며， 압괴를 하기 위한 투사덮개 및 강철 굽올 추가 제작하여 그럼 3.2.3-8

파 같이 투사덮개를 설치하고 압괴시험을 수행하였다. 압괴 위치를 설정한 후 강

철 굽을 300 mm 높이에서 10곳에 1 회씩 낙하한 결과 투사덮개의 변형은 없었으

며， 압괴시험장치의 성능은 잘 유지되었다.

그림 3.2.3-7. Shock test equip. 그림 3.2.3-8. Crushing test equ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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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툴립시험장치

ISO 3999 의 6.6.2 항에서 규정하는 비틀림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하중

장치， 감속기. Load cell 및 지그 동으로 구성된 비틀림시험장치를 제작하여 투

사덮개를 지그에 고정하고 200 N의 힘으로 10초간 유지한 후 하중 제거촬 10

회 반복 수행한 시험결과 투사덮개의 변형은 없었으며， 비틀림시험장치의 성능은

잘 유지되었다.

(라) 인장시험장치

ISO 3999 의 6.5 항. 6.6.3 항 및 6.7.4 항에서 규정하는 인장시험을 수행

하기 위한 인장시험장치는 비틀림시험장치의 기본 구조물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시험대상에 따른 별도의 지그를 제작하고， 그립 3.2.3-9 와 같이 선원 집합체를

지그에 고정하고 1,000 N의 힘으로 5초간 유지한 후 하중 제거를 10회 반복

수행한 시험결과 선원 집합체의 변형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인장시험장치의

성능은 잘 유지되었다.

(마) 저옹시험장치

ISO 2919의 7.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옹도시험 중 저옹시험을 수행하

기 위한 저온시험장치는 그림 3.2.3-10 과 같이 챔버， 시펀 장착대 등으로 구성

하였으며， 단열재로는 스티로폼을 사용하였다. Ir-192 방사선왼 캡슐을 시편 장

착대에 놓고 드라이아이스를 채워 수행한 저온시험결과 시편은 손상되지 않았다.

그림 3.2.3-9. Tensile test equip. 그림 3.2.3-10. Low temp. test Equ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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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압시험장치

ISO 2919 의 7 ，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압시험 중 감압시험을 수행하

기 위해 그럼 3.2.3-11 과 같이 30.7 €의 체적을 갖고 있는 압력용기와 Rotary

펌프 및 압력 게이지 동으로 구성된 감압시힘장치를 제작하여 Ir-192 방사선원

캡슐을 압력용기 내부에 넣고 20 k애의 감압을 한 후 그 상태에서 5분 동안 노출

시킨 후 대기압으로 환원하는 과정을 2회 반복힌- 결과 Ir-192 방사선원 캡슐은

이상이 없었으며， 감압시험장치의 성능은 잘 유지되었다.

(바) 가압시험장치

ISO 2919 의 7.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압시험 중 가압시험을 수행하

기 위한 가압시험장치는 감압시험장치와 통일한 압력용기를 사용하며 Rotary 펌

프 대신 그럼 3.2.3-12와 같은 hydro jack으로 구성되어 있으며IIr-192 방사

선원 압력용기 내부에 넣고 2 MPa (늑 20 atm) 의 감압을 한 후 그 상태에서 5분

동안 노출시킨 후 대기압으로 환원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한 결과 Ir-192 방사선

원 캡슐은 이상이 없었으며， 가압시험장치의 성능은 잘 유지되었다.

그림 3.2.3-1 1. Decompression test

equip.

그림 3.2.3-12. Pressurization test

eqUlp.

(2) KaLAS 공인시험기관 획득

방사성 동위원소 운반용기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낙하시험 외 127}지

시험항목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고 시험평가를 수행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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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200~i년 8월 KULAS 국제꽁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고， 띨봉선원

의 안전성을 평가하7] 위해 ISO 9978에서 규정하:iL 있는 띨봉선원의 누설시힘

에 대한 절치촬 수립하JI 시험평가룹 수행하여 산C성자원부 기술-표준원으포부터

2005년 5월 KOLAS 국셰꽁인시험기관 인종을 획득하였?며， ISO 2919에 따쓴

델봉선원에 대한· 고온시험 외 4개 시험항목-과 ISO 3999 에 따판 빙‘사션조사기

에 대한- 충격시험 외 3개 시험항목에 대한 젤차를 수렵하고 시험평가를 수행하

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2006년 12월 KOLAS 국체공인시험기관

인증율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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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DU 차폐체의 주조 기술 개발

1. 의료용 차폐체 주조 기술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인체에 해롭지 않도록 차폐재로 차폐

줍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운반하기 위한 방사성물질과 그 포장의 종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한계량에 따라 L형， IF형 A형 B형 C형 i 핵분열성물질

운반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납， 텅스텐， 우라늄 등의 재료로 차폐 용

기룹 만뜰어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을 차폐하고 있다. 높은 준위

의 병-사성 동위원소를 차폐시키기 위해서는 차폐효율이 좋은 우라늄을 사용한다.

감손우라늄을 사용하면 우라늄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납 등에 비해 적은 체적으

로 운반용기를 만들 수 있다. 감손우라늄은 텅스텐 등에 비해 주조성이 좋기 때

문에 고효율의 운반용기는 감손우라늄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다.

의료용 동위원소 운반용기는 식도， 폐기관지 풍의 체강 부위에 존재하는 종양

을 치료하기 위 해 사용하는 원격 강내 조사 장치 (Remote After Loading

System) 의 선원인 Ir-192 10 Ci 2개를 담아 운반하는 용기로 192Ir 13.5 Ci의

밀봉션원 2개졸- 지름 9.5 rnm 의 티타늄 튜브를 곡률- 55 mm를 갖도록 벤딩하여 U

자 형태로 만든 안내관 안에 밀봉캡슐에 동위원소를 넣도록 설계되었다， 감손우

라늄 차폐체의 형상은 그림 3.3.1-1 과 같으며， 폭 118 mm , 무께 90 mm 높이

157 mm로 되어 있다.

그렴 3.3.1- 1. Shape of DU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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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1. The experimental condition of casting DU shield

장입량(g)
출탕온도 친공도

주형옹도CC)

No. 실험번호 ("C) (、’A’LO“3 ‘\.뼈
DU Mo bottom middle top

DUC-506 17 ,208 34 1,304 6.5 485 500 530

2 DUC-508 18 ,108 36 1,309 6 ‘ 5 486 505 532

3 DUC-509 17 ,281 34 1.300 6.0 480 500 528

원료는 감손우라늄(Depleted Uranium)을 약 16 kg 준비 하고， 0.2 wt%Mo룹

합금원소로 첨가하였다. 도가니， 분배기， 주형 등은 Holcote#110(주성분.

Zr02- Si02- Y203)으로 도포하여 건조하였다. 용해주조는 주파수가 3 k뼈인 고

주파유도로를 사용하여 3 X 10-2 torr의 진공도를 유지하면서 약 1300 °C로 원

료를 용해한 후 출탕장치를 사용하여 주형에 용탕을 주입하였다. 표 3.3.1-1과

같이 3회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림 3.3.1-3과 같이 모두 건전한 주물을 얻

을 수 있었다.

그림 3.3.1-3. The results of casting experiment for medical use.

나. 운반용기 조립 및 방사선 차폐 성능 시험 결과

건전하게 주조된 DU 차폐체의 압탕부위를 밴드소를 사용하여 잘라낸 후 그

림 3.3.1-4 와 같은 DU 차폐체 주조 제품을 우레탄폼으로 감싼 후 스테얀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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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으로 제작된 케이스에 조립하여 그램 3.3.1-5와 같이 의료용 동위원소 운반

용기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의료용 동위원소 훈반용기에 Ir-192 10 Ci

선원 두 개를 장착하여 차폐 성능을 시험하였다. 시험결과 그림 3.3.1-6 과 같이

몸체 부위에서의 선량은 43-104 mrem/h으로 측정되었으며， 최대 표연 선량울

은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 rnrern/h 보다 낮은 104 rnrern/hr로 측정되어

차폐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3.1-4. DU shield for

medical package.

그림 3.3.1-5. Assembled

medical package.

그램 3.3.1-6. The results of shielding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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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폐체 주조장치 개선

차펴1 체 주조 장치의 개선은 그림 3.3.1-7 , 3.3.1-8과 같이 도가니 및 주

형을 통시에 가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도가니 부위는 유도가열 방식을 적용하

였고， 주형 부위는 저항 가열 방식을 적용하였다 차폐체 주조 장치 설계 시 도

기-니 크기는 지름 150 mm 높이 180 mm로 감손우라늄 20 kg을 용해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하였고， 주형 부위는 지즘 290 mm 높이 300 mm의 주형을 가열할 수

있는 크기로 설계하였다. 주형부위는 지향성 웅고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온도

구배를 주었다. 천공 챔버의 크기는 지름은 860 mm 높이 1485 mm이다. 조렵 해

체 시에 주형을 상하， 전후 cylinder로 이동이 가능하도측 하여 작엽의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진공도는 8 X 10-3 torr이고， 주형가열부의 최고 가열온도는 600

℃ 이상이 되도록 제작하였다.

@뼈·빼@

®Lawe<뼈'bel

@ hdudicn Cc애

(90..빼t

@싸αr

@ιfold

그림 3.3.1 -7. Design drawing of

casting equipment for DU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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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3.1-8. Photograph of

installed casting equipmen t.



2. 산업용 Bulk 선원 운반용기 DU 차폐체의 주조기술 개발

산업용 Bulk 선원 운반용기는 1r-192 10 ,000 Ci 빛 액체형 선원인 Mo-99

3.3.2-1있는 용기로， 운반용기는 그램1,000 Ci를 운반할 수800 Ci , 1-131

본체에 해당하는 차폐용기와 완충 용기로 구분되며， 차폐용기는 방사선과 같이

우수한 갑손우라늄(Depleted Uranium , DU) 이 사용된다. 감손 우라늄차폐능이

까‘
기-무게 대비 3배 정도이고J 텅스웬보다 1.4배 좋다. 따라서은 납보다 차폐능이

출입시 사용하는 Bulk 선원 운반용기는 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감손우라늄·을 방

설계된 감사선 차폐체로 사용하여 제작되고 있다. 방사선 차폐능 계산에 의하여

236 mm (내측 높이높이105 mm ,193 mm , 내경크기는 외경손우라늄 차펴l 체의

뚜껑으로 구성되어 있다.160 mm) 의 컵 형태와 지름 88 mm 높이 65 mm의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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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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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3.2-1. Bulk package.

가. 산업용 차폐체 주조 및 모델 제작

그림위하여，설계하기。rt협최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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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조 방안 및 주형 설계

수립하고，방안올주조최적의



,----

3.3.2-2와 같이， 만들고자 하는 주물의 크기， 중량을 계산하고， 용해 온도， 주입

속도， 주입 노줄 크기플 결정하고， 응고 해석을 통하여 결함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압탕의 크기를 조정하여 주형을 제작하고， 주조 설험을 수행한 후 문제가 발

생하면 주형을 수정하여 건전한 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그림 3.3.2-2. Flow chart of design methods for

developing mold.

(가) 응고 수축률

주형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수축률을 고려해서 만틀고자 하는 최종 제품

보다 크게 제작되어야 한다. 우라늄의 응고 수축률은 주조실험을 통해서 경험적

으로 얻은 2.2%를 적용하였다.

(나) 용탕 중량 및 주입 시간 결정

Bulk 선원 운반용기 DU 차폐체의 무게는 약 100 kg(U -0.2wt%Mo) 에

해당되고， 압탕부의 크기는 지름 150 mm , 높이 150 mm로 약 57kg로 예측하였다.

주입속도는 보통 주입에 소요되는 시간， 즉 주입시간으로 측정된다. 탕구 단면이

일정할 경우 탕구 높이 (H)가 높을수록 유속(V) 이 빨라지고 주입시간(T)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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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도가냐의 내경이 210 mm인 경우 용탕 탕변의 높이는 우려-늄 160 l\g이 용

해 시 또까니 바닥으로부터 E능l-연까지 익: 27.7cm 높이에 있거1 띈다.

이때 주업속도는 다음 식에 의혜 구해진다.

v= μ따꿇 = 0 .4v12--~--980cm/sec2x 27.7cm = 93.2cm/sec

Eτ줍-로 부터의 유똘량 Q는 다·음 식에서 구해진다.

π x (4cm)2
Q=VxSx ρ = 93 .2cm Isecx (‘ .. \.'~"'/---) x 18.5glcm':::; 21666 .9glsec

4

주입시간은 다용 식에서 약 7.4 sec기- 구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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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쳐!1 .5츠 용탕은 표래칫여나， 분배기에 영향윷 받아 야보다 시간이 더 소요되묘

로 이활 깎안 하여 주엽시간윷 8 초로 정하였다

(다) 압탕으1 설계

압탕은 주입판 주형 내의 용탕에 정압윷 부여하여 이것어l 의해 정체하

고 있는 가스니- 용탕에서 밥생하는 까스쓸- 제거하는 홍시에 용탕의 냉각 및 옹

고에 따과서 생끼는- 용탕의 수축에 대하여 용탕을- 보납하한 젓을 목적으로 한다.

압랑의 설계 조건으호는 압탕이 주물보다 나종에 응끄되어야 하며， 압탕이 가지

논 액상급·속의 압력이 주뜰의 모든 부분에 골고루 미치논 위치에 설계되 EE콕 헤

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어1한 압1경-온- 당구와 겹용-으로 척하 압탕 (top riser) 으로

하였고， 앞탕의 용당이 보온되어 지향성 응Jil가 얼어나도록 하기 위해 Graphite

를 가꽁하여 슬리브룹 설치하였다. 압당의 크71 뜰 결정하기 위해 Chivorinove

볍최 전용하였다. Chivorinov는 주물이 완전 옹고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을 주

의 체적괴· 표면적의 1:J1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였다[2]. 이 식에 따라 주불의

응고 시간을 제산하여 주붉의 융고시칸 보다 앞탕으l 응고 시간이 더 커야 압탕

에서 주물 쪽으로 용탕 보급이 원활하게 되며， 주조 제품에 수축공이 발생하지

않게 원다. 이 식얘서 부-피/면적의 비플 모율려스(Modulus :M = VIA) 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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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압탕의 모율러스가 제품의 모률러스보다 커야 한다.

Chivori nove 법칙에 의한 주물의 완전 웅고에 걸리는 시간 계산식

t = k (V / A) 2

여기서 t ‘ 응고시간， V : 주물의 체적， A: 주물의 표면적， k : 상수

입-탕의 크기가 cp 150 x 150 H (mm) 원주형 압땅인 경우 압탕의 체적은 2,581

C띠이고 주물의 체적은 5,569cni’ 인 경우

주물의 응고시간 : t = k (5569/2310)2 = k x 5.8 1, M = 2.41

압당의 웅고시간 : t = k (2581/865) 2 = k x 8.90, M = 2.98

(2) 웅고 해석

(가) 응고해석 절차

웅고 해석은 유통 및 옹고 해석 program 인 Anycasting ver. 1. 2를 사

용하였다. 응고 해석 절차는 그럼 3.3.2-3과 같이 수행하였다.

그림 3.3.2-3. Simulation process for 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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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1. The input parameters for simulation

Material Property Value Unit

Density Variable g/cm’

Specific Heat Variable ca l/g'OC

Thermal Conductivity Variable calls·cm· ·C

Liquidus Temperature 1133.05 ℃

Solidus Temperature 1133 ℃

Latent Heat / 9.24767 ca l/g

Dynamic Viscosity Variable g/cm's

Thermal Expansion

~~-‘
Variable ......'(' rc 까|Coefficient →ζ

Vo l. change of So l. "./ζg← J ’
2.0 %

/Shrinkage 1‘、

Critical So l. Fraction 0.3 /
Surface Tension Variable dyne/em

t아‘ ‘

전처리로 먼저 3차원 CAD program <?l Solid Edge Ver ‘ 12를 사용하여 도가

니， 분배기， 볼드의 3차원 도면을 작성하여 *.stl 파일로 저장한 후 Anycasting

에 입 력 하였다. 때상 영 역을 variable mesh 또는 uniform mesh 방법으로 경우

에 따라서 약 100-250만개로 나누었다.

해석조건으로 재료 상수 값은 표 3.3.2-1과 같이 입력하였다. 재료상수 값 중

온도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값틀은 표 3.3.2-1에서 variable로 표기를 하였다.

열전딸계수는 주형 또는 주물과 콩기 사이는 0.001 ca l!s·cm 2··C , 주물과 주형

사이는 0.1 ca l/s·cm2·oC. 주형과 주형 사-이는 0.6 eal!s·cm2.oC으로 입력하었다.

(나) 주조해석 결과

주조해석은 그럼 3.3.2-4와 같은 도가니， 슬리브 및 주형 집합체 중 압

탕 부위인 슬리브와 주형 부분을 3차원 CAD 파열을 작성한 후 유동 해석 및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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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l 주형의 예열용도 및 압탕의 크기를 표 3.3.2-2와 같이

변경시켜가연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주조 해석 결과 그림 3.3.2-5와 같이 case

1 에서 case 6까지는 압탕에 큰 수축공이 발생하였으며， case 7번부터 case 9

변 까지의 조건에서는 제품에 결함이 없이 주조할 수 있는 것올 확인하였다. 해

석 결과 압탕 지름의 크기를 150 mm로 정하었다.

용얘주£ 홉'1t셰 도연

.‘ 46

--"1

.'5。
g

/ | .. 104 |

「

ι←

;jg
.1

‘

」팩

앙당의상찌

그림 3.3.2-4. The drawing of casting system and DU shield.

표 3.3.2-2. Simulation cases of DU shield for bulk isotopes

주입온도
주형온도 ('C) 앙탕크기(mm)

Slm ulation Case ('C )
주죠방안 륙정

상부 중간 하부 상부 하부 높이

Case 1 1350 650 550 450 58 62 85 Graphlle Mold 사용

Case 2 1350 650 550 450 100 106 174 압당크기 수정

Case 3 1350 650 550 450 100 106 174 Graphite Felt 사용

Case 4 1350 650 550 450 100 106 174 Core부분에 Cu Pin 사용

Case 5 1350 650 550 450 130 150 174.24 압땅크기 수정

Case 6 1350 800 550 200 130 150 174.24 상부주형온도 변화

Case 7 1350 800 550 200 130 150 174.24 주형상부에 Graphite Felt 사용，
상부주형용도 변화

Case 8 1350 1100 800 400 146 150 150 주형온도 변화. 압당크기 수정

Case 9 1350 1000 800 200 146 150 150 주형용도 변화， 앙탕크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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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며|헤 주조모식도 Case 4

Case 5 I Case 6

””
n

”
”‘

‘-----------

그럼 3.3.2-5. The results of simulation analysis of DU shield.

(3) 주조 실험

주조 실험은 그림 3.3.2-6 과 같은 지름 약 300 mm의 석영관에 주위에 상

부 코일과 하부 코일이 감겨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고주파 유도로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고주파 유도로의 발진주파수는 3 k뼈이고， 출력은 100 kW이다.

그림 3.3.2-6. The vacuum induction furnace for casting DU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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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조 실험 절차

도가니눈 용-해용-량 (1 30 kg/batch)에 적합한 끄럼 3.3.2-7과 같은 흑

연도기-니플 사용하며， 내부 지픔 210 x 놓이 320 mm플 사용한다.

~--------、、、

/let
‘ 뚜--그 걱

~ ~_4_~---l "'!

J

그럼 3.3.2-7. The design drawing of graphite crucible for casting DU shield.

DU 차폐체의 옴체를 주조하기 위한 주형은 그럼 :3.3.2-8과 같고， 흑연윷 시

용히며， 차펴l 체의 주조작업 및 해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도폭 상부， 하루， 압탕

부로 분리 제작하고 외경의 7-1 수까 지름 290 mm 이하가 되도록 제작하어 사용

한다

그램 3.3.2-‘ 8. The design dra싸ing of graphite mold for casting DU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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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3.2-9. Charging of DU.

NO. TITlE Q‘T'I MATERIAL'S DEMANDS

I I Base Support I Stainless Steel <1>324 x 20T

2 Base Support 2 Griphlte (G330) <1>310 ~ 20T

3 ease Suppαt 3 Gr lPhlte (G330) <l> 275)( 100H

4 I Base SuPPort 4 GriP미Ie (G330) φ275 x IOOH

5 I Base Support 5 Griphite (G330) <1>275)( 45H

6 I Base Support 6 Griphite (G330J <1>275 ~ 50니

7 I lower Mold Griphite (G330)
g Upper Mold Gliphile (G330)

9 I Lower CoU Copper φ13)( l Oturn

10 Chamber Quartz 4>305 x 1410mm

II Graphite Crucible Griphite (G330)

12 Upper Coil Copper <1>25 x t2turn

=드(;)

BaseS

•...., s

‘3‘ se'

。

DU 원료의 준비는 밴드소를 사용하여 괴상

의 원료를 잘게 씬 다읍， 99.8 wt% DU와 0.2

wt% Mo 130 kg을 도가니 에 그림 3.3.2-9와

같이 최대한 츰츰히 장입한다.

도가니， 분배기， 솔리브， 몰드 등 Graphite

로 구성된 주조 부품들은 Zr02-Si02

-Y203가 주성분인 Holcote# 110을 사용하

여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도포한

후 수분올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12 시간

이상 건조사킨다.

Bulk 선원 운반용기 DU 차폐체 몸체를 주조하기 위한 주형 집합체의 조립은

그림 3.3.2-10괴- 같이 조립한다.

그림 3.3.2-10. The detailed drawing of assembly of cas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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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체의 조립 시 상부코일은 도가니를 완전히 갑쌀 수 있도록 위치룰 정하고，

하부코일은 주형에 온도구배를 줄 수 있도록 상부주형과 압탕을 감싸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한다.

주형외 온도 측정은 K-type 열전대촬 사용하며， 하부 주형 밑띤으로부터 25

mm , 135 mm , 220 mm의 위치에 설치한다.

주형집합체와 로체를 조립한 후 석영관 고주파유도로를 4x 10-2 torr의 진공을

유치한 상태에서 주형부를 800 ·C 이상으로 예열한 후 용탕의 온도를 1300 °C

로 올린 후 출탕하여 주조한다. 용해 주조 작업 시에는 그림 3.3.2-11 에서와 같

이 도가니 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출탕 장치 주변에는 단열재가 없기 때문에 집

중적으로 발열이 일어나며， 석영관 상부에서도 온도가 높게 올라가므로 실험 증

에 파손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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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조 실험 결과

주조 실험 결과 그럼 3.3.2-12와 같이 결함이 없는 건전한 주물을 주

조하였다. 압탕 부위는 밴드소를 사용하여 절단하였으며， 산업용 Bulk 선원 운반

용기 용 DU 차폐체 몸체를 주조할 수 있었다. 치수 측정 결과 그림 3.3.2-13 과

같이 설계 치수에 근접하게 주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램 3.3.2-12. DU shielding

φ”-

Cf, 45.6 ，、‘

그림 3.3.2-13 ‘ Dimension of DU.

1 차 실험에서 원료를 준비하기 위해 밴드소를 사용하여 잘게 절단하기 위해서는 많

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료를 도가니에 장입할 수 있을

정도로 절단하여 약 20 kg의 원료를 내경 180 mm의 도가니에 넣고 1300 ·C까지 올린

후 웅고 시켜 그럼 3.3.2-14와 같이 지름 180 mID 높이 100 Dl lll의 장입용 원료를 주조

하였다. 이 장입용 원료를 5개 주조하여 그림 3.3.2-15와 같이 장입용 지그룹 제작하

여 DU 차폐체 붐처) 주조용 도가니에 장입하

였다. DU 약 130 kg과 Mo 약 2.6 kg을

Holcote #110으로 코팅한 흑연 도가니에 넣

고 1300 ·C까지 온도를 올려 용해하고 3분간

유지시킨 후 출탕하여 주조하였다. 출탕 시 활

드의 예열온도는 약 700 ·C (상부)， 약 550 ·C

(중앙부) ) 약 400 ·C (하부) 이 었다.

- 246 -

그링 3.3.2-14. The casting

result of charging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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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3.3.2-15. The drawing of charging jig of DU.

주조 후 압땅은 밴드소원 시-용하-어 절단하였으며， 그램 3.3.2-16 과 량이 결힘·

이 없는 전전한 뚜윌-을 주조하였으며， 주조 제품의 치수 측정 첩괴는 그람

3.3.2-17 과 같다. 압탕 부위의 수축콩의 깊이 또는 결함 딸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셔 밴드소로 압탕 부위를 절단한 후 그럼 3.3.2-18 파 곁-이 원주형의 압탕

을 절반으로 찰랴서 결함 발생 여부촬 확인하였다‘ 채품에도 결함이 없잦이 제품

과 이어졌턴 압탱·부 하부에또 결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축꽁을 채외한 압탕부

포뜬 영역애서 기꽁이 존재하지 않은· 껏으로 판단해볼 때 결함 없이 대행 bulk

선원 운딴용. DU 차혜체 주조 기숲이 확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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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17. The dimension

of 2nd cast DU shield.

~양
~189.5

~104---

φ19 1. 5

$

6191 ,9

그림 3.3.2-16. The 2nd

casting result of DU shield.

QJ14S ,7

I~믿흑l

그럼 3.3.2-18. The result of bisection of

riser mto two parts.

(다) DU 차폐체 뚜껑의 주조 제조 및 주조 해석

산업용 Bulk 선원 운반용기의 뚜껑으로 사용할 차폐체도 DU-O.2wt%

Mo(DU : 2654 1.2 g , Mo:53.2 g) 를 사용하여 주조하였다. Holcote #110으로

코멍한 흑연 도가니에 장입하고， 진공 (4 X 10~2 torr)분위기에서 용해하였다. 용

탕을 1420 DC까지 7 DC/min의 속도로 온도를 올려 용해하고 3분간 유지시킨 후

출탕하여 주조하였음. 출당 시 몰드의 예열온도는 591 't (상부) I 438°C (중간

부)， 408 DC (하부)이었다. 감손우라늄용 DU 차폐체의 뚜껑은 지름 88 mm 높이

65 mm로 단순한 원주 형상이므로， 복잡한 주조 빙-안올 수립하지 않고， 단순히 지

- 248 -



주형을 가흑연390 mm되는높이90 mm,

65높이주조한 후주입하여공하여 용탕을

주조하였다.으E뿜절단하여일정하게mm로

원통형의3.3.2-19와 같이그립결파주조

절단하밴드소로이를주조되었으며，;::::r.. 0 ,,",,'
T걷드 VI

.x.
n

이 65.6 mm의 DU 차폐체 뚜껑올 완성하였다.

87.5 mrn지름3.3.2-20 과 같이그림여

응고 해석은 주조 후에 원통형 주물의 상부

그립 3.3.2-19. DU cover.
수행하였위해모사하기에 발생한 수축공을

3.3.2-21 과 같이 해석대상 영역은 지름 200 mm, 높이 390 mm 크기의그립다.

DU 차폐체원통형90 mm의주형 내에 지름

그려서 입력하CAD를3차원모사하도록
a
Eo

온도는 1300 'c로 하였고， 주형였다. 용탕의

구배는 상부 600 ·C. 중간 450 t.

하부 400 ·C로 하여 계산하였다.

퍼~t:
'- -'-의

그림 3.3.2-22와 같이 윗부분계산 결과는

그럼 3.3.2-20. DU lid.
발생하는 것을수축공이약 50 mm의에 깊이

크기와결과 발생한 수축공의알 수 있었으며， 그럼 3.3.2-23의 실제 주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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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23. The shrinkage at top part of DU lid.

나. DU 차폐체 재효의 기계적 특성 및 열천도도 측정

(1) 인장시험현 및 열전도도 측챙 시험편 제조

고성능 차폐체 재료로 사용되는 DU-0.2 wt% Mo 재료에 대한 기계적

열적 성질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그림 3.3.2-24와 같이 지름 12 mm 길이

130~ 150 mrn의 봉상 주조봉 5개를 주조하였다. 주조방법은 석영관 고주파유도

로를 사용하였고， 지르코니아가 주성분인 Holcoat# 110으로 코팅한 쪽연도가니

에 DU와 Mo흘 장입한 후 4X10-2 torr로 친공을 유지한 채 1350 'c까지 분당

7.3 ·C 의 속도로 온도를 올려 용해한 후 4분간 유지 후 eu Mold 에 용탕을 부어

주조하였다. 이 때 eu Mold의 예열은 340 ·C로 하였다.

그럼 3.3.2-24. The DU-O.2 wt% Mo ingots for tensile te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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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2-3. The results of chemical analysis of DU-0.2 wt% Mo ingot

U Mo C N O

상 99.5+ 1.0 0.22+0.01

죠O 99 .4 ±2.0 0.23±0.01 0.063 0.001 0.028

하 98.6 ± 1.0 0.23±0.01

인장시험 및 열전도도 측정시험을 위해 주조된 DU-0.2 wt% Mo 주조봉의

상， 중， 하 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성분 분석을 한 결과， 표 3.3.2-3 과 같이

목표 조성인 0.2 wt% Mo에 근접하게 제조되었읍을 확인하였다.

인장시험시편은 CNC 선반을 이용하여 ASTM E-8의 규격에 맞춰 그럼

3.3.2-25 와 같이 가공하였으며， 열전도도 측정 시편은 Milling Machine을 사용

하여 지름 10 mm 두께 2 mm의 원반 형태로 그럼 3.3.2-26과 같이 가공하였다.

그림 3.3.2-25. The tensile test specimen.

그럼 3.3.2-26. The specimen for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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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장시험 및 열전도도 측정 시험

인장시험 장비는 MTSλ}의 만능재료시험기 (Material Test System 810)

를 사용하였으며， Load Cell은 10 Ton , Cross head 속도는 분당 0.5 mm로 시

험하였다. 모의시험을 하기 위해 ASTM E-8 규정에 따라 치폐체 케이스 재료

인 SUS304에 대해 인장시험을 하였고， 시험 결과는 표 3.3.2-4와 같다.

표 3.3.2-4. The result of tensile test of SUS304

인장강도

鋼-
鋼-
繼-
繼

항복강도 (Offset 0.2%)

단연 수축윷

연신융

DU-0.2wt%Mo 인장시험편올 이용하여 ASTM E-8 및 E-111 규정에 의거

하여 인장시험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장시험 결과 얻어진 기계적 특성

은 표 3.3.2-5와 같다.

표 3.3.2- 5. The result of tensile test of DU -0.2wt% Mo

헛ζ--- 인장강도 --l얀 954 MPa ~/r

항복강도 tyj
l 802 MPa

연신율 피k 2.28 % increase
(25 .4 mm in gage length)

단연수축율 1.65 %

탄성계수
143 GPa

(변형량 0 , 25% 이내 )

열전도도 측정 시 열전도 값 K := a'Cp, p 로， 여기에서 α 는 열확산껴l수 (c마

/sec) 이고， Cp는 열용량 Ot K) , P 는 밀도 (g/cm’)를 나타낸다. 따라서 먼저 밀

도를 측정하였으며， 밀도 (p) 의 측정에는 Mirage사의 SD-120L ELECTRONIC

DENSIMETER를 사용하였다. 측정 결과 밀도값은 18.6 g/Crrl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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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확산계수 (a) 는 Laser flash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 일정한 강도의 레이

저 펄스가 시편 아랫변에서 투사되고 적외선 센서가 시편 윗면에서 숭온되는 온

도를 측정하고， 이 때 윗면의 온도가 일정한 온도에 도달해서 saturation되는 온

도 즉 L1 Tmax의 1/2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시료의 두께를 고려하여 식 (1)

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시험편은 ψ 10mm x 2mm의 disk 형태로 가공하여

측정하였다.

α (T) ::: (0 .1338 x 02) I t~ (T) (1)

열용량(Cp)은 실험적으로 얻어진 식 (2)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C
p
= 4.1868(a + 10- 3bT+ l05cT- 2) ,J 'K- l mo{-l ’‘ ••••••••. ‘ (2)

여기서 a, b, c 상수 T: 절대온도 ('K)

(U(a) , 298 - 941 'K 범위에서 a=2.61 , b=8.95 , c= 1.17)

열전도도 측정결과 DU-0.2wt% M。의 열전도도는 표 3.3.2-6파 같다.

표 3.3.2-6. The results of thermal conductivity test for OU -0.2wt% M。

Temperature 열확산계수 비 열 밀(g/c며도) 열천도도
·C) 며Is) (JIg· K) (W/m • K)

30 0.10713 0.116 18.6 23.1

100 0.10983 0.119 18.6 24.3

200 0.11110 0.130 18.6 26.9

300 0.11237 0.142 18.6 29.7

400 0.11246 0.156 18.6 32.6

짧



다. 차폐체 주조 제품의 품질 팽가

주죠:펀 치-폐체에 결함의 존재 유무흘 확인하기 워하여 비파괴 겸사 방볍 중

초음파- 탐상 방법을 적용하였다‘ 초음파 탐상템이란 초음파자 음향 임펴던스가

다판 두 uH질의 경계면어l 입사하면 경계변의 인-부는 l간사하고 일부는 부-과-하게

된다. 이 띠l 반사 및 투파되한 초융파의 윤압 비올은 초음파가 진행하는 두 매철

의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에 :냐t'~- 달라진다. 초음피-탑싱-법이l서 각장 많이 사용되

한 검사법은 펄스반사법 (Pulse echo method)으보 그럼 3.3.2-27과 같이 한

개의 텅’촉자를 사용하여 송신과 수신을 하므로 시힘편의 힌- 면 만으로 땀상이

가상하며 결함 에jg가 저띤 에코 앞에 나타나께 하는 빙-법이다， CI<T 스표련을

시간 축으로 쪼정하여 결함어] 2죠달한 에코와 시형편 져떤에서 s::.달한 어l 굿-촬- 시

간적으로 분려하여 결함 애코가 저변. 에 j깐.의 앞에 나타나거l 하여 갤힘-의 위치룰

정환히 알 수 있판 검사방법이뎌.

-二~ ---- ‘‘、、 IA비川l!효껴.'iL
〔쳐연얘 51)

L
pa

협\
형항얘5i

~R 〈쳐면에ij!.)

A-
~

(가〉 결함이 없을 때 (나) 작은 결함이 있을 때

그힘 3.3.2-27. The principle of pulse echo methods

DU 차폐체 품설 검사룰 위해 초용-파 탑상 장비는 Ultrasonics OPR 50+와

Fluke 199C scopemeter 또는 Krautkramer Branson USD-15 장비뜰 사용

하였고， 초윤파 팀-족자는 주파수 2.0 M바이고， 탐촉자의 지름은 1() mm콜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Ultrasonics DPR 50+ 와. Fluke 199C scopemeter촬 사용하여 그림

- 254



3.3.2-28파 같이 감손우라늄 조각 두께 20 mm 위에 초음파 탐촉자를 놓고 음속

을 측정할 결과， 우라늄에서 음속은 약 3577 m/sec로 측정되었다. Ultrasonics

DPR 50+와 Fluke 199C scopemeter 초음파 탐상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하거

나， 또는 Krautkramer Branson USD-I5 장비를 사용하여 DU 차폐 체 품질 검

사를 수행하였으며， 그렴 3.3.2-29 는 초음파 초기 신호와 저면 신호 사이에 결

함신호가 없으며 두께는 약 44 rnm로 측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램 3.3.2-28. The measurement of sound velocity in DU with

ultrasonic equipmen t.

그림 3.3.2-29. The nondestructive testing for produced DU shield

using USD 15 ultrasonic equipme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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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페체 해석 기숲개발

가. 감마선원별 개별형 차폐 계산

개 i옐형 차폐 체신-융 위하여 감마션의 에너지에 따븐 1창출분율 및 세기쉴- 분

석하였다， 액체용 국내용 A행 운반용기는 1-123 ， GA-67 및 '1'1-201 선원에

대하역 최대 50 rnCi까지 장전하도록 설계 되었으1이， 해외수출용 의료용 A형 운?

번·용기는 1-131 18.9 Ci , Mo-99 3.5 Ci , Yb-169 27Ci , 및 Se-75 81Ci 운

반하도록 설계되었다-

국내용 및 수출용 의료용 A형 운반용기에 대한 안전성월- 평가하끼 워하여 차

폐 해석윷 수행하였으며， 용기 및 션원은 최대한 설불과 똥일하게 모델렁 하였으

며， 액체 선원의 정우- 선원양이 캡슐 내에 1/3 부펴를 치-지한다고 가쩡하고 해

석쓸 수행하였따.

(1) 주요선원의 감마선 에너지 스팩트럽 특성 분석

액체용 국내용 A평 순밴-용기는 1-123, Ga-67 및 TJ-201 방사선원을

최대 50 mCi 까지 장전하도흑 설계되었다.A행 운반용기에 대한 주요 동위원소

몇 집-마선 에너지에 t다펀- 별생분율 그.리고 감따선 스펙 E 럼 분석 결과눈 표

3.3.3-1 ~ 표 3.3.3--3과 잡다. 해외수출용 의료용·A형 용기는 1-131 18.9

Ci , Mo-99 3.5 Ci. Yb ‘ ·169 27Ci , 몇 Se-75 81Ci의 방사성 똘위원소를 전재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방사선원온 직경 22 mm 집이 56 mm 액체상태의 선

원 형태호 내부 캡슐에 담겨져 있게 된다. 선원 특성 분석 결과는 표 3.3.:j-4

~ 표 3.3.3-7파 갇다. 1-123의 정우 상당히 다양한 에너지의 감마선을 벙-출-하

나， 대부푼 0.159 MeV에너지 플 가지는 것을 얄 수 있다. Ga-67은 0.09 MeV ,

0.185 M당V ， 0.3 MeV 에너지를 빙-쫓하며， Tl-201 은 대부분 0.132 딩 MeV 의

어l 너지를 가전다. 해외수출용 의료용 A형 운반용기에 적채되는 방사성동위원소

종 I…131 과 Mo-‘·99의 갇미-선 방출량이 차폐 겨l산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논

것을 에너지 스펙트립 분석 결파 알 수 있다. 1-131의 풍과 당 김-마선 방쫓 기l

수는 l ‘ 008 , Mo-99희 방출 개즉.-는 0.2957이 며 , Mo-99의 경우 0.7 MeV의

높은 에너지를 1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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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1 Energy spectrum of gamma-ray for 1-123 50 mCi

isotope
Strength Energy

Fraction
Intensity

(mC i) (MeV) (photons/sec)

1.59£-01 8.330£-01 1.541E+09
1.74£-01 8.330£-06 1.541£+04
1.83E-01 1. 291E-04 2.389E+05
1.91E-01 4.998E-06 9.246E+03
1.92E-01 1.983E-04 3.668E+05
1.97£-01 3 ‘ 332E-06 6.164£+03
1.98E-01 3.332E-05 6.164£+04
2.07E-01 3.332£-05 6.164E+04
2.08E-01 “· 1.083E-05 2.003E+04
2.48E-01 7.081E-04 1. 310£+06
2.58E-01 1.499E-05 2..774E+04
2.59£-01 9.163£-06 1.695E+04

녁;:. --- 듀 •--.‘ • 2.78£-01 2.249E-05 4.161E+04
2.8i£-01 7.914£-04 1.464E+06
2.85£-01 __d l 4.248E-05 7.859E+04
2.95£-01 1.583E-05 2.928E+04
3.29£-01

도

2.582E-05 4.777E+04
‘ 3.31E-01 1. 158£-04 2.142E+05

\\~// 3.44E-01 4.248E-05 7.859E+04
3.46E-01 } 1.258£-03 2.327£+06
4.05E-01 2.916E-05 5.394£+04
4.38E-01 7 .497E-06 1.387£+04

1-123 / 50 <'.J 4 .40E-01 4.282£-03 7.921£+06
4.55£-01 J 3.915E-05 7.243£+04
5.05£-01 3.157E-03 5.841£+06
5.29£-01 1.391E-02 2.574£+07.ι ’

5.39£-01
‘

3.815E-03 7.058£+06

'_ --.r、
5.56£-01 3.082E-05 5.702£+04
5.63£-01 1.083£-05 2.003£+04-‘-
5.78E-01 1.499E-05 2.774E+04
6.00E-01 2.582£-05 4.777£+04
6.10E-01 1.083E-05 2.003£+04
6.25E-01 8.330E-04 1.541£+06
6.28£-01 "" 1.583E-05 2.928E+04
6.88E-01 2.674E-04 4.947£+05
7.36£-01 6.164£-04 1. 140E+06
7.61£-01 6.248E-06 1. 156E+04
7.84E-01 5.914£-04 1.094£+06
8.37E-01 4.998£-06 9.246E+03
8.78£-01 1.083E-05 2.003E+04
8.95E-01 9.163£-06 1.695E+04
8.98E-01 5.831£-06 1.079E+04
9.09E-01 1. 333E-05 2.4 66E+04
1.04E+00 9.996£-06 1.849£+04
1.07E+00 1.416£-05 2.620£+04

Total 0.8642 1.599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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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2 Energy spectrum of gamma-ray for Ga-67 50 mCi

Isotope
Strength Energy

Fraction
Intensity

(mC i) (MeV) (pho tons/sec)

9 ‘ 13E-02 3.160E-02 5.846E+07

9.33E-02 3.920E-01 7.252E+08

1.85£-01 2.120E-01 3 ‘ 922E+08

2.09E-01 2 .400E-02 4.4 40E+07

3.00E-01 1.680E-01 3.108E+08
Ga-67 50

8.658£+073.94E-01 ‘에 4.680E-02

4.94E-01 6.910E-04 1.278£+06

7.03£-01 1.060E-04 1.961£+05

7.94E-01 5.400E-04 9.990E+05

8.88E-01 1.490E-03 2.757£+06

0.8772 1.623E+9

표 3.3.3-3 Energy spectrum of gamma-ray for T\-201 50 mCt

Isotope
Strength Energy

Fraction
Intensity

(roC i) (MeV) (photons/sec)
、

1.591E+05」 2.63E-02 8.600E ‘ 05

3.06E-02 2.530E-03 4.681E+06

3.22E-02 2.580E-03 4.773E+06

T\-201 50 1.35E-01 /‘ 2.565£-02 4.745E+07

1.41E-01 6.300E-05 1. 166E+05

1.66£-01 1.550E-03 2.868£+06

1.67E-01 1.000E-01 1.850E+08

Total 0.1325 2.450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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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4 Energy spectrum of gamma -ray for 1-131 18.9Ci

Isotope
Strength Energy

Fraction
Intensity

(CD (MeV) (photons/sec)

8.02E-02 2.623E-02 1.834E+ 10

8.59E-02 8.987£-07 6.285E+05

1.64E-01 O.OOOE+OO O.OOOE+OO

1.77E-01 2.696E-03 1.885E+09

2.32E-01 3.186E-05 2.228E+07

2.72E-01 5.776E-04 4.039E+08

2.84£-01 6.136£-02 4.291E+10
’

2.96£-01 1.797E-05 1. 257E+07

3.02E-Ol 4.739E-05 3.314E+07

1-131 18.9
3.18£-01 7.762E-04 5.428£+08

3.25E-01 2.124E-04 1.485E+08

3.26E-01
’‘

2.737£-03 1.914E+09

3.58E-01
「

1.634£-04 1. 143£+08

3.64E-01 8.170E-01 5.713E+11

4.05E-Ol 5.474E-04 3.828E+08
4.50E-01 7.353£-05 5.142E+07

5.03E-Ol 3.603E-03 2.520£+09

6.37E-01 7.173E-02 5.016E+10

6.43£-01 2.173£-03 1.520E+09

7.23£-01 1.773E-02 1. 240E+ 10

1.008 7.0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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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5 Energy spectrum of gamma-ray for Mo-99 3.5Ci

Isotope

MO-'99

Strength
{cD

]、。 tal

-'

Energy
(MeV)

2.17E “ 03

4.06E-02
8.94E-02

1.41E-01

1.43E-01
1.59E-01
1. 62E-01

1.81E-01
2.42£-01
2.49£-01

3.66E-01
3.80E-01
3 ‘ 92£-01
4.10E-01

4.11E-01
4.56E-01

4.58E-01
4.70£--01
4.91E-01
5.29E-01

5.38E-01
5.81£"-01
5.81E-01

6.00E-01
6.20E-01
6.22E-01

6.90E ’ 01
7.40£-01
7.62£-01
7.78E-01

8 ‘ 23£-01
8.61E-01
9.61E-01
9.86E-01
1.00E+00
1.02E+00

1.06E+00

Fraction

O.OOOE+OO
1.053£-02
3.033E-05

4 ‘ 524E-02

O.OOO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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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6£-04
1.334E-05
8.127E-05

2.669E-05
1.092£-05
5.701E-04

3.275E-05
3.154E-05
9 ‘ 704E-06
2.062£-05
2.305E-05
2.584£-04

4.246E-06
1.213E-01
4.003E-06
4.258E-02

l ‘ 334£-03
7.278E-05

9.461E-04
1.456E-05
5.459E ‘ 05
6.065E-0α6

1.0α‘80E-05

Oα’ 2957 !

Intensity
(photons/sed

O.OOOOE+OO
1 , 3635E+09
3.9271E+06

5.8592E+09

O.OOOOE+OO
2.4505E+07
1.5394E+07

7 .7599E+09
3.2988E+06
5.0267E+06

1.5426E+09
1.3509E+07
4.0842E+06

2.5133E+06
1.8850£+07
1.7279E+06

l ‘ 0525E+07
3.4558E+06
1.4138E+06
7.3829£+07

4 ,2413E+06
4.0842E+06
1.2567E+06
2.6704E+06
2.9846E+06
3.3459E+07
5.4979E+05
1.5708£+10
5 ‘ 1838E+05
5.5136E+09
1.7279E+08
9.4 250E+06
1.2253E+08

1.8850E+06
7.0688R+06

7.8542E+05

1.3980E+06

3.829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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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6 Energy spectrum of gamma -ray for Yb-169 27Ci

Isotope
Strength Energy

Fraction
Intensity

(CD (MeV) (photons/sec)

8.41E-03 3.329E-03 3.326£+09
2.08E-02 1.897E-03 1.896E+09
4.28E-02 2.506E-03 2.503£+09
4.59E-02 1.074E-04 1.073£+08
5.06£-02 5.370E-03 5.365E+09
5.09E-02 5.370E-03 5.365E+09
5.15E-02 1. 790E ‘ 04 1.788E+08
6.30E-02 2.148E-02 2.146E+10
6.31E-02 4.421E-01 4.4 17E+11
6.59E-02

“
1.038E-04 1.037E+08

7.20E-02 3.580E-05 3.576E+07
8.51£-02 2.864£-05 2.861£+07
9.36£-02 2.606£-02 2.604E+ 10
9.57E-02 2.148E-05 2.146£+07

-• ~. -=--.,•-는
9.59E-02 2.148E-05 2.146£十 07

9.80E-02 1.790E-05 1.788£+07
1.01E-01 7.160E-05 7.153£+07
1.05E-01 f 2.578E-05 2.575E+07
1. 10E-01

‘
1.747E-01 1. 745E+11

1.14E-01 1.074E-04 1.073E+08
1. 14E-01 8.592E-05 8.583E+07

\ /
1. 17£-01 3.974£-04 3.970E+08
1.18E-01

「
1.869E-02 1. 867E十 10

1.30E-01 5.370E-03 5.365£+09
1.31E-01 1.131£-01 1. 130£+ 11

Yb-169 27
、κ

1.57E-Ol 9.988£-05 9.978E+07
Jκ 1.74£-01 2.864E-05 2.861 £+07

‘、 1.77E-01 2.216E-01 2.214E+11
II 1.93E-01 7.4 11E-05 7 ‘ 403E+07

1.98E-01 3.580£-01 3.576£+11꺼5

2.00E-01 3.222E-04 3.219E+08
2.06E-01 ‘ 4.081E-05 4.077£+07

‘‘------ζ二二-←r-rf-r
2.14E-01 2.900E-05 2.897E+07
2.29E-01 3.938E-06 3.934E+06
2.40E-01 l ‘ 138E-03 1. 137E+09
2.61E-01 1.715E-02 1.713E+10
2.91£-01 4.296E-05 4.292£+07
2.95£-01 9.666£-06 9.656£+06
3.02£-01 ~ 4.654E-05 4.649£+07
3.07E-01 1.790E-03 1.788E+09
3.08E-01 5.012E-03 5.007E+09
3.08E-01 1. 005E-01 1.004E+11
3.34E-01 1.790E-05 1.788E+07
3.37E-01 9.093E-05 9.084£+07
3.71E-01 7.196E-05 7.189£+07
3.79E-01 1.217E-05 1.216E+07
4.94£-01 1.486E-05 1.484E+07
5.15E-01 4.138E-05 4.134E+07
5.80E-Ol 1.919E-05 1.917E+07
6.01£-01 1. 131E-05 1.130E+07
6.25E-01 4.905E-05 4.900E+07

Total 1.527 1.526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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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7 Energy spectrum of gamma-ray for Se ‘ 75 81 mCi

Isotope So’ ength Energy
Fraction

Intensity
(mζj) (!\설V) (photons/sec)

l ‘49E-‘ 02 1. 178E····05 3 ‘ 5~iOE+07

2.44E-02 2.704£-04 8.102E+08

션‘6IE-02 1. 112£--02 3.333£+ 10

8.09E- ‘02 '7.657£-05 2 ‘ 295f~十 08

9.67£-02 3.420£-02 1.025£+11

1.21£-01 1. 720E-01 5.154E+ 1I

1.36E-01 5.825E-01 1.746E+ 12

l ‘99E-01 1.478£-02 4 ‘431 8:+ I()
2 .49E-01 8.835E-08 2.648£+05

2.65£-01 5.890E-01 1‘765£+ 12
Se “ -75 81 '=== I‘ 2.80E--Ol 2‘499£-01 7 .490£+ 11

3.04E-01 1.:116£-02 3.9452+10

~i.74E-01 2 .474E “‘05 7.414£+07
‘q

4.01E-01 1. 147E-01 3.4 37E+ 11

4 , 19E-01 l ‘184E-04 3.548E+08

4.69B-01 3.4 16E-06 1.024E+07

5.42£ “ 01 1.296£-07 3‘884E+05
5.58E-01 9 ‘424E-09 2.824E+04

f

5.72E-01 3.558£-04 1.066£+09
6.18E-01 - 4.4 35E-05 1.329£+08

8.22E-01 1.372£-06 4.113£+06

Total 1. 782 5.341£+ 12

(2) 국내용 및 수출용- 의료용기 자펴l 해석

국내용 및 수출용 의료‘정-A형 운 I칸용-기 fR‘두 주요 차폐체는 넙으로 구성

꾀어 있다‘ 국‘나l챙 은 1-123 , Ga-67 및 TI-201 션원쫓 최~ 50 rnCi까지 헨

반할 수 있으펴 수출용은 1--131 18.9 Ci 운·반 가똥하도콕 설계도1어 있다i 국내

용 빛 수:쫓용 의료용 A형 운-반용.7]에 때한 차폐해석 모웰 평띤또눈 J렴

3 ，3.3-1 과 같으며， lfr겸병-향 및 상부방향의 차폐체 종휴 및 차펴1체 두꿰 제원

등을- 표시하였다. 국내용 용가의 경우 용기 및 선원은 섣불파 감은 치수의 원거

풍 형태로 가쟁하셨 o 며， 국내용씌 ξFJ3- 차펴1 체 r- 반정 1창향으포눈 랍 1. 1 mID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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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 4.5 mm , 상부는 납 4 mm와 스틸 6.5 mm , 하부는 납 9 mm와 스틸 4.5 mm로

구성되어 있다. 액체상태의 선원이 직경 22 mm 의 내부 빈 공간에 위치하며， 캡슐

내의 액체 선원의 양은 캡슐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모델렁하였다

수출용 의료용 A형 운빈-용기의 경우 국내용파 동일하게 용기 및 선원은 원기

둥 형태로 가정하였으며， 수출용 용기는 Mo-99 3.5 Ci , Yb-169 27 Ci ,

Se-75 81 Cl를 운반하도록 설계되었다. 예비 계산결파 1-131 18.9 Ci의 경우

의 선량율이 가장 높으므로 1-131 18.9 Ci에 대한 차폐 계산만을 수행하었다.

액체상태의 선원이 직경 22 mm 내부 빈 공간에 위치하며， 선원량파 캡슐내부 용

량을 고려하여 캡슐내의 액체 선원의 양은 캡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수출용의 주요 차폐체는 납 56 mm 이상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외부

에 충격완충제 및 스틸 케이싱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용의 경우 운송 절차 및

외국으로 운송되는 기간 등 국내용에 비해 운송시간이 오래 걸리기 되므로， 반감

기가 짧은 동위원소의 특성상 초기에 선량이 높더라도 방사성 동위원소가 외국

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인수 할 때에는 방사성 동위원소량이 상당히 작을 수가

있다. 따라서 수출용의 경우， 외부 충격 완충제 선량 기준으로 해석을 수행하였

다. 국내용의 경우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납 차폐체 표면을 기준으로 하였

다. 따라서 실제 운반 시에는 외부 충격 완충제가 포장되어 있어， 실제 용기 표

연의 선량은 기준치보다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이게 될 것이다.

1111에”’

Unit: mm HI'’0..lI

”’...,.0
til빼3.0

~

”‘.‘11
l ’.I ..,-1U

"218’.1

”’매

Un“:mm

PE

에10-321

He-2ei
H.-2I1t

H7-103”’-200

셉’-133.-130

H3-74
H2.-r2

”‘-0

(a) 국내용 (b) 수출용

그림 3.3.3-1 Shielding modeling of a Type- A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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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A형 운반용기에 대한 MCNP-4C 코드 [3] 에 의한 차펴l 해석결과는· 표

3.3.3-8 및 표 3.3.3-9와 같다. 각 방사선원에 대하여 용기의 상·히-부 표면‘ 및

측면 표변-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표변으링.부터 1 tn , 2 m 펠어

진 지점을 계산하였다‘ 해석결과 국내용 운반용기의 경우- 용지 상부는- 최대

1. 61 mSv/h , 하부는 최대 104 mrem/h 확띤 부는 최대 9 1.76 mrem!h 으5-

나타났다. 수출용 운반용기는 최대 54 mrem/h 로서 운반용기의 볍적 선량제한

치씬 표띤 200 mrem/h , 표면으로부터 2 m에서의 10 mrem/h보다 낮은 값윷

가정을 알 수 있다‘

표 3.3.3-8 Dose rates for domestic package(unit: mrem/h)

Dose Rates , mrem/h
선원 위치 •----

Surface 1 m 2 111

、 Top 77.80 0.186 i/ 0.05
、

I-123(50 me i) Bottom 104.0 0 ‘ 105 0 ‘03

Side 91.76 0.08 0.02

Top 16 1.1 0.375 0.099
、‘

/
F

Ga -67 (50 men Bottom 10 1.3 0.104 0.099
•.0

j Side 65.91 0.063 0.016
l Top 0.206 0.002 0.0005

1'1-201 (50 mCD Bottom 0.0001 이하 즈’oro- -

J' -~~ •.=...-;;;; ---=
Idrjf --

~

Side 0.0001야하

(Allowablε Value) (200.0) (1 0) ‘‘/、 1 이

표 3.3.3-- 9 Dose rates for exportation package (Unit: mrem/h)

Dose Rates. mrem/h
위치선원 ----

Surface 1 m 2 m

Top 20.44 0.707 0.213

1-13 1(18.9 CD Bottom 54 ‘ 42 0.875 0.250

Side 19.97 0.76 0.216

(Allowable Value) (200.0) ‘/、’L’ 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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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용 A형 운반용기 검증시험

수출용 의료용 A형 운반용기의 차폐용기제작 중 차폐계산의 신뢰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용기를 대상으로 해석 및 검증시험을 수행

하였다. 차폐계산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현재 KAER1에서 사용 중인 1-131 액체

운반용기에 대한 선량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림 3.3.3-2 는 현재 연구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기에 대한 개략도를 나타내며， 이 개략도를 바탕으로 해석 모델

링을 하였다. 그럼에서 보듯이 1-131 액체 운반용기는 직경 139.8 mm , 높이

18 1.6 mm 내부용기와 직경 약 310 mm , 높이 338.5 mm 9.] 바스켓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용기 내부에는 1-131 선원 vial을 위한 38.2 mm 빈공간이 있으며， 내

부용기의 주 차폐체는 납 48 mm 차폐체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에 사용된 1-131

방사성동위원소 액체의 양은 약 0.371 cc로서 이는 1-131 2.26 Ci에 해당한

다. 선원을 장착하기 전의 납 차폐용기 및 납 차폐체를 운반할 시 사용되는

over-pack은 그램 3.3.3-3과 같으며， 그림 3.3.3-4는 선원을 장착하고 닌- 후

의 차례용기의 모습이다.

H4=13.5

’.5 에3률10.5

Unit: mm H8=to.O

H7=87.0

H..81.0

H5-7I.5

헤2-1.5

H1mQ

그럼 3.3.3-2. Schematic drawing of a Type-A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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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3. Package prior to insert the I-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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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1 a Comparing the experimental and calculation results of

Type A package. (I -131 2.26 Ci load)

Experimental Results (mrem/h)
Calculation

Results (mrem/h)

Radial 77 - 86Lead Cask
89

Surface Top 83 - 86

Radial 21 - 24Basket
17

Surface Top r여-::

54

선량 측정은 납 차폐용기의 반경 방향， 상부 방향과 바스켓 표변의 반경방향

및 상부방향에 대하여 하였으며， 하부는 용기의 조작이 용이하지 않아 본 실헝에

서는 제외하였다. 선량측정 지점은 반경방향으로는 선원이 위치하는 높이에 90

도 간격으로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표 3.3.3-10은 실험치와 계산 갤과치를 비교

한 표이다. 검증계산은 실험조건과 통일하게 1-131 2.26 Ci 션원에 대하여 차

폐체는 납 차폐체 48 mm 스틸 2.7 mm 로 하였다. 대체적으로 실험치와 계산 결

과치가 일치하였으나 바스켓 표면의 상부지역에서 계산치와 실험치의 오차가 나

타났으며， 특히 용기 중앙부위 인양장치가 체결되어 있눈 톰새에서 선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용기의 설계 시 인양장치에 때한 적절한 차폐 설계가 고려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설계 시에는 인양장치 등의 톰새

를 통한 선량 증가를 막기 위한 설계 고려를 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

석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감마선원별 조합형 차폐 계산

조합형 차폐 계산을 위하여 감마선의 에너지에 따른 방출분윷 및 세기를 분

석하였다. 산업용 B형 Bulk선원 운반용기는 1r-192 , Mo-99 , 1-131 방사성

동위원소를 운반할 수 있으며， 운반용기에는 이 중 한 가지 핵종만이 장전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방사능량은 최대 각각 10 ,000 Ci , 800 Ci , 그리고

1,000 Ci이다. 텅스텐 및 납의 조합형인 산업용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경우， 4개

- 267 -



의 Ir-192 150Ci 선원이 얼정헛 간격으풍 내부의 납 차폐체내에 존재하끄， 운

반용-기는- 납， 텅스텐， 납 구조의 차폐체로 이 루어져 있다.

산업용 B행 별크 선원 운반용기 빛 말봉선원 운반용 71 에 대한 차폐 해석-올 수

행하였으며， 용71 및 선원에 대하여 3차원 또델랭읍 허-였으며， 선원의 경우 설치l

선원의 위치 및 부펴릇 가정하여 해씌율 수행하였다

(1) 싼업용 B형 별크 선원 운반용기에 대한 감마션의 에너지 방촬분윷 및 서l가 분석

산업용 B형 Bulk 선원 운반용기얘 장전할 수 있는 방사성 송위원소는

Ir-192 , Mo-99 , 1-131 이다. 운빈·용기에는 이 중: 한 가지 핵종: 1간이 ;상전혜는

것으호 설정되어 있으-따， 벙-사능량은 최대 각각 10 ,000 Cl , 800 Ci ‘ 그려고

1,000 Ci 로 설계되었다. 1r-192 동위원소에 대한 감마선의 에너지， 발생관율，

그리고 감마선씌 서l 기 등을 표 3.3.3-11에 나타내었다

붕괴f놓은 Ir-192 198.1 %, Mo- 99 29.57 %, 및 1-131 이 100.8 %로서

1r-192의 붕펴윷이 가장 높다. 그러나 붕괴되눈 감마선의 주- 에너지는 1r-192

의 경우 0.317 및 0 .468 MeV , 1-131은 0.364 MeV료서 Mo-99의 0 ‘ 74 및

0.78 MeV에 비해 낮은 에너지 분포플 나타내고 있다. 또한 차폐체의 두께가 jF

꺼워질수똑 붕-펴율은 낮으나 에너지가 높은 감-마선들이l 외한 선량가야도가 증가

하므로， 붕괴윷이 매우 띠 nl 한 경우에 뎌l하여도 서}기 분석윷 하였다. 1r-192 의

경우 방출파눈 감마선외 에너지 범워논 9 keV에서 0.88 MeV까지며， 평균에너

지는 0.374 M eV이다 붕피 1강 감마선의 개수는 2.36 , 주요 방출 감따선 에너

지깐 0.317 MeV오1- 0 .468 MeV이며 초당 방줍되는 총 감마션의 수는

7.33e+ 14 이다‘ Mo-99의 경우 감미-신의 에너지 범위기 18 keY에서 78 keY

이고 붕괴 당 감마션의 수는 l ‘ 30이 il ， 평균에너지눈. 0.212 MeV이다. 1-131은

감마선의 에나 ;<.1 범위가 29 keY에서 0.72 MeV이며， 봉괴 탕 감따션의 수는

1.03이고， 평균에너지는 0.365 MeV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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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3-11 Energy spectrum of gamma -ray for lr-192 10,000 Ci

Isotope
Strength Energy

Fraction
Activity

(CD (MeV) (photons/sed

1.36E-01 1.893E-Ol 7.004E+11

1.77£-01 4.091E-·03 1.514E+I0

2 ‘ 15£-01 0 ‘ OOOE+OO O.OOOE+OO

2.80E-Ol 8.562£-03 3.1G8표+10

2 ‘ 96E-Ol 2.732£+01 1.011E+14

3.08E-01 2.823£+01 1.045E+14

3.15£-01 。 OOOE+OO O.QOOE+ CiO

3 ‘ 17E--Ol 7.868£+01 2 ‘ 911E+14

3.19£-01 0.000£+00 0 ‘ 000£+00

4 ‘ 15£-01 0.000£+00 O.OOOS十00

4.16£-01 6.364£-01 2.355£+12

4.68£-01
.、i

4.548E+01 1.683E+ 14
lr-192 10,000

4.85E·-01 、
~ 2.188£-03 8.096£+09

5.89S-01 4.297£+00 1.590£+ 13

5 ‘ 93E-Ol 4.005£-02 1.482£+11

5.99£-01 r' 3.710£-03 1.3?3E+ 10
4‘

6.04£-01 7.801£+00 2.886£+ 13

6.12 .1:':-01 5.080£+00 1. 880E+ 13

7.39E-Ol O.OOOE+OO O.OOOE+OO

7.66E-Ol 1. 237£····03 4.576£+09
γf

8.85E-Ol -‘ ‘ 2.768E-Ol 1.024E+12

1.06E+00 5 ‘ 042E-02 l ‘ 865£+11

1.09E+00 1.142E-03 4.224£+09

i ‘ 38£+00 1.142£-03 4.224E+09

Total 1.981 7.330£+14

(2) 조합형 주요 선원에 대한 기준 차폐체의 차폐능 환석

조합형 용기로 수송되는 선원에 대하여 표면 선량윷 (200 mrem/hr)을

만족하는 차폐처1 의 두께블 결정하기 위한 뿐석을 수랭하였다. 본 분석은 차폐처l

똥류에 따띈 표연 산량융윤 만속하는 기준 차폐체의 뜸께플 예비 결정하기 위한

껏으로서 계산 모델 실정은 직경 30 mm 구형의 선원에 선원 외각에 구현의 차폐

체륜 기정하여 해석하였다. 산업용- 별크용기에 사용되는 1r-192, Mo-99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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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선원에 대한 기준 차폐체 두께는- 표 3.3.3-12와 강다. 감손우라늄 및 텅

스텐 납에 대하여 선원의 세기 빛 종류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으펴. 10.000Ci

의 Ir-192선원을 차폐하기 위해서는 최소 감손우라늄의 경우 78.3 mm , 텅스텐

90 ‘6 mm , 납 119.2 mm 가 펼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텅스텐의 경우 우라늄과 밀

도는 거의 비슷하나 차폐능에서 낮은 값을 보여， 감손 우라늄이 차폐체로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3 ‘ 12 Reference shielding thickness (mm) satisfying 200 mrem/h

dose rates at cask surface for several source terms.

1r-192
, i

Mo-99
、

1-131

DU w Pb ，~‘ DU W % DU w 야

10000 Ci 78.3 90.6 119.2 1000 Ci 70.0 84.1 110.4 1000 Ci 62.7 75.7 98.9

1000 Ci 69 .4 78.1 101.1 lOa Ci 60.0 71.5 93.3 100 Ci 54.9 63.8 85 ‘ 7

100 Ci 60.4 67.5 85 .4 10 Ci 50.5 59.0 77.9 10 Ci 47.2 51.7 73.9

(3) 산업용 B형 벌크용기 차폐체 예비 해석

산업용 B형 벌크용기 및 산엽용 밀봉선원 용기에 대한 설계를 위한 예비

해석을 수행하였다. 산엽용 B형 별크용기의 경우 적재량은 1r-192는 10,000

Ci , Mo-99는 800Ci , 1-131 은 1.000 Ci 이마. 내부 반경 20.5 mm, 텅스텐

27.5 mm , 스틸 6 mm 차폐체에 DU 두께를 10 mm씩 증가시키연서 계산을 수행하

였다. MCNP-4C 코드를 사용하여 차폐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선속-선량 환산

인자로는 ANSI/ANS-6.1.1 [4] 자료를 사용하였다. 차폐체 두께에 따른 선량율

을 보기 위하여 차폐체의 두께를 10 mm씩 변경시키면서 반경에 따른 표면 선링:

율을 계산 하였으며 또한 텅스텐 및 감손우라늄의 조합에 따른 선량율 결과를

도출하였다. 1r-192, Mo-99 빛 1-131 선원에 대하여 텅스텐， DU 및 스틸 조

합형 차폐체인 신-업용 B형 Bulk 용기에 대한 예비 차폐계산 결과는 그럼 3.2-5

와 같다‘ 1r-192 10.000 Ci의 선량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표떤선량이

200 mrem/h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반경 95 mm 이상의 차폐체， 즉 텅스텐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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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mm 이상의 필요한 차폐 구조가 띔요한 것을6 mm , 감손 우라늄 41mm , 쓰‘-탤

수 있다，

「i lr-192, 1oo。o Ci
I • Mo-99, 800 Ci
| ‘ 1-131 , 1000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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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 Surface dose rates for W+DU composite shielding.

(Outer radius=Inneγ radius+ W+DU +STS304)

그램

산업용 Bulk 용기내부 및 상부 차펴}체로 사용-파한 텅스텐 차폐체악 차펴}능 성

이용하여 침능울‘ 평가하기 위하여， lr-192 선원 1. 29 Ci의 방사성 홍위원소플

용겨내Bulk산업용사용된 텅스렌 차폐처l는수행하였다. 검중시험에증시험을

표면
‘
피
μ

츠
「츰정지점은-시 선량시험~범-어l 차폐체와 동일하게 채작되었다. 컴중

65높이는-mα이여27.5반경쓴측정 하였다. 텅스텐 차폐체의표띤을상부J:Ll
A

방사‘낭량은 1. 29 Ci이다.mm 이다‘ 실험에 사용펀 디스크형 1r-192 의

차폐체에 1r-192선여용하여 텅스텐원척조종기뜰핫셀에서3.3.3-6 은그쉽

방시-선포함한 1r-192plg-‘ tail을장면으포셔， 원격조종71 팔얘정옆하는원쓸

치수는 표、훈반캡슐이 장천되어 있다 1r-192방사션원 운반캡슐의 재철! 및원의

[1m.rp ~)외경스테 인려스장 (SUS304)으로캡슐-은3.3.3-13과 같으며， Source

이용진공흡입기와 원격쪼종;기~를dummy Disk찰8 mm.로ψ2.7 mm에 걸이내경

외경

rpψ6.35 mm , 나I 경

씌워 용·접하여 제착하였다 Outer 캡윷은

인 캡과 외경13.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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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mm에 길이 10.88 mm인 캡 콘넥터로 구성되어 있다. Outer 캡슐에 연결되는

wire cable은 중심선 직경 rp 3.6 mm , 외부 나선형 직정 rp 4.8 mm에 길이

15 1.44 mrn 인 steel로 제작되었다. Stop ball은 길이 5.8 mm인 스테인리스강

(SUS304)로 제작되었다.

그림 3.3.3-6 Inserting the 1r-192 S/F in hot cel l.

표 3.3.3-13 Dimension and materials of solid source

Component Material Dimension

Source Capsule SUS304 IOD: cp 5 mm , 10: ψ2.7 mm , L 8 mm

Outer Capsule

- Source Cap SUS304 aD: cp6.35 mm , ID: so5.21 mm , L : 13.5 mm

- Cap Connector SUS304 oD: SO 6.35 mm , ID: SO 4.8 mm , L 10.88 mm

Wire Cable Steel [ 중신선직경 SO 3.6 mm 나선형직경 SO 4.8 mm

Stop BaH SUS304 I L : 5.8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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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14 Dose rate comparison between experimental and
calculation results for W to 1r-192 1.29 Ci

Experimental Calculation
Results (mrem/h) Results(mrem/h)

Radial
185 480

(27.5mm thickness)

Upper
2 0 .48

(65111In thickness)

선량 측정은 텅스텐 차폐체의 반경 방향 및 상부 방향에 대하여 하였으며， 표

3.3.3-14는 텅스텐 차폐체에 대한 설험치와 계산 결과치를 비교한 표이다. 반경

방향의 경우 실험치는 185 mre/h로서 겨l산값인 480 mrem/h 보다 낮은 선량률

을 보였다. 또한 상부방향의 경우 실험치는 2 mrem/h이며， 계산치는 0 .48

mre/h 이었다. 실제 선원의 경우， 텅스탠 차폐체에 앓은 디스크 형태로서 존재

하게 되나， 모델링 시에는 이를 구형 선원으로 가정하여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방사성동위원소 1-131은 NaOH 약 0 .4 %인 수산화나트륨수에 용해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방사선 동위원소가 바이엘에 균일하게 분포하게 되어 계산

결과치와 실험 결과치의 오차가 적었다. 그러나 고체형인 1r-192의 경우 앓은

디스크 형태로 차폐체에 장입되며， 이로 인하여 차폐체에 선원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가에 따라 결과치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본 예비실혐의 경우 1r-192

디스크 선원이 차폐체의 반경방향과 평행하게 위치하게 되어， 반경방향의 표면선

량은 계산치보다 작게， 수직방향의 경우 높게 측정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r-192선원 10.000Ci를 장전할 수 있는 산엽용 B형 Bulk용기의 경우， 본 실험

조건과는 다르게 Ir-192 디스크 선원 수백 장 이상을 장전할 것이므로 선원의

방향성에 의한 오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용 B형 Bulk용기에 대한

차폐계산의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산업용 멸봉선원 운반용기 차폐체 예비 해석

텅스텐 및 납의 조합형인 산엽용 밀봉선원 운반용기의 경우. 4개의

1r-192 150Ci 선원이 그림 3.3.3-7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내부의 납 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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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존재하고， 운반용기는 납， 텅스텐， 납 구조의 차폐채로 이루어진 구-형으로

모델링 하였다. 산업용 밀봉선원 용기의 경우 선원 가이드 튜브의 형상 및 용기

형상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본 예비계산에서는 용기 반경방향에 대한 해석만을

수행하였으며，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용기 형상을 설계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

였다. 선원은 두께 0.2 mm 티타늄 튜브 속에 장전되어， 직경 46 mm의 납속에 4

개 선원이 배치된 것으로 모델링 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텅스텐 및 납의 두

께에 따른 표면 선량은 표 3.3.3-15와 같다.

납 23 mOl 차폐체에 텅스텐 차폐체 두께 eR l)와 납 차폐체 두께(R 2) 를 변경하

면서 해석을 수행하여， 텅스텐 및 납의 두께에 따른 선량율 결과표를 도출하였

다. 텅스텐 차폐체가 없을 경우 법적 선량 기준치를 만족하기 위해서논 85 mm

이상의 납 차폐체가 될요하며 차폐체 총 반경은 108 mm이다. 텅스텐 차폐체가

내부에 존재할 경우 용기의 반경은 감소하나， 텅스텐 차폐체의 제작이 어렵고 제

작버가 비싸며， 상이한 강도의 두 차폐체를 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본 계산을 통하여 산엽용 밀봉선원 B형 용기

조합 차폐체의 두께 결정을 위한 설계치 근거를 확보하였다.

Rl = 23 !l1 m

R2 =“ mOl

그럼 3.3.3-7. Shielding calculation modeling of a Type-B package for

sealed radioisotope and photon t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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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15. Dose rate as a function of tungsten and lead thickness

(Radius = W + L + 23 mm)

t;;씨
표면선량율 (mrem/h)

o mm 5 mm 10 mm 15 mm 20 mm 25 mm 30 mm 35 mm

20 mm 1.52E+06 4.60E+05 1.47E+05 5.04E+04 1.82£+04 6.90E+03 2.72£+03 1.09E+03

25 mm 6.22E+05 l ‘ 98E+05 6.63£+04 2.35E+04 8.85E+03 3.48E+03 1.41£+03 5.86E+02

30 mm 2.68E+05 8.94£+04 3.09E+04 1.1 3E+04 4.43E+03 1.80E+03 7.55E+02 3.22E+02

35 mm 1. 20E+05 4.15£+04 1.49E+04 5.65E+03 2.29£+03 9.64E+02 4.16£+02 1.82E+02

40 mm 5‘ 53E+04 2.00£+04 7.38£+03 2.89E+03 I ‘ 21E+03 5.27E+02 2.34E+02 1.05£+02

45 mm 2.65E +04 9.87E+03 3.77£+03 1.52E+03 6.62E+02 2.95£+02 1.35£+02 6.19£+01

50 mm 1.3 1E+04 5.04E+03 1.97E+03 8.22E+02 3‘ 70E+02 1.D9E+02 7.93E+Ol 3.72E+Ol

55 mm 6.62E+03 2.64E+03 1.06£+03 4.55E+02 2.11E+02 9.91E+Ol 4.73E+Ol 2.26£+01

60 빼 3‘ 45E+03 1.41£+03 5.81E+02 2.58E+02 1.23E+02 5.92E+01 2.88E+Ol 1.39E+Ol

65 mm 1.84E+03 7.78E+02 3.27E+02 1.50E+02 7.32E+01 3.58E 十01 1.77E+Ol 8.65E+00

70 mm 1.00E+03 4.38E+02 1.88E+02 8.84E+01 4.4 1E+01 2.20E+01 l.l 1E+01 5.35E+00

75 mm 5.61E+02 2.52E+02 1.10E+02 5.31E+Ol 2.71E+Ol 1.37£+01 6.90£+00

80 mm 3.21E+02 1.48E+02 6.59E+Ol 3.25E+OI 1.68E+OI 8.48£+00
/85 mm 1.87E+02 8.82E+OI 4.00E+01 2.01E+Ol 1.04E+Ol r

90 Jilin 1.11E+02 5.35E+Ol 2.46E+Ol 1.24E+Ol /95 rom 6.71E+Ol 3.30E+Ol 1.51E+Ol

싹、
ιc

100 ill매 4.1 2E+Ol 2.02E+Ol
.,.,

、~"'<
105mm 2.51E+01

(5) 산업용 B형 벌크용기 (KRI-BGM) 차폐 해석

산업용 벌크용기의 주요한 차폐체는 감손 우라늄(depleted uranium)이

며， 용기 내부에 텅스텐을 보조 차폐체로 사용하였다. 감손 우라늄 차폐체의 중

량은 약 16.1 kg이며， 감손 우라늄을 주조하여 하나의 조각으로 제작되었다. 산

업용 B형 벌크용기 차폐 해석을 위하여 사용된 방사성 통위원소별 감마선 에너

지， 발생분율 및 감마선 세기 등은 앞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KRI-BGM

운반용기(산업용 B형 벌크용기)에 대한 표면 선량율의 법적 기준은 용기의

over-pack 표면이 되나， KRI-BGM 운반용기에 방사성 동위원소즐 적재하기

위한 작업은 over-pack을 제거하고 차폐용기를 가지고 핫셀에서 취급하게 되므

로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차폐용기만을 대상으로 하여 차폐해석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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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운반시의 선량율이 브수성을 가질 수 았또콕 하였다. 그림 3.3.3-8은 차폐

용-기에 대한 쳐폐해석 .£.텔윷 보여주:i1 있다. KRI-BGM 운-반용-71 에 적재되는-

방사성 흉위원소인 Ir-192은 디스크 형태인 고체선원 상태로 적재되어 운반되

며， Mo-99 몇 1-131의 정우 액체선원 상태호 적재되어 운-반펀따. 액처1선원 상

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적재하는 내부 캡슐은 직정 39 mm 의 내부 빈 공간에 위

.--:.t러나치하게 되 1 녁， 캡슐내외 액체선원의 양은 캡슐의 약- 절반정도첼 차지 한다，

고체선원의 갱우어]눈 운반하는 선원의 양에 따랴 선원이 내부캡슐애 차지하는

부피가 툴려지꺼! 된다. 선량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원이 내부 캡슐의

1/4 차지할 경우와 1/2 경우 두 경우에 때하어 가정하여 차폐 계산윷 수행하였

다. 따라서 이를 묘사하가 위하여 직경 ~~7 mm, 깊이 25 mm약 원기풍 형태의 선

원윷 가정하여 센정 39 mill , 칠이 101 mm 용기 내부의 바닥 면에 놓여있는 것으

로 까정하였요며 1 1r-192 고체선원의 경우 선원 외부-으l 구조지}인 :εtil인리;쓰창

Rl : 20.5
R2 : 48.0
R3: 5 1.5
R4 : 97.5
R5 : 100.5

Distanc.c from Center (m m)

Shielding Material

[ ..] Void

[그 S8304

仁J Deptεted Uranium

口 Tungsten

R5R4

보수성을 더하였다.

R3Rl

。。

I:--

’“‘a

-土

i 괜 i

및 선원 자체의 띨도룹 제외하여 계산의

그림 ~i.3.3-8. Shi‘?-lding calculation model for bulk Type B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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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16 Photon flux-to-dose rate conversion factors

Energy
m잉m

Energy DF (E) Energy DF (E) Energy
DF(E)

(MeV)
(rem/hr)/ (pho

(MeV)
(rem/hr)! (pho

(MeV)
(rem/hr) / (pho

(MeV)
(rem/hr) / (pho

tons/때I·S) tons/때·S) tons/c바I·S ) tons/c며I· S )

0.01 3.96E-6 0.4 9.85E-7 1. 8 2.99E-6 5.75 6.37£-6

0.03 5.82E-7 0.45 1.08E-6 2.2 3.42E-6 6.25 6.74E-6

0.05 2.90E-7 0.5 1.17E-6 2.6 3.82E-6 6.75 7.11£-6

0 ,07 2.58E-7 0.55 1.27E-6 2.8 4.01E-6 7.5 7.66E-6

0.1 2.83E-7 0 ‘6 1.36E-6 3.25 4.41E-6 9.0 8.77E-6

0.15 3.79E-7 0.65 1 ‘ 44E-6 3.75 4.83E-6 11.0 1.03E-5

0.2 5.01E-7 0.7 1.52E-6 4.25 5.23E-6 13.0 1.18E-5

0.25 6.31E-7 0.8 1.68E-6 4.75 5.60E-6 15.0 1.33E-5

0.3 7.59E-7 1.0 1.98E-6 5.0 5.80E-6

0.35 8.78E-7 1.4 2.51£-6 5.25 6.01E-6 까|

Ir-192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한 차폐용기는 본체 및 뚜껑으

로 구성되어 있다. 차폐용기의 본체 및 뚜껑의 구조재는 3 mm 두께를 가지고 있

는 스테인리스강으로 제작되었다. 차폐용기는 본체와 뚜껑을 결합하였을 때 구조

재의 외부 제원은 직경 201 mm , 길이 278 mm이며， 내부 제원은 직경 97 mm , 길

이 101 mm로서， 구조재 내부에는 방사선의 차폐뜰 수행하기 위한 감손 우라늄

차폐체가 측면 방향으로 약 46 mm, 뚜껑 방향으로 약 61 mm , 그리고 바닥 방향

으로 약 78 mm두께로 채워져 있으며， 차폐용기 내부 공간에 외부 직경 96 mm ,

내부 직경 41 mm, 길이 101 mm의 제원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 형상의 텅스텐 차

펴}체가 놓이게 된다. 선속-선량 환산인차로는 표 3.3.3-16과 같이

ANSIIANS-6.1. 1자료를 사용 하였다.

표 3.3.3-17은 선원이 용기내부에 1/4 높이로 위치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결과이며， 표 3.3.3-18은 1/2 높이를 가정한 결과이다. 차폐해석결과 Ir-192

3.7x 102 TBq을 운반하는 경우에 표면 선량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부·하부‘측면에서의 표연 선량율은 선원이 1/4일 경우 각각 0 .456 , 0.34 및

1.352 mSv/h이며， 선원이 1/2일 경우 각각 0.526 , 0 ,291 및 1.283 mSv/h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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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17 Shielding calculation results of industrial bulk Type B

0/4 Source volume case)

Source 상 부 (mSv/h) 하 부 (mSv/h) 측 면 (mSv/h)

(TBq)
표 면 ‘1m 표 변 1m 표 며‘- m

Ir-192
0 .456 0.0039 0.340 0.0021 1.352 0.0076(3.7X102

)

Mo-99
0.108 0.001 0.041 0.0003 0.313 0.0021(2.96 X10 1

)

1-131
0.009 0.0001 0.0021 0.00002 0.0252 0.00017(3.7 X10 l

)

표 3.3.3-18 Shielding calculation results of industrial bulk Type B

0/2 Source volume case)

Source 상 부 (mSv/h) 하 부 (mSv/h) 측 면 (mSv/h)
(TBq)

표 며'- 1m -효u.. 며‘- 1m 표 면 1m

lr-192
0.526 0.0042 0.291 0.0017 1. 283 0.0096

(3.7 X102
)

Mo-99
0.126 0.0011 0.035 0.0003 0.285 0.0022

(2.96 X101
)

1-131
0.011 0.0001 0.002 0.00001 0.022 0.0002

(3.7 x 10 1
)

따라서 KRI-BGM 운반용의 차폐해석 결과 국내외 운반용기 관련 법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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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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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용 B형 Bulk 용기에 대하여 실제 Ir-192선원을 이용하여 계산치와 실측

치룹 비교 평가 하였다. 산업용 B형 Bulk용기의 설계 제한치는 Ir-192 10 ,000

Ci이며， 실제 측정은 Ir-192 4,500 Ci와 7,500 Ci의 선원을 이용하였다.

4 ,500 Ci의 경우 선원 저장 캡슐이 3개가 장전되었으며， 각 캡슐응 앓은 디스크

형태의 선원이 100장씩 들어 있다. 디스크의 직경은 3.0 mm , 두께는 0.25 m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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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각각의 무게는 3.7 g이다. 7,500 Ci의 경우 선원 저장 캡슐은 5개가 이용씩

었따. 그랩 3.3.3‘ 9와 쌀이 측면 및 성·하힘- 뚜껑어1 때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28

표인뜨에 대하여 측정쓸 수행하였다. 각 측정지점에 대한 결과는 표 3.3.3-19 외

같다‘ 결과에서 보듯이 모관 측정지점에 대하여 선량 제한치플 만족하눈 것을 알

수 있으며， 계산치와 비교절과 잘 잎치하는 것윷 알 수 있었다. 설치l 측정 시 선

량이 높-게 나온 ;<1 점은 측면의 경우 실제 선원이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높이

인 ~)， 11 , 12 , 18, 및 19번 지점 풍이었으며， 용-기 뚜껑의 겸우 22 , 23반 지점

에서 다소 선량이 높게 나오는- 것을 얄 수 있다. 바닥은 대체적으포 낫온 선량월?

·찰 _Jtl_였으며， 차펴1 겨l산의 경우 24번 지점이 상부-에서 기-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

하였으나， 실체 꽉정값의 경우. 22 , 23번 지점에서 가장 선량윷이 높게 나왔다.

용기 상부 뚜껑의 23번 치점의 선령:율은 7,500 Ci의 정우 1,500 μSv/h 이었

다 측면의 표-띤 선량이 가장 높은 지역은 12만 지침 90。 경우로.서 선향율은

1,700 μSv!h 아었다. 짙은 높이악 O。와 180
0
의 정우 약 1,500 μSv/h플 나타

내었따， 실제 선원의 측정 시에논 산원이 내부 빈 공깐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따

라， 즉 선원의 쏠‘힘 현상 등이 발생하여 같은 놓‘이의 경우， 반-껑방향 펀점 지점

에 따라 값틀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았따‘ 따라서 실채 용기 설계 시에는

반경방향에 대한 선원의 쏠힘 현상읍 고려하여 보수적안 결과를 나타내도콕 할

펼요성이 있었다 그러나 반경 방향에 때하여 평균 선량값은 법적 제한치릎 만족

하r녀 1 계산치와 잘 임-치하는 것을 얄 수 있었r+. 또한 설처l 운반 시에논- 총격 완

충채풍익 over-pack-읍 포함한 표면에서의 선량윷에 대하여 평가 하므로， 본 산

업용-B형 별크용기의 경우， 수송에 대한 법적 세한치를 총환히 만족하는 것올

알 수 있으므로， 본 용기의 차폐성능은 잘 유지되한 것윷 확인할 수 있었다.

재미
/“



180。

90°

0° (1 80°)

8

9

10
니

ell
.12

그럼 3.3.3-9. Measuring points for industrial bulk Type B package.

그렴 3.3.3-10. Measuring dose rates of industrial bulk Type B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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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19 Measuring dose rates at surface of bulk Type B package

4.500 Ci 7,500 Ci 4,500 Ci 7,500 Ci

52 55 22 350 1, 170

2 44 48 23 1.500

3 100 130 24 720 880

0。 4 432 670 뚜껑 25 600

5 900 1,400 26 230 620
、

6 527 580 27 860

7 42 87 28 558

8 40 36 29 35 44

9 50 35
-ζ

30 93
‘r

10 130 149 31 116 190

90· 11 550 1.004 바닥 32 63

12 1,040 1.700 33 40 38

13 770 560 34 32 58

14 116 94
i

35 34 58

15 27 60 『

、‘j ”

16 44 53
시험일시 : 2007. 03.16

17 128 220 시협장소 Bank 1 뒤 인터벤션

180。 비고
측정장비 :

18 580 1,000 - FH 40F2

19 1,003 1,370 - SIN: 9148

20 500
- 단위 : μSv/h

248

21 83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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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용 B형 밀봉선원 대량 운반용기 차폐 해석

산업용 빌봉선원 대량 운반용기는 150 Ci lr-192 밀봉션원 어셈블리 4

개， 총 lr-192 600 Ci를 운반하도록 설계되었다. 차폐용기는 내부에 방사선원

어셈블리 장전을 위한 4개의 굽힘형 안내관， 텅스텐과 납 차폐체， 차폐체를 보호

하는 스테인리스강 셀 등으로 구성된다. 장전되는 lr-192에서 발생하눈 감마션

의 에너지， 발생분율， 그리고 감마선의 세기 동은 표 3.3.3-20과 같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lr-192 의 붕괴율은 198.1 % 이며 방출되는 주 에너지논 0.317

및 0 .4 68 MeV이다.

표 3.3.3-20 Energy spectrum of Ir-192

Isotope |1 Str(eCni)gth Energy Fraction Activity
(MeV (photons/sec)

1.36E-01 1.893E-01 4.20E+10
1.77£-01 4.091E-03 9 ‘ 08£+08
2.15E-01 0 ‘ OOOE+OO O.OOE+OO
2.80E-01

f
8.562E-03 I 1.90E+09

2.96£-01 2.732E+01 /’ 6.07£+12
3.08E-01 2.823£+01

[ 6.27E+ 12
3.15E-01 O.OOOE+OO O.OOE+OO
3.17£-01 7.868£+01 1 ‘ 75£+ 13
3.19£-01 '" O.OOOE+OO O.OOE+OO날....

4.15E-01 、 O.OOOE+OO O.OOE+OO
4.16E-01 6.364E-01 1.41E+11

Ir-192 I 600
4.68E-01 4.548E+01 1.01£+13
4.85E-01 2.188E-03 4.86£+08
5.89£-01 4.297E+OO 9.54E+11
5.93E-01 ,/ 4.005E-02 8.89E+09
5.99E-01 3.710E-03 8.24E+08
6.04E-01 7.801E+00 1.73E+ 12
6.12E-01 5.080E+00 1.13E+12
7.39E-Ol O.OOOE+OO O.OOE+OO
7.66E-01 1. 237E-03 2.75E+08
8.85E--01 2.768£-01 6.14£+ 10
1.06E+00 5.042E-02 1.12E+ 10

1.09E+00 1. 142E-03 2.53E+08
1.38E+00 1.142E-03 2.53E+08

Total 1.981 4 .40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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띨봉선원 운반용기에 대한 차폐해석을 위히-여 치-펴l 푸쩨 결정윷 위한 평떤도외

차펴l 체의 두께는 그림 3.3.3'-11 과 표 3.3.3-21 파 참다. Tr-192은 고체형태로

서 150 Ci씩 각각 총 600 Ci 가 장척되u:j 본 계산에서는 선원 어셈블펴의 스테

인레스 스털 라여녕 및 선원‘ 지체의 밀도룹 제외하여 채산의 보수성을 더하였다.

주요 차폐체는 탱스텐 빛 납으토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방향。，로는 납과 빈-경방

헝:으로논 텅스원l 파 납의 조합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텅스렌의 친;생은 152 mm o1

며， 선원에서의 텅스텐 차폐체 뚜께는 179.8 mm 닙-의 푸째는 21 메n이며 :j mrn 씩

스테연레스 스털로- 라이녕 되어 있다. 용까의 상부 부분은 납 차펴1체 속에 4개

의 립’-힘-형 안내관이 장입되어 있는 형타l포 이쭈어져 있으띠， 굽힘 안내관쓸 풍허

여 1r-192선원 어셈설려가 장착되재 원따. 본 차폐해석애서눈 방시-산 선량이 기

장 높올 것으호 여|상찍는 부분애 대하여 반경 벙-향펴- 상하부 r상향으로 냐，3f- 어

계산윤 수행하였다. 그럼 3.3.3-11 파 같이 9채 지점애 대하여 차폐체 두께를

계산하였으며， 겨1산결과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씌는 정호-룹 1, 3, 4, 8번으로

섣정히-였따.

@)

뺑‘

그렴 3.~U~-1 1. Drawing the path and shielding thickness for calculation

4 hole sealed sourc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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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 21. Shielding thickness via photon track.

차폐체 두께 (mm)

경로
텅 λ텐 납 공기

1 50 21 0
2 74.5 25.6 0
3 53 22 0
4 54 .4 22.6 O
니「 58.5 24.3 O
6 72.7 21 0
7 0 ~듀 99.6 94.5
8 O 78 .4 118 .4

반경 방향으로는 선원이 위치한 지점 높이(l번)에서의 표면 선량을 구하였으

며， 상부 방향으로는 안내관 내부 빈공관을 통하여 차폐체 두께가 가장 앓은 것

으로 예상되는 경로 (8번)에 대하여 차폐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하부 방향으로는

선원이 위치하는 하부 지정 (3번)과 중앙 지점 (4번)에 대하여 선량을 계산하였

다. 반경방향 및 상하부 차폐계산을 위한 모델링은 그림 3.3.3-12와 같다. 차폐

계산에 사용된 선속-선량 환산인자로는 ANsr/ANS-6. 1.1-1977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본 차폐계산에 사용된 차폐체의 텅스텐과 납의 밀도는 각각 1B.5 gj

C띠 과 11.0 g/c며 이다.

높이;ft 18mm

21 mm

(a) 상하부 방향 (b) 반경방향

그렴 3.3.3-12. Axial and radial modeling of 4 hole sealed source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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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3-22 Calculation res비ts for 4 hole sealed source package (unit: mrern!h)

Path 3 4 8

Surface 72.5 89.5 132.6 38.1

1m 0.29 0 ‘ 55 0.56 2.33

2m 0.09 0.16 0.16 0.69

본 차폐계산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수적인 가정을 하였다. 반경 방향 및 하부의

경우 차폐체 외부의 라이닝을 포함하지 않았으펴， 또한 상부선량의 경우， 본 차

폐계산에서는 안내관 내부를 빈 공간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실제로쓴 선원 어셈블라의 와이어가 안내관 내부에 삽입되므로 실제 선량은 껴l

산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선 차폐해석은 차폐계산용 코드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MCNP-4C코드를

사용하였다. MCNP-4C는 방사선 수송해석을 위한 범용 코드로서 Los Alamos

국랩연구소에 개발되었다. MCNP (Monte Carlo N- Particle) 는 중성자， 팡자 및

전자에 의힌- 차폐해석을 Monte-Carl。 방법을 사용하여 계산을 수행하는 코드

이다. 차폐 계산 코드 중 가장 일반적이고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코드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거의 모든 형타}를 3-D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pointwise 핵

자료(ENDF/B-vI)를 바탕으로 군축약(group condensing)을 하지 않고 연속적

인 에너지 분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 정확도가 높다.

4hole 띨봉선원 운반용기에 대하여 MCNP-4C 코드를 이용하여 차폐 해석한

결과를 표 3.3.3-22에 표시하였다. Ir-192 600 Ci 선원에 대하여 반경 방향인

l 번 경로의 표면 및 1 m 거리에서의 선량은 각각 72.5 mrem/h , 0.29 mrem/h

이며， 하부 방향의 3번 경로의 경우 89.5 mrem/h 및 0.55 mrem/h를 나타내었

다. 상부 방향의 표면 선량(8번 경로)은 38.1 mrem/h으로서 가장 낮게 평가되

었다. 4 hole 밀봉선원 운방용기 차폐계산 결과 선량이 가장 높은 경로는 4번

경로로서 용기 중앙 하부지점에 표면선량 132.6 mrem/h. 1 m 션량 0.56

mrem/h를 나타내었다.

용기의 차폐해석 결과， 모든 경우에 대하여 선량 제한치인 표변 200 mre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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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 2 m 거려에서의 10 mrem/h ‘빙-다 낮은 값이므로 4 hole 밀봉선원 운반

용기한 병-사선 차폐 안정성윤 확보하고 있따.

다‘ 감마선원별 조합형 차폐체의 DB 구축

조합형 차폐체의 차폐계산을 위한 DB를 구축하기 위하여 방사성동위원소뜰

의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 자료첼 데이터베이스 펴-엘로 작성하였다. 조합형 치-폐

체의 잡마선원별 특성 요약 자료-는 표 3.3.3-23 펴 갇으며， 주요 김-마선 빙-출-에

너지 및 빙·출윷 감따선 스페트럼 꽉성을 분석하였다. 선원 톡성 분석 결-파는 조

합형 차펴}체 DB 구측을 위한 선원 입텍 자료로 사용되었으며. DB눈 차펴l 체 종

류 벚 두께를. 1. em 간격으보 껴l산-하여 수행하였다. 감손우라늄‘ 및 납의 조합형

차펴1체의 경우-외 텅스텐 및 납의 조합형 차폐체 경우에 대한 DB룹 구축하였다.

표 3.3.3-23 Photon emission rates of radioisotope for industrial and medical use

서L: 원 ~“IIr-19η“/ Mo-99 I-131 Wω169νQρ)규〔서이 T↓1’ 1 앙 Ga-67 \'1'1-201

빠 I 때|
0‘296\ 2'1, 32 0.04\11053

0,063' 44.21
009713 .420

0.308128 ,23 o …… 4 때 0.08
0.094 2605 9.i5 330lilogl 3.l60

주요 감마선 2,6231 ~ ~ ~ 1 10.1 21117.20

방출에너지
0,317178,68 0.18115 ,99 '2 ;0 ,284 6‘1361 :0.136158‘25

00o0545써%8l92jjj45 48

0,1181 1.8691.1 10찌010.4 2810， 0.135 2.565
0‘3661 1.1 9II 0.364 밍’찌 0.1991 1. 47ηR“

(MeV) 및 0.740:,12.1310.637
0.131!1 1.31!. _ I .. 10,51010 ,31510 0.167 tO,GU

4.297 7, 1731. !0,265158 ,90
방출융.(%) 7,801 0‘77814 ,25810‘723

08231 o.m \5.080 0,304 11.1 36
':0,261117 ,15

0‘40111 1.47

방상출괴갑땅마선총←:T 1.981 0.295 '1 1.008 1.527 1.782 0 ‘8642 0.8772 0.1325

(1) 감손우라늄 및 납의 조합형

산엽용- 및 의료용으.료 사용되눈 방사성 동위원소에 대하여 감손 우라늄

빛 납 조합형 치폐처l 두꺼1즐 1 em 간격으로 차폐계산흙;' 수행하여‘ 강손우라늄

최대 50 mm , 납 최대 100 mm에 대한 션량 결과촬 표 3.3.3""‘ 24외- 갇이 더]이터

베이스하였다. 두께에 따론 선량치 ;결과는 Bilinear interpolation method힐- 이

용하여 조합형 차폐체 1 mm 간객의 선량결과룰 겁색힘r 수 있도‘록 작성되어 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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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3.3.3-24에서 보듯이

납과 감손우라늄의 적절한 선택을 통하여 만족하는 차폐체 두께를 설정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원하는 차폐체 두께에 대한 선량율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

표 3.3.3-24 Examples of DU and lead composite shielding(I각 31 ， mrem!h)

감손우라늄 두께 (em)

O l 2 3 4 5

0 2.8746e +6 1.6655e +4 8.0400e+2 5.3543e+1 4.0040e+O 3.7412e-i
1 8.3408e +4 2.3956e+3 1.6074e+2 1.2534e+ 1 8.9964e-l 9.1961e-2
2 7.8042e+3 4.7102e+2 3.628ge+l 3.5131e+O 2.5190e-l 2.3090e-2
3 1.3526e+3 l.0323e+2 8.8316e+O 8.5611e-l 7.9391e-2 7.7344e-3

납두께 4 2.9222e+2 2.38 1Oe+l 2.0843e+O 2.3203e-l 2.078ge-2 2.822ge-3

(em)
5 6.806ge +1 5.8306e+O 5.5127e-l 6.1963e-2 4.4903e-3 9.1951e-4
6 1.681le+ 1 1.4.695e+O 1.4990e-l 1.875ge-2 1.6680e-3 3.047ge-4
7 4.2270e+O 3.9771e-l 4.5585e-2 6.3354e-3 6.8488e-4 9.0188e-5
8 1.1357e+O 1.1 163e-l l.3131e-2 1.9180e-3 1.9451e-4 3.2964e-5
9 3.0705e-l 3.0835e-2 3.560ge-3 6.4003e-4 6.2095e-5 9.9432e-6
10 8.6634e-2 8.9341e-3 1.3126e-3 1.9365e-4 2.018ge-5 3. 2498e-6

(2) 텅스텐 및 납의 조합형

감손우라늄 및 납에 대한 DB화와 통일한 방법으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1-131 에 대한 텅스텐 및 납의 조합형 결과는 표 3.3.3-25 와 같다.

표 3.3.3-25 Dose rates data of Wand lead composlte materials (I-13 1, 단위 mrem!h)

감손우라늄 두께 (em)

0 2 3 4 5

0 2.8746e+6 5.0276e+4 3.4775e+3 4‘1475e+2 6.0945e+1 9.160ge+O
8.3408e+4 5.0320e+3 6.0106e+2 8.551ge+l 1.3016e+1 1.9144e+O

2 7.8042e+3 8.9567e+2 1.3008e+2 1.9820e+1 2.9788e+O 5.2205e-l
3 l.3526e+3 1‘9278e+2 3.0264e+ 1 4.6833e+O 7.7467e-l l.3941e-l

납두께
4 2.9222e+2 4.4924e+1 7‘2308e+O 1‘1876e+O 1.9391e-l 3.5355e-2
3 6.806ge+l l.0992e+l l.7776e+O 3.0468e-l 4.943ge-2 9.251ge-3

I‘("νm) 6 1.68 1letl 2.7567e+O 4.7442e-l 7.9322e-2 1.3461e-2 2‘6937e-3
7 4.2270e+O 7.4 102e-l 1.2723e-1 2.3072e-2 4.1 547e-3 8.7417e-4
8 1.l357e+O 2.0342e-l 3.6730e-2 6.1974e-3 1.2201e-3 2.848ge-4
9 3.0705e-l 57738e-2 l.0020e-2 1.9102e-3 3‘4688e-4 8.0307e-5
10 8.6634e-2 l.7018e-2 3.2126e-3 5.7793e-4 l.0260e-4 l.7235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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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DB를 활용한 차폐능 형가

조합형 차폐체 DB를 검중하기 위하여， 4 hole 멜봉선원 차폐용기에 대하여

방사선량 평가를 수행하였다. 4hoJe 밀봉선원 운반용기표면 중 선량이 높올 것

으로 예상되는 경로를 검색하여 총 8 경로를 선정하였으며， 각 경로에 대한 차

폐체 두끼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완 차폐체 두께를 바탕으로 각 경우에 대하

여 선량율을 계산하였다. DB를 이용-한 방사선량 평가 경로는 그림 3.3.3-13과

감으며， 각 경우에 대한 표면 방사선량 결과는 표 3.3.3-26과 같다.

용기 측면의 l번 경로의 경우 텅스텐 50 mm에 납 21 mm의 차폐체흘 가지며

선량율은 92.6 mrem/h 였다. 용기 하부의 경우 선원이 위치하는 바로 아래 부

분과 용기 중앙 부위에 대한 평가룹 수행하였으며， 평가결과 4번 경로의 경우가

선량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용기 상부의 경우 선원 가이드관 내부는

빈 공간으로 가정하여 평가 하였으며， 8변 경로의 경우 54 mrem/h의 선량을

보였다. 평가 결과 선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 8 경로에 대하여 계산 결과

모든 경로에 대하여 표면 선량 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용기 하부표연

중앙부위인 4변 경로의 경우 154 mrem/h으로 가장 노으
ll.\누 선량을 보였으며，

hole이 위치한 하부표면 및 반경 방향의 경우 100 mrem/h 이하의 선량을 나타

내었다.

ZI mm

그림 3.3.3-13. Drawing the path and shielding thickness for calculation

4 hole sealed source transport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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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NP 모델링을 통하여 계산한 결괴는 표 3.3.3-27 과 같다. MCNP를 이용

한 실제 계산은 DB에서 결정된 선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4경로에 대하여

비교 계산하였다. 실제 MCNP 모델링과 DB를 이용한 비교 결과 최대 선량율의

경우 절대값 차이가 25 rnrem/h 이하의 보수척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DB

의 기본 자료가 점선원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는 보수적 조건에 의함을 알 수 있

다. 본 비교계산결과 조합형 차폐체에 대한 선량율 평가에 DB 활용한 조합형 차

폐체 선량율- 평가의 신뢰성올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3.3-26 Dose rates of 4 hole sealed source package of composite shielding
materials (by DB results of composite shielding)

No. W [mm} Pb [1llDl] AIR [mm] RESULTS
[mrem/h]

01 50 21 ‘~ O 92.6

02 74.5 25.6 ‘t 0 1.56

03 ‘ 53 r 22 O ;I 104

04 54.4 22.6 O 154
~

05 58.5 24.3 0 、 104

06 72.7 21 / 0 2.88

07 0 99.6 94.5 8.25

08 O
」 78 .4 118 .4 54「

표 3.3.3-27 Dose rates for 4 hole sealed package by MCN? modeling

No. W [mm] Pb [mm] AIR [mm] RESULTS
[mrem/h]

01 50 21 O 72.5

03 53 22 0 89.5

04 54 .4 22.6 O 132.6

08 0 78.4 118 .4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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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4 장 연추채받 목표 담성드 및

판련 분야에외 기여도

의료용 A형 운반용기의 국내용은 흡수재 적용-성 평가를 풍해 격남경채가 깨졌

음 경우 액체의 뚜 배룹 홉수젤 수 있도폭 흡수채촬 설계하고， 운변-효율을 고려

하여 훈반용량괄 고려한 후 차폐용7]를 채사용할 수 있도록 구조제룹 스테언려

:쓰강으로 설겨!.채작하여 특허를 줍왼하였다. 수줄용온 항공운반을 고펌하여 풍령:

윷 최소화하도흑 설계한 후 차폐용기 뚜썽 본체외- 뚜껑 하부뜰 플랜지 형성’으로

섣껴l하고 O-ring을 설치하여 2차 격넙-계통촬 갖도록 설계하여 운l칸용-기의 구:조

빛 격납 진전성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서 연구목표‘플 달성하였다，

A형 운반용기의 성능시험 절차휠- 수립하jl 성능서험 체7-11 찰 구축·혀여 ‘녁-내 싸

이.=1. 5!.프쁜 및 하나포에서 생산되관 RI플 안진하게 운반첼 수 있는c 71 딴을 마련

하였으며. RI 의 해외 수촬에도 기여할 수 있윷 것으，값 판단원다

산업용- 밀봉선원 운-반용기는 3차원 전산해석 EI텔령 가볍연구룰 통해 복합 안

내관윤 섣계한 후 차펴}형상의 최적설겨|촬 수행하고 밀도에 따륜 충껴완충쳐1 해

석 윷 통한 개념섣.계쉰- 수행한 후 KINS에 설계승인-을 산칭하였다. 설계송인윌-

획득-하띤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밀챙-선원 4홀 운반용기의 국산화를 통하여

외화절간 빛 똥위원소외 국내 공급에 크게 지여할 수 있읍 것으로 환단된다.

산업용 Bulk선원 운반용기눈 충격완충처!에 대한. l균열특-성 평가룹 통해 춤격완

충체의 ~H점윷 션탠한 후 Over-pack의 에1:1]얀전성평가플 수행한 후 안전성평

가플 수행하고 안전성환석보고서듭- 착성하여 KINS에 설계승인을 신청하고 시협

꼬델 제직- 및 KINS 엽회하에 얀천성검증시험윷 수행하여 인허가를 획득함으포

서 연구목표뜰 달성하였다. Bulk선원 운반용기는 하나iξ에서 생산되는 RI의 대

량 수출로 외:화- 획득에 크기 끼여혈 수 있게 되었다.

ISO 2919 및 3999에서 규정하고 있는f 사혐 l상1쉽 및 지첨서에 따라 사험장비

룹 설계·제삭하고 띨봉선원에 대한 성능서험을 수행하여 IS。 성능시험체계플 구

축하였요며， 업자원푸 기술표춘원‘o 로부터 KOLAS 드s-처l 공인시헝가관 언증을 획

득힘-으로서 연꾸목-표활 달성하였따. 밀봉선원에 대한 성란시혐체쩨 구축을 통하

여 얀선생이 확보된 밀봉선원의 팍내 생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l 또한 훈반용

- 291 -



기의 한 형태로서 꽉채적으로 인허가 된 뭔뽕선원에 대한 해외수출에 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도가니 빚 볼드 동시 가열 방식의 주쪼정‘치 주형설쳐l 콸 통-헨- 운반용7] 차폐체

의 주조기술 확렵으로 국내 최대 98 kg 의 갤함 없는 차폐체 시저}품윤 쳐|조함으

로서 연구-복표룰 달성하였다. 대형 차펴}처1 주조기술읍 확보함으로써 차폐 좋량

맺 부-펴 감소로 운반효윷을 증대시철 수 있는 운반용 71 찰 개발할 수 있게 되었

다. 감마선원별 차폐체의 특성찰 분-석과 조합형 차폐처}에 대한 해석을 풍해 DB

촬 수-햄하고 MeN?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신펴성 윷 확인하였으며， RI에 대한 개

별형 및 조합형 차펴1 처}에 대한 DB 구축으로 RI 산엎 분야에서 방사선 차폐가

」필요한- 모‘돈 RI 장치의 개념설계에 기여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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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 장 연구개받경과.2.1 :활용계획

지끔까지 전량 헤외수입에 되존하떤 동위원소 운반용기의 국산회 개발로 똥위

원소요1 팎니l 유-똥 빛 해외 수춤을 위한 기밴-을 바펀하였으며， 안전성 및 효율이

우수한 용기 개발로 운반!’1 용의 절감에도 기여헨 수 있윤 것으호 펀-던-된다. 각종

동위원소 운반 용기으| 설계， 해석 및 시험 평가기술의 자렵으쿄 산업체외- 연구소

흑은 학계에서 동위원소 관련 연구의 환성화를 기대헐- 수 있다.

의료용-A형 운반용기에서 개발된 충격완총 및 액체흡수재눈 RI 이용 장치 및

B형 액체 운반-용-기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운반용기 안전성시험 및 성능시

험 쳐}계 구축에 따라 RI 운반용-기 뿐만 아니라 빙사성폐기룹과 잡은 다양한 운

반용기려 안전성 입증시햄에 활용이 가능하다. 국내용 의료용 A형 운반용 71 의

개발과 성능시험 체계 구촉을 통해 국내 싸여표로트론 빛 하나로에서 생산펴는

RI의 얀전성여 확보원 국내 운반체제플 꾸축할 수 있쓸 것이띠 1 수출용 의료‘§.

A형 운반용-기는 RI 의 해외 수출에도 가여할 수 있다.

산얻용 깨봉션완 찢 밀봉선원 Rl 운반용지를 개발， 인허가룹 획득하여 시제품

빛 성능시험을 완료 후 산염체에서 활용어 가능하다. 산업용 밀봉선원 4흙 운반

용-기의 깨발로 수업아} 의존하떤 말‘황선원 운반용기를 국산화하여 외화를 절감할

수 있거1 되었으며， 산업용. Bulk선원 운반용거의 개발로 허-냐포에서 생산되는 RI

의 대량 수윷어i] 7] 여할 수 있으며， 운반용기의 산엽체 71 술이전을 추진 중이다，

ISO 2919 및 3999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봉선원에 대한 안전성시험 체계를

구축하여 밀봉선원의 국내 생산 활성화 및 해외수출에 기여할 수 있으펴， 운반용

기의 안전성시험 찢 성능시험 기술은 RI 운반용기 뿐만 아니라 빙-사성폐기촬파

같은 다양한- 운반용기의 개발에도 적접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고성능 차폐재인 DU 주형 설겨l 및 주조기숲 정렵‘。，로 차펴1능이 우수한 운반

용기 7쇄발이 가능하고 사용후핵연효 등과 같은 jl준위 폐기휠- 운반용 71 의 차폐

재보 IF- 활용이 가능하다. 고땅사성 차펴l 체인 DU를- 사용하여 결함 없눈 대형 치

펴1 처l 룰 체조할 수 있는 기술윷 확보함으로써 차펴l 중량 및 부·펴 감소로 운반효

윷윷 증대시킬 수 있는 운반용끼를 개발할 수 있거l 펴었으며， RI에 대한 개별행

빛 조합형 치-폐체에 때한 DB 구축으로 RI 산업 분야에서 방사선 차폐까 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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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든‘ RI 장치의 설계에도 활용이 까능하다.

‘판 연꾸에서 개발원 운반용기 설계， 해석 및 안전성시험 기술은 현재 죽자적으

로 추찬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옹반용기 렛 향후 추진될 고푼위폐기

물 처분사업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본 연구촬 통하여 축적된 기술찰 71 반으로

〈주)한수원으갚-부터 “KN-12 사용‘후연료 수송용-기 사용검사" (추:)계띔쫓리판

으포부터 “고건전성용7] τ1_조 안천성평가” 풍에 관한 연꾸·플 수탁고}채로 수챙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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