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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과학기술부고시에 따르면 B형 방사성물질 운반용기는 매 5년마다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KN-12 사용후연료 수송용기의 사용검사를 수행하 다. KN-12 수송용기는 

12다발의 PWR 사용후연료를 건식 는 습식조건으로 수송할 수 있으며, 

2002년도에 국내 과기부고시  IAEA 법규의 요건에 따라 인허가를 

획득하 다.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송용기의 사용검사 항목인 육안검사, 

용 부  비 괴검사, 하 검사, 최  사용압력검사, 설검사, 차폐능검사, 

열 달 성능검사  표면오염도검사 등을 수행하 으며, 사용검사 결과 

수송용기의 균열  손상 등이 발생되지 않고 주요 기능이나 성능이 제 로 

발휘되어 사용검사를 성공 으로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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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usage inspection of the KN-12 spent nuclear fuel transport 

package was performed to receive the license for reuse. According to the 

Korea Atomic Energy Act, all type B transport package should receive 

and pass the usage inspection every five years. The KN-12 transport 

cask was designed to transport twelve spent PWR fuel assemblies under 

wet and dry conditions. The cask was developed and licensed in 2002 in 

accordance with the Korea and the IAEA's safe transport regulations. 

The areas of usage inspection include: visual inspection, nondestructive 

weld inspection, load test, maximum operating pressure test, leakage test, 

shielding test, thermal test, external surface contamination test. In the 

results of the usage inspection, the damage or defect could not found out 

and the performance of the cask was maintain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regulation. Therefore, the usage inspection was 

successfully performed to acquire the license for the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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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과학기술부고시 제 2001-19호에서는 핵분열성물질 혹은 B형 운반용기에 

하여 매 5년마다 사용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 KN-12 

사용후연료 수송용기는 PWR 사용후연료 집합체 12다발을 건식  

습식조건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수송용기는 2002년도에 제작 

 인허가를 획득한 B(U)형 핵분열성물질 운반물[Type B(U)F] 수송용기로 

한수원(주) 고리 1, 2호기의 사용후연료 장조에 보 인 사용후연료를 

고리 3, 4호기 사용후연료 장조 로  수송‧ 장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과기부고시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따라 사용검사 차를 수립하고 KINS 

입회하에 사용검사를 성공 으로 완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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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KN-12 수송용기 사용검사

  법규에서 규정하는 사용검사 항목은 내부와 외부의 육안검사, 용 부  

비 괴검사, 인양/결속장치 하 검사, 최  사용압력검사, 격납계통 설검사, 

방사선차폐 성능검사, 열 달 성능검사, 외부 표면오염도 검사, 운반용기 지지  

검사 등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항목에 한 검사 차와 수행된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한 평가를 기술하 다.

1. 용범  

  한수원(주) 고리원자력발 소에서 보유 인 KN-12 수송용기는 2002년도에 

인허가 승인되어 제작된 수송용기로 매 5년 마다 사용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과학기술부고시 규정에 따라 5년이 경과된 시 에서 계속 사용을 

하여 해당법규에 따른 사용검사를 수행하 다. 

  가. 사용검사 항목 

     본 사용검사는 KN-12 수송용기의 내․외부 등 요 부분에 한 

손상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유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19호에 따른 수송용기에 한 건 성을 확인하는 

사용검사에 용하며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내부와 외부의 외형 육안검사

  - 주요 용 부 에 한 비 괴검사

  - 인양장치  결속장치의 하 검사

  - 최  사용압력검사

  - 격납계통에 한 설검사

  - 방사선차폐 성능검사

  - 열 달 성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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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표면오염도 검사

  - 운반용기 지지  는 설치  검사

  

나. KN-12 수송용기 개요 

    KN-12 사용후연료 수송용기는 PWR 사용후연료 집합체를 12다발까지 

건식(내부건조  헬륨가스 충진) 는 습식(내부에 물 충진)조건으로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운반용기로서, B(U)형 핵분열성물질 운반물[Type 

B(U)F]로 승인되었다.

  표 2.1-1은 KN-12 수송용기의 주요 특징  설계기  값을 나타내며, 

그림 2.1-1은 수송용기의 개요도이다. 내부 핵연료  충격완충체를 포함한 

수송용기의 총 량은 84.3톤이며, 빈 용기는 62톤으로 설계되었다. 

충격완충체를 포함한 용기의 총길이는 5.744 m이고 용기 본체의 외경은 

1.942 m이다. 주요 재질은 구조재  감마선 차폐체로 탄소강을 사용하 고 

성자 차폐체는 PE를 사용하 다. 설계기  연료는 연소도 50,000 

MWD/MTU, 기농축도 5.0 wt.%를 기 으로 7년 냉각된 PWR 사용후연료 

12다발의 최  붕괴열은 12.6 kW, 최 방사능량은 1.39x1017 Bq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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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특징  설계기

운반용량 PWR 사용후연료 12다발 

량
- 총 량 : 84.3톤

- 빈 용기 : 62톤

치수
- 외경 : 1.942 m (완충체 2.45 m)

- 총 길이 : 5.744 m (본체 4.809 m)

재질 

- 구조재  감마선차폐 : 탄소강

- 성자 차폐체 : PE

- 충격완충체 : Balsa wood, red wood

냉각방식 건식(헬륨)  습식(물) 겸용

설계기  연료

- 형태 : PWR 17x17, 14x14, 16x16

- 연소도 : 50,000MWD/MTU

- 냉각기간 : 7년

- 농축도 : 5.0 %

- 최  붕괴열 : 12.6 kW

최  붕괴열 12.6 kW  

최  방사능량  1.39x1017Bq

설계압력(정상운 ) 0.7 MPa 

표 2.1-1. KN-12 수송용기의 주요 특징  설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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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KN-12 수송용기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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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 부 와  외 부 의  육 안 검사  

  수송용기 본체, 뚜껑, 하부 , 상하부 트러니온, 충격완충체, 뚜껑, 

마개  Name Plate 등을 포함한 수송용기 내부  외부 주요 부 의 

균열, 변형  손상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육안검사를 수행하 다.

  가. 검사방법  차 

     육안검사를 한 주요장비는 강철자, 용 게이지, 직각자, 곡률자, 

각도게이지, 기타 버니어캘리퍼스, 테이퍼게이지, 두께측정게이지 등이며, 

검사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 수송용기의 표면에 먼지, 수분이나 그리이스, 산화물질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낸다.

- 수송용기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육안검사로 검사를 수행하며, 

주요부 에 변형이나 균열 등이 발생하 는지를 검사한다. 필요시 

버어니어캘리퍼스나 강철자 등으로 치수의 변형유무를 확인한다.

- 검사결과 손상이 의심되는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합한 비 괴 

시험(PT 는 RT/UT)등을 실시한다. 단, 정상 인 작업 에 발생된 

표면의 경미한 힘 등은 무시한다.

- 수송용기에 변형이나 크랙(Crack)의 발생이 없으면 합격으로 정한다.

그림 2.2-1. 수송용기 뚜껑 육안검사. 

    

그림 2.2-2. 수송용기 내부 육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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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결과  평가 

     수송용기의 본체, 뚜껑, 하부 , 상하부 트러니온, 충격완충체, 

뚜껑, 마개, 내부 핵연료 바스켓  Name Plate 등에 한 

육안검사를 수행하 다. 육안검사 결과 수송용기의 균열, 변형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고 기능이 정상 으로 발휘되어 수송용기의 건 성이 

입증되었다.  



- 9 -

3. 용 부  비 괴 검사

   KN-12 수송용기에 한 용 부  비 괴검사는 KN-12 수송용기 

용 부의 구조 건 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가. 검사방법  차

ASME BOILER &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V의“NONDESTRUCTIVE EXAMINATION[2]에서는 비 괴검사방법에 

해 다음과 같이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RT : Radio-graphic Examination

- UT : Ultrasonic Examination

- MT :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 PT : Liquid Penetrant Examination

- VT : Visual Examination

- LT : Leak Testing

- ET : Electromagnetic(Eddy Current)

- AE : Acoustic Emission Examination

  일반 으로 용 부에 한 비 괴검사는 RT, UT  PT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KN-12의 제작검사에서도 이들 방법으로 용 부 

비 괴검사를 수행하 다. 그러나, KN-12의 용 부에 한 비 괴검사를 

RT, UT 는 PT를 사용하여 수행하기 해서는 KN-12 용 부 에 덧 

입 져 있는 피복부 를 제거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KN-12 수송용기의 

비 괴검사는 LT에서 규정하고 있는 헬륨 설시험 장비를 사용한 Sniffer 

방식의 설시험을 용하여 수행하 다.

  헬륨 설시험 장비를 사용한 Sniffer 방식을 용한 설시험은 ANSI 

N14.5 A.5.8항[3]  ISO 12807 A.4.3항[4]에서 규정하고 있는 Tracer Gas 

Test(Sniffer Technique) 시험방법에 따라 KN-12 수송용기 내부를 

진공시키고 Regulator를 조정하여 KN-12 수송용기 내부에 헬륨을 채우고 

내부의 압력이 안정화 된 후 그 상태를 15분 이상 유지한 후 헬륨 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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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ALCATEL사 모델ASM 122D)의 Sniffer를 사용하여 용 부 에 한 

설여부를 검사하 다. 검사 차는 다음과 같다. 

  - 헬륨 설시험 장비의 원을 On한 후 Auto-Calibration을 수행한다.

  - KN-12 수송용기 내부에 진공  헬륨을 채우기 한 port를 설치하고 

그림 2.3-1과 같이 KN-12 수송용기 내부를 진공시킨 후 KN-12 

수송용기 내부의 압력이 1 ㎏f/㎠(계기압)에 도달할 때까지 그림 2.3-2와 

같은 Regulator를 조정하여 헬륨을 채운다.

  - 헬륨을 채운 후 밸 를 닫고 계기의 압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계기의 압력(PHe)이 안정되었을 때 시험보고서에 기록한다.

  - 헬륨 설을 측정하기 한 Sniffer Probe를 헬륨 설시험 장비의 

뒤쪽에 있는 Sniffer Plug에 연결한다. 

  - 헬륨 설시험 장비의 ≪SNIFFER≫를 르고 Sniffer를 사용하여 그림 

2.3-3과 같이 KN-12 수송용기 주변 기 의 헬륨 량을 측정하여 

시험보고서에 기록한다. 이때 측정된 헬륨 량이 헬륨 

back-ground(QB)이다.

  - Sniffer Probe의 끝단을 측정하고자 하는 치로부터 3 ㎜ 이하로 

붙이고, Sniffer Probe의 이동속도를 2 ㎝/s 이하로 그림 2.3-4와 같이 

설검사를 수행한 후 헬륨 설시험 장비의 ≪SNIFFER≫를 다시 러 

가동을 지한다.

  - 측정된 헬륨 량이 KN-12 수송용기 주변 기 의 헬륨 back 

ground를 과하지 않으면 측정부 의 구조  건 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정한다. 측정된 헬륨 량이 기 의 헬륨 back-ground를 

과하면 그 부 를 표시하고 보수한 후 재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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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용기 진공 배기건조. 

     

그림 2.3-2. 헬륨 Regulator.

그림 2.3-3. BKG 측정. 그림 2.3-4. 용 부 설검사. 

  나. 검사결과  평가

 ANSI N14.5 A.5.8항  ISO 12807 A.4.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Tracer 

Gas Test(Sniffer Technique) 시험방법에 따라 헬륨 설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Sniffer 방식으로 KN-12 No.1 수송용기 용 부에 한 

설시험에서 시험장소인 고리 2호기 제염조의 back-ground는 8.1×10-6 

std․㎤/s로 측정되었으며, 용 부  역시 back-ground로 측정되었다. 

KN-12 No.2 수송용기 용 부에 한 설시험에서 시험장소인 고리 2호기 

제염조의 back-ground는 7.6×10-6 std․㎤/s로 측정되었으며, 용 부  역시 

KN-12 No.1 수송용기와 마찬가지로 back-ground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KN-12 수송용기의 용 부 에 한 구조  건 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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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양  결속장치 하 검사

   하 검사는 용기의 인양  결속장치에 한 안 성을 검사하기 한 

시험으로 운반용기의 트러니온(trunnion)에 용기 체 량의 150 %에 

해당하는 량을 용시킨 후 육안검사  비 괴검사를 통해 균열  변형 

발생 여부를 평가하 다.

  가. 검사방법  차 

     KN-12의 수송용기의 총 량이 84.3톤에서 상하부 충격완충체의 량( 

11.7톤)을 제외하면 운반용기 량은 72.6톤이고 법규에서 1.5배의 하 으로 

시험을 하도록 규정하므로 시험하 은 108.9톤이나 실제 하 시험에서는 

보수성을 감안하여 빈 용기의 량 62.4톤과 하 체 량 49.56톤을 

포함하여 111.96톤의 량으로 하 검사를 수행하 다. 하 검사 차는 

다음과 같다. 

  - 하 검사 용 하 체의 량을 확인하고, 수송용기의 량을 확인한다. 

  - 크 인을 이용하여 수송용기를 인양한 후에 하부 트러니온에 하 체를 

체결한다. 

  - 수송용기를 포함하여 하 체가 바닥으로부터 10 cm 이상이 떨어지도록 

인양한 다음 10분간 유지한다. 

  - 수송용기를 내려놓고, 상․하부 트러니온  볼트의 변형  크랙의 

발생유무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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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1. 하 검사. 

  나. 구조해석

     충격완충체를 제외한 수송용기의 설계 량이 72.6톤이므로 용기 

량의 1.5배의 하 인 109톤의 하 이 트러니온에 작용하는 조건에 한 

구조  건 성을 평가하 다.

  트러니온의 구조는 그림과 같으며 다음과 같이 하나의 트러니온에 걸리는 

하 에 의하여 발생된 굽힘응력, 단응력, 지지응력에 의한 혼합응력을 

항복응력과 비교하여 평가하 다. 

  - 트러니온에 걸리는 하  : 535 kN(= 109 톤 / 2개 X 9.8 m/s2)

  - 굽힘모멘트 : 32.4 kN·m (=535 kN X 60.5 mm)

  - 굽힘응력   : 21.2 MPa(=32.4 kN·m / 1533981 mm
3)

  - 단응력   : 11.2 MPa(=535 kN / 48087 m2)

  - 지지응력   : 47.6 MPa(=535 kN / (45 mm X 250 mm))

  - 혼합응력   : 64.1 MPa(=    × ×  )

  - 안 률     : 9 (=583.3 MPa / 64.1 MPa)

  트러니온에 걸리는 응력은 64.1 MPa로 항복응력인 583.3 MP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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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안 률은 9가 된다. 따라서 구조  건 성이 충분히 유지될 

것으로 단된다.

그림 2.4-2. 트러니온의 구조.

  다. 검사결과  평가 

      KN-12 No.1  No.2 수송용기의 하 검사 후 운반용기 트러니온  

트러니온 볼트의 변형 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비 괴검사 결과 

균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수송용기의 인양장치(Liftting Device) 

 crane adapter에 한 검사에서도 손상 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아 

수송용기의 인양  결속장치에 구조  건 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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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최  사용압 력검사

   수송용기 최  운 압력의 1.25배의 압력을 가한 후 10분 이상 동안 

유지하는 최  사용압력검사를 통하여 수송용기의 격납경계에 한 건 성을 

평가하 다. 

  가. 검사방법  차 

      KN-12 수송용기의 최  정상운 압력이 0.7 MPa이며, 최  

사용압력검사는 정상운 압력의 1.25배인 0.875 MPa(8.9 kg/㎠)의 압력을 

용하 으며, 검사 차는 다음과 같다.

  - 제염조에 안착된 수송용기의 뚜껑을 열고 O-ring 상태를 확인한 뚜껑을 

덮고 볼트를 체결한다.

  - 수송용기 뚜껑 배기구의 뚜껑  마개를 제거하고, 순수공  

라인을 사용하여 수송용기 내부를 순수(Demi. Water)로 가득 채운다.

  - 압력 설 시험장치를 설치하고 가압장치를 Quick Connector에 연결한 

후 밸 를 열어 수송용기 내부를 가압한다. 밸 를 열고 처음 1/2 

압력(4.5 kg/㎠)까지는 서서히 연속 으로 가압하고, 이후부터는 압력의 

1/10(0.9 kg/㎠)씩 단계별로 가압하여 시험압력인 8.9 kg/㎠에 도달한 후 

10분간 유지하면서 압력의 변화유무를 확인한다.

  - 압력계의 지시압력에 변화가 없으면 설이 없는 것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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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최  사용압력검사 개요도.

그림 2.5-2. 수송용기 뚜껑체결.

   

그림 2.5-3. 최  사용압력검사.

  나. 검사결과  평가

     사용검사 규정에 따라 KN-12 수송용기의 정상운 압력의 1.25배인 8.9 

kg/㎠로 가압하여 10분간 유지한 후 압력강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압력강하의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  사용압력검사 결과 

수송용기의 격납건 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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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격 납 계 통  설 검사

  KN-12 수송용기에 한 격납계통 설검사는 KN-12 수송용기 

격납계통의 구조 건 성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가. 검사방법  차

   KN-12 수송용기의 격납계통에 한 설검사는 ANSI N14.5 A.5.4항 

 ISO 12807 A.3.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Evacuated Envelope Gas Test 

방법을 용하여 수행되었다.

  헬륨 설시험 장비를 사용한 Evacuated Envelope Gas Test 방법을 

용한 설시험은 KN-12 수송용기 내부를 진공시키고 Regulator를 

조정하여 KN-12 수송용기 내부에 헬륨을 채우고 내부의 압력이 안정화 된 

후 그 상태를 15분 이상 유지한 후 헬륨 설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격납계통에 한 설여부를 검사하 다. 설검사 차는 다음과 같다.

  - 헬륨 설시험 장비의 원을 On한 후 Auto-Calibration을 수행한다.

  - 수송용기 내부에 진공  헬륨을 채우기 한 port를 설치하고 

헬륨 설시험 장비를 port에 연결한 후 헬륨 설시험 장비의 

≪CYCLE≫을 르고 그림 2.6-1과 같이 시험공간의 헬륨 량을 

측정하여 시험보고서의 헬륨 back-ground(QB)에 기록한 후 

≪CYCLE≫을 다시 러 가동을 지한 후 헬륨 설시험 장비를 

port에서 제거한다.

  - 그림 2.6-2와 같이 수송용기 내부를 진공시킨 후 내부압력이 1 

㎏f/㎠(계기압)에 도달할 때까지 그림 2.6-3과 같은 Regulator를 조정하여 

헬륨을 채운다.

  - 헬륨을 채운 후 밸 를 닫고 계기의 압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계기의 압력(PHe)이 안정되었을 때 시험보고서에 기록한다.

  - 헬륨 설시험 장비를 port에 연결하고 장비의 ≪CYCLE≫을 르고 

시험공간의 헬륨 량을 측정하여 시험보고서의 측정 헬륨 설률(QLD)에 

기록한 후 ≪CYCLE≫을 다시 러 가동을 지한다.

  - 시험보고서에 아래와 같이 압력보정계수를 고려하여 헬륨 설률(QH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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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후 기록한다.

C   = PHe / 1kgf/㎠ (압력보정계수)

QHe = (QLD - QB) / C

  - 측정된 헬륨 설률(QHe)이 허용 기  설률인 “LR_He ≤ 1.0 x 10-4 

std․㎤/sec”이하일 경우 KN-12 수송용기의 격납 건 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정한다. 

그림 2.6-1. O-ring 홈 BKG 측정. 

 

그림 2.6-2. 용기 진공 배기건조.

   

  

그림 2.6-3. 헬륨 Regulator.

 나. 검사결과  평가

ANSI N14.5 A.5.4항  ISO 12807 A.3.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Evacuated Envelope Gas Test 방법에 따라 헬륨 설시험 장비를 사용하여 



- 19 -

KN-12 No.1 수송용기 격납계통에 한 설시험에서 뚜껑 O-ring 부 와 

배기구 O-ring 부 의 back-ground는 각각 9.5×10-8 std․㎤/s  1.4×10-9 

std․㎤/s로 측정되었으며, 설률은 모두 back- ground로 측정되어 설이 

발생하지 않았다. 

  KN-12 No.2 수송용기 격납계통에 한 설시험에서 뚜껑 O-ring 부 와 

배기구 O-ring 부 의 back-ground는 각각 4.3×10-5 std․㎤/s  1.0×10-9 

std․㎤/s로 측정되었다. 설률은 뚜껑 O-ring 부 는 back-ground로 

측정되어 설이 발생치 않았으며, 배기구 O-ring 부 는 허용 설률인 1.0 

x 10-4 std․㎤/sec보다 훨씬 낮은 1.4×10-9 std․㎤/s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KN-12 수송용기의 격납계통에 한 건 성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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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 사선 차 폐  성 능 검사    

  KN-12 수송용기의 차폐 건 성을 확인하기 하여 고리 2호기에서 

시험에 사용 가능한 사용후연료 12다발을 수송용기에 장 한 후 수송용기의 

외부 표면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계산결과와 비교하 다.

  가. 검사방법  차

      방사선량률 측정은 교정이 완료된 감마선원용 GM Survey meter와 

성자 계측기를 사용하며, 검사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 KN-12 수송용기에 12다발의 PWR 사용후연료를 장 하고 수송용기 

내부의 물 550리터를 배수시킨다. 

  - 수송용기의 상, 하, 좌, 우 네 방향으로 상, , 하 각 부분의 검사 치에 

표식을 한 후에 각 검사부 에 10  이상 정지 상태에서의 감마선  

성자에 한 방사선량률을 측정한다.

  - 그림 2.7-1  표 2.7-1은 방사선량률의 측정 치를 나타낸다.

  - 검사부 별로 측정값과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수송용기의 차폐건 성을 

평가한다. 수송용기의 차폐건 성에 한 평가  정은 방사선량률 

( 성자+감마) 측정치가 계산 치와 같거나 계산치 보다 작으면 

합격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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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용기본체

 

(b) 용기 뚜껑

(c) 용기 바닥면

그림 2.7-1. 방사선량률 측정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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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1. 방사선량률 측정 치

Point 
No. Location 비고

1
수송용기 리드의 심

Center of Cask Lid

수송용기 

리드의

상단부

Top of Cask 
Lid

2
리드의 반경 : 671 mm / 각도 : 0

Radius : 671 mm / Angle : 0

3
리드의 반경 : 671 mm / 각도 : 270

Radius : 671 mm / Angle : 270

4
리드의 반경 : 671 mm / 각도 : 180

Radius : 671 mm / Angle : 180

5
리드의 반경 : 671 mm / 각도 : 90

Radius : 671 mm / Angle : 90

6
Center of Closure Lid (item 28)

Center of Closure Lid (item 28)

수송용기

외곽면

(각도 : 0,90,

180,270)

Cask Body

Outer Side

7
수송용기 상단부에서 200 mm 

200 mm below the upper Cask corner

8
수송용기 상단부에서 680 mm 

680 mm below the upper Cask corner

9
상부 트러니온의 심

Center of the top Trunnion

10
수송용기 간지  (상단부에서 2405 mm)

Middle point of the Cask Body

11
하부 트러니온의 심

Center of the lower Trunnion

12
수송용기 하단부에서 680 mm 

680 mm above the lower Cask corner

13
수송용기 바닥의 심

Center of Cask Body Bottom

수송용기

바닥면

Cask Body
Bottom 

Surface

14
수송용기 바닥의 반경 : >= 620 mm / 각도 : 0

Radius : Min. 620 mm / Angle: 0

15
수송용기 바닥의 반경: >= 620 mm / 각도 : 270

Radius : Min. 620 mm / Angle: 270

16
수송용기 바닥의 반경: >= 620 mm / 각도 : 180

Radius : Min. 620 mm / Angle: 180

17
수송용기 바닥의 반경: >= 620 mm / 각도 : 90

Radius : Min. 620 mm / Angle: 90

그림 2.7-2. 차폐능 검사 (감마선 측정).

     

그림 2.7-3. 차폐능 검사 ( 성자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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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차폐해석 

1) 선원항

   KN-12 수송용기의 차폐능 검사에 사용된 사용후연료 제원은 표 

2.7-2와 같다. KN-12 No.1 수송용기는 농축도 3.4%, 연소도 34,000 

MWD/MTU  냉각시간은 15.8년  17년이며, No.2 수송용기의 경우 

핵연료 집합체의 농축도는 3.4%, 연소도 32,000 MWD/MTU  냉각시간은 

17년이다. KN-12 수송용기 선원항 계산을 하여 ORIGEN-S 코드를 

이용하 으며, 표 2.7-2의 U-235 농축도  연소도등의 제원을 바탕으로 

계산을 수행하 다. KN-12 No.2 수송용기의 집합체에 한 설계제원  

연소이력은 표 2.7-3과 같으며, 집합체 구조제의 무게는 표 2.7-4와 같다. 

성자와 감마선의 에 지 그룹은 각각 48 그룹과 18 그룹으로 

계산하 으며, 집합체를 다음과 같은 5개의구조물로 나 어 선원항을 

계산하 다. 

- 핵연료 : Power irradiation 

- 핵연료 hardware : Flux irradition (Flux factor : 1.0)

- 상단 고정체 : Flux irradtion (Flux factor : 0.03)

- 눔 : Flux irradtion (Flux factor : 0.08)

- 하단 고정체 : Flux irradiation (Flux factor : 0.11)    

표 2.7-5에는 No.2 수송용기에 한 선원항 계산 결과를 나타내었다. G12 

집합체의 경우 한 감마선 방출량 1.75 x 1015개 으며, 성자의 방출율은 

5.39 x 107 이다. KN-12 No.1 수송용기  No.2 수송용기에 필요한 총 24 

집합체 각각의 감마선  성자 방출율을 계산하여 차폐계산 입력자료로 

사용하 다. 표 2.7-6은 No.1  No.2 수송용기에 한 에 지에 따른 

감마선 방출률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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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2. KN-12 수송용기의 연료 장 순서  연료사양

용기
바스켓

번호
연료번

호
기농축

도(w/o) U 총량(g) U-235(g) 방출일자

연소도

(MWD

/MTU)

No.1 1 G21 3.40 394,420 4,158 1990-02-10 33,719 

No.1 2 G24 3.40 394,059 4,130 1990-02-10 33,875 

No.1 3 G16 3.40 393,778 4,103 1990-02-10 34,035 

No.1 4 H17 3.39 394,397 3,929 1991-04-27 33,831 

No.1 5 H09 3.41 395,089 3,944 1991-04-27 33,784 

No.1 6 G04 3.40 394,202 4,113 1990-02-10 33,996 

No.1 7 H18 3.41 394,965 4,005 1991-04-27 33,408 

No.1 8 H27 3.41 393,214 3,893 1991-04-27 33,982 

No.1 9 H12 3.41 395,278 3,926 1991-04-27 33,903 

No.1 10 H05 3.41 395,266 3,987 1991-04-27 33,536 

No.1 11 H29 3.41 394,641 3,964 1991-04-27 33,636 

No.1 12 H26 3.41 393,516 3,917 1991-04-27 33,851 

No.2 1 G12 3.40 395,834 4,516 1990-02-10 31,425 

No.2 2 G29 3.40 396,006 4,518 1990-02-10 31,425 

No.2 3 G28 3.41 395,427 4,500 1990-02-10 31,495 

No.2 4 G06 3.40 396,341 4,482 1990-02-10 31,844 

No.2 5 G27 3.40 397,147 4,486 1990-02-10 31,873 

No.2 6 G03 3.40 396,264 4,492 1990-02-10 31,598 

No.2 7 G11 3.40 395,504 4,483 1990-02-10 31,783 

No.2 8 G31 3.38 396,377 4,469 1990-02-10 31,923 

No.2 9 G23 3.39 396,907 4,480 1990-02-10 31,897 

No.2 10 G08 3.40 396,012 4,493 1990-02-10 31,753 

No.2 11 G09 3.41 397,696 4,526 1990-02-10 31,671 

No.2 12 G22 3.41 398,562 4,545 1990-02-10 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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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3. KN-12 No.2 수송용기의 핵연료집합체 설계 제원  연소 이력

Group 2 3 6 7 8

 Asembly ID G12 G29 G28 G03 G22 G09 G06 G11 G08 G27 G23 G31

Basket No. 1 2 3 6 12 11 4 7 10 5 9 8

Initial enrichment 3.41 3.40 3.40 3.39 3.38

Irradiation, EFPD

31425 31425 31495 31598 31617 31671 31844 31783 31753 31873 31897 31923

31495 31598 31873 31897 31923

Discharge Date

Cooling Time, yr

Power, MW/TU 28.451 28.544 28.792 28.814 28.837

Power, MW/assembly 11.665 11.703 11.805 11.814 11.823

Assembly Type

Cladding Material

Top/Bottom Nozzle

Guide Thimble

Assembly Weight

UO2

U metal

Weight of Cladding

Weight of other Structure mat.

  - Top Nozzle

  - Grid (8 ea)

  - Bottom Nozzle

  - Plunum spring

  - Top nozzle springe

31425

4

1107

31671

3.40 3.41 3.40

31844

1 5

11.639 11.79411.730

90-2-10

17.02

28.388 28.76628.610

Burnup, MWd/tU

0.96 kg/assembly (Inconel-718)

5.14 kg/assembly (Inconel-718)

7.25 kg/assembly (SS-304)

3.5 kg/assembly (SS-304)

7.15 kg/assembly (SS-304)

24 kg/assembly

16x16

465 kg/assembly

410 kg/assembly

105 kg/assembly

Zircaloy-4

SS-304

Zircaloy-4

594 kg

표 2.7-4. 집합체 구조재료별 무게

Weight (kg)

UO2 Zircaloy-4 SS304 Inconel-718 Total

Top Nozzle 7.25 0.96 8.21 

Plenum 5.39 3.5 0.65 9.54 

Fuel 465.00  465.00 

Fuel HW  98.61  3.84 102.45 

Bottom Nozzle  1.00 7.15  0.65 8.80 

Total 465.00 105.00 17.90 6.10 59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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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5. 선원항 계산 결과

표 2.7-6. 에 지에 따른 감마선 방출률

Energy Low(MeV) Energy High(MeV) 총 방출율(No.1 용기) 총 방출율(No.2 용기)

1.00E-02

5.00E-02

1.00E-01

2.00E-01

3.00E-01

4.00E-01

6.00E-01

8.00E-01

1.00E+00

1.33E+00

1.66E+00

2.00E+00

2.50E+00

3.00E+00

4.00E+00

5.00E+00

6.50E+00

8.00E+00

5.00E-02

1.00E-01

2.00E-01

3.00E-01

4.00E-01

6.00E-01

8.00E-01

1.00E+00

1.33E+00

1.66E+00

2.00E+00

2.50E+00

3.00E+00

4.00E+00

5.00E+00

6.50E+00

8.00E+00

1.00E+01

6.39E+15

1.85E+15

1.24E+15

3.76E+14

2.52E+14

3.05E+14

1.13E+16

1.72E+14

4.35E+14

1.07E+14

6.52E+11

3.93E+10

1.73E+09

1.25E+08

3.14E+07

1.26E+07

2.47E+06

5.25E+05

5.92E+15

1.73E+15

1.14E+15

3.48E+14

2.35E+14

2.54E+14

1.04E+16

1.40E+14

3.57E+14

8.68E+13

6.06E+11

3.47E+10

1.36E+09

8.42E+07

2.30E+07

9.24E+06

1.81E+06

3.84E+05

합계 2.25E+16 2.06E+16

    2) 차폐해석 모델

       차폐능 계산은 KN-12 수송용기에 한 차폐능 성능시험 조건과 

동일하게 습식 장 조건에 하여 MCNP5 코드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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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12 안 성분석 보고서의 제원에 기 하여 차폐 계산을 한 모델링을 

수행하 으며, ORIGEN-S에서 구해진 선원항을 토 로 운반용기의 제원  

차폐재료에 한 물성치를 반 하여 운반용기 표면의 선량율을 평가하 다. 

용기내의 냉각수는 상부 리드에서 90 cm 아래 높이까지 차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냉각수가 차지하는 이외의 공간은 헬륨 1기압 조건으로 

가정하여 계산을 수행하 다. 집합체는 연료와 피복 을 균일하게 

mixing하여 homogeneous 조건으로 모델링하 다. KN-12 용기에 한 

반경방향  축방향에 한 상세 모델링 형상은 그림 2.7-4와 같으며, 

용기내의 집합체 배치 패턴은 그림 2.7-5와 같다. 집합체의 상, 하부 노즐  

넘 지역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은 C0-60 선원이 균일하게 방출된다고 

가정하 으며, 선량환산계수로는 표 2.7-7의 ICRP-74 데이터를 사용하 다. 

선량율 계산을 한 tally는 원주방향에 한 평균값으로 모델링하여, 

원주방향에 하여 실제로는 측정치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상되는 각 축(0o, 

90
o, 180o, 270o)의 측정값에 하여 보수 인 결과 값을 나타내도록 하 다. 

평균값에 하여 각 축의 결과 값은 용기 상부와 하부의 경우 성자와 

감마선에 하여 최  1.2배, 측면의 경우 성자는 1.4배, 감마선은 1.7배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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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4. KN-12 축방향  반경방향 모델링. 

12 11

10 9 8 7

6 5 4 3

2 1 순번

○
Yellow 
Mark

그림 2.7-5. 핵연료 집합체 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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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7. 성자와 감마 선속-선량 환산인자 (ICRP-74) 

Neutron Energy (MeV) (Sv/h)/(neutron/cm2s)

 1.0E-9
 1.0E-8
2.53E-8
1.0E-7
2 .0E-7
5.0E-7
1.0E-6
2.0E-6
5.0E-6
1.0E-5
2.0E-5
5.0E-5
1.0E-4
2.0E-4
5.0E-4
1.0E-3
2.0E-3
5.0E-3
1.0E-2
2.0E-2
3.0E-2
5.0E-2
7.0E-2
1.0E-1
0.15
0.20
0.30
0.50
0.70
 0.90
1.00
1.2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
12.0
14.0
15.0
16.0
18.0
20.0

2.38E-2
3.24E-2
3.82E-2
4.64E-2
4.86E-2
4.90E-2
4.79E-2
4.64E-2
4.32E-2
4.07E-2
3.82E-2 
3.56E-2 
3.38E-2 
3.20E-2 
2.99E-2 
2.84E-2 
2.77E-2 
2.88E-2
3.78E-2 
5.98E-2 
8.53E-2 
1.48E-1 
2.16E-1 
3.17E-1 
4.75E-1 
6.12E-1 
8.39E-1
1.16E+0 
1.35E+0 
1.44E+0 
1.50E+0 
1.53E+0 
1.51E+0 
1.48E+0 
1.47E+0 
1.46E+0
1.44E+0 
1.46E+0 
1.47E+0 
1.51E+0 
1.58E+0 
1.73E+0 
1.87E+0 
1.94E+0 
2.00E+0
2.05E+0 
2.16E+0

  

Gamma Energy 
(MeV)

(Sv/h)/(photon/cm2s)

0.01
0.015
0.02
0.03
0.04
0.05
0.06
0.08
0.10
0.15
0.20
0.30
0.40
0.50
0.60
0.80
1.00
1.50
2.00
3.00
4.00
5.00

2.20E-4
2.99E-3
3.78E-3
2.92E-3
2.30E-3
1.98E-3
1.84E-3
1.91E-3
2.20E-3
3.20E-3
4.32E-3
6.48E-3
8.57E-3
1.05E-2
1.24E-2
1.58E-2
1.87E-2
2.48E-2
3.10E-2
4.00E-2
4.82E-2
5.58E-2

  다. 검사결과  평가

     차폐능 검사를 수행한 모든 지 에 하여 측정치와 계산치를 

비교하 다. No.1 수송용기에 한 측정치와 계산치 선량률 결과는 표 

2.7-8과 같으며, No.2 수송용기는 표 2.7-9와 같다. 측정 결과와 계산 결과의 

비교평가 결과 체로 계산치의 결과가 보수 인 에서 측정치를 잘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용기 상부와 용기 하부측면의 경우 다른 측정 

지 에 비하여 선량률이 상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사용검사 

시에 수송용기의 충격완충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부  하부 

트러니온 지 의 경우 계산 모델에서 트러니온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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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측정치에 비해 계산치가 상 으로 보수 으로 평가되었다. 한 

측정지  8  측정지  9와 상부 뚜껑 지 의 선량결과에서 보듯이 연료 

상부 빈 공간을 실제 측정 조건과 동일하게 헬륨 1기압 건식조건으로 

가정하 을 경우에도 차폐능이 충분히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수송용기 표면에 한 측정치와 계산치 선량평가 결과 KN-12 수송용기의 

선량 측정 결과가 체 으로 보수 인 선량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에 

따라 KN-12 수송용기는 최  설계치의 차폐성능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7-8. KN-12 No.1 수송용기의 차폐능 검사 선량률

치 각도
방사선량률 (μSv/h)

치 각도
방사선량률 (μSv/h)

감마
(측정치)

감마
(계산치)

성자
(측정치)

성자
(계산치)

감마
(측정치)

감마
(계산치)

성자
(측정치)

성자
(계산치)

1 - 100 165.7 520 768.6

10

0˚ 20 60.4 11 13.8

2 0˚ 30 42.8 360 534.1 90˚ 20 60.4 12 13.8

3 270˚ 30 42.8 220 534.1 180˚ 20 60.4 12 13.8

4 180˚ 30 42.8 210 534.1 270˚ 30 60.4 11 13.8

5 90˚ 30 42.8 200 534.1

11
6 - 80 166.8 330 414.6 90˚ 10 66.9 3.4 10.0

7

0˚ 20 298.3 110 108.3

90˚ 20 298.3 96 108.3 270˚ 10 66.9 3.0 10.0

180˚ 20 298.3 93 108.3

12

0˚ 300 482.2 3.7 7.1

270˚ 20 298.3 100 108.3 90˚ 300 482.2 3.6 7.1

8

0˚ 800 1222.8 1.6 40.8 180˚ 300 482.2 3.9 7.1

90˚ 800 1222.8 2.4 40.8 270˚ 300 482.2 3.6 7.1

180˚ 800 1222.8 3.3 40.8 13 - 50 169.8 0.4 7.7

270˚ 800 1222.8 2.3 40.8 14 0˚ 10 71.7 0.3 6.2

9

0˚ 15 270˚ 10 71.7 0.3 6.2

90˚ 10 150.3 4.5 29.7 16 180˚ 10 71.7 0.4 6.2

180˚ 17 90˚ 10 71.7 0.3 6.2

270˚ 10 150.3 5.5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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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9. KN-12 No.2 수송용기의 차폐능 검사 선량률

치 각도
방사선량률 (μSv/h)

치 각도
방사선량률 (μSv/h)

감마
(측정치)

감마
(계산치)

성자
(측정치)

성자
(계산치)

감마
(측정치)

감마
(계산치)

성자
(측정치)

성자
(계산치)

1 - 70 97.7 220 627.2

10

0˚ 30 58.5 9.8 10.8

2 0˚ 20 37.9 100 217.5 90˚ 30 58.5 8.5 10.8

3 270˚ 20 37.9 85 217.5 180˚ 40 58.5 8.6 10.8

4 180˚ 30 37.9 100 217.5 270˚ 30 58.5 9.6 10.8

5 90˚ 20 37.9 97 217.5

11

0˚

6 - 70 75.2 120 349.2 90˚ 5 54.0 4.2 5.6

7

0˚ 20 329.0 81 90.6 180˚

90˚ 20 329.0 60 90.6 270˚ 5 54.0 3.0 5.6

180˚ 30 329.0 61 90.6

12

0˚ 200 259.5 1.7 3.9

270˚ 20 329.0 64 90.6 90˚ 200 259.5 1.4 3.9

8

0˚ 600 841.8 2.1 31.1 180˚ 250 259.5 1.6 3.9

90˚ 400 841.8 1.4 31.1 270˚ 200 259.5 1.3 3.9

180˚ 800 841.8 2.3 31.1 13 - 40 136.6 0.6 4.4

270˚ 600 841.8 1.9 31.1 14 0˚ 30 63.1 0.3 2.9

9

0˚ 15 270˚ 30 63.1 0.3 2.9

90˚ 20 107.1 3.5 20.8 16 180˚ 30 63.1 0.4 2.9

180˚ 17 90˚ 30 63.1 0.3 2.9

270˚ 20 107.1 3.4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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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열 달  성 능 검사

   열 달검사는 사용후연료 집합체를 운반용기 내에 장 하여 정상상태에 

이른 후에 용기 표면온도를 측정하고 계산치와 비교함으로서 열 달성능을 

평가하 다.

  가. 검사방법  차 

      KN-12 수송용기에 12다발의 PWR 사용후연료를 장 한 후 

수송용기의 온도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 용기표면에서의 온도를 측정하고 

계산결과와 비교하여 열 달 건 성을 평가하 다. 온도측정을 하여 

K-Type 열   portable thermometer를 사용하 다. 고리 2호기에서 

연료를 장 하여 4호기로 수송한 다음 4호기 제염조 바닥에서 열 달시험을 

수행하 으며, 연료가 장 된 후 최소 5일이 경과 후 정상상태(Steady 

State)에 한 용기 표면온도를 측정하 다. 온도 측정 치는 용기의 외부 

뚜껑, 상부면, 외부의 상, , 하, 그리고 바닥면 등 총 12지 이다.

그림 2.8-1. 수송용기 표면온도 측정. 

  나. 열 달해석 

     수송용기 내부에서 발생되는 붕괴열이 용기표면에서 외부로 균일하게 

열 달 된다고 가정하여 용기표면의 평균온도를 이론 으로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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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12 수송용기에 장 된 PWR 사용후연료는 7.항의 방사선차폐 

성능검사와 동일한 조건이다. 사용후연료집합체 12다발의 붕괴열은 

ORIGEN-S 코드로 계산된 결과를 사용하 으며, No.1 수송용기의 경우 

4,967.5 W, No.2 수송용기의 경우 4,539.3 W이다. 

  수송용기의 표면에서는 류  복사에 의하여 외부로 열 달이 

이루어지며, 열 달 지배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q = hA(Ts - Ta) + σεA(Ts
4 - Ta

4)

    여기에서, q : 붕괴열(W), 

             h : 류열 달계수(W/㎡․K) 

             Ts : 용기 표면온도(K), 

      Ta : 기온도(K)

             σ : Stefan-Boltzmann 상수 (5.669E-8 W/㎡․K4)

             A : 용기 표면 (㎡), 

      ε : 표면 방사율 

  용기의 외부표면에서 기에 의한 자연 류 열 달계수는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5].

  • h = Nu k/L

    -          

    - Nu = 0.10(Gr Pr)
1/3 : Turbulent range 

        여기에서, Nu : Nusselt number

                  Gr : Grashof number

                  g : 력가속도 (m/s
2

)

                  β : 체 팽창계수 (1/K)

                  L : 수송용기 길이 (m) 

                  υ : 동 성계수 (㎡/s)

  와 같은 계식과 실험식을 이용하여 수송용기 표면에서의 

류열 달계수(h = 3.1 W/㎡-K)를 구하 다.

  복사열 달은 주로 고온에서 크게 일어나며, 같은 온도에서는 재료의 

방사율(emissivity)에 향을 받는다. 수송용기 표면의 상하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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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 스강, 앙부는 흰색으로 도색된 탄소강으로 구성되며, 방사율은 

KN-12 수송용기의 안 성분석보고서에서 제시된 값(상하부 : 0.4, 앙부 : 

0.93)을 고려하 다.

  류  복사에 의한 용기 표면온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하 다.  

  • q = hA(Ts - Ta) + σε1A1(Ts
4 - Ta

4) + σε2A2(Ts
4 - Ta

4)

     여기에서, 

     - 붕괴열(q) 

        . No.1 Cask : 4,967.5 W 

        . No.2 Cask : 4,539.3 W 

     - 용기 표면 (A) : 31.07 ㎡

       . 앙부(A1)  : 21.04 ㎡ 

       . 상하부(A2) : 10.03 ㎡ (바닥면은 단열조건으로 가정)

          * 용기 직경 : 1.942 m( 앙부), 1.832 m(상하부)

            용기 길이(L) : 3.449 m( 앙부), 1.285 m(상하부)

  열 달시험에서 기온도(Ta)가 16 ℃로 측정되었으며, 의 식에 의하여 

용기표면의 평균온도는 No.1 수송용기의 경우 37 ℃, No.2 수송용기의 경우 

35 ℃로 계산되었다.

  다. 검사결과  평가 

     방사선차폐 성능검사에서 사용된 핵연료집합체를 KN-12 수송용기에 

장 하고 수송용기 표면의 온도를 측정하여 열 달 성능을 검사하 다. 

표면온도를 측정하기 에 정상상태에 이르게 하기 해 집합체를 삽입한 

상태에서 5일 이상 유지시켰다.

  No.1 수송용기의 열 달시험 결과 기온도 16 ℃ 하에서 용기 

표면온도는 32 ~ 37 ℃로 측정되어 계산치인 37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한, No.2 수송용기의 경우 기온도 16 ℃ 하에서 용기 표면온도는 30 ~ 

35 ℃로 계산치인 35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KN-12 수송용기의 

열 달 성능이 충분히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 35 -

9 . 외 부 오 염 도  검사

   KN-12 수송용기 표면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치 이하여부를 평가하 다. 과학기술부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운반용기의 표면오염도 허용기 은 다음과 같다.

  - 제거성 표면오염도 허용기

   

구      분
최  허용 (300 ㎠ 당 평균값)

Bq/㎠ (μCi/㎠) dpm/㎠

 알 선을 방출하는 물질 0.4   (10-5) 24

 독성 알 선  베타, 감마선을 

 방출하는 물질
4.0   (10

-4) 240

  - 고착성 표면오염도 허용기  : 5 μSv/h

  가. 검사방법  차 

     수송용기 외부 오염도 측정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 방사선(능) 측정에 사용되는 모든 계측기는 유효기간 내에 교정된 

장비를 이용하 으며, 제거성 오염도 측정은 간  측정법인 smear 

법을 사용한다.

  - 수송용기를 제염조의 작업구조물 앙에 안착시킨 후에 표면을 깨끗이 

제염한 후 표면오염을 측정한다.

  - 제거성 오염도 측정은 수송용기를 90 ° 간격으로 4방향에 하여 높이 

방향으로 4군데씩 16군데와 용기 상하부 포함하여 총 18군데의 검사를 

수행하 다.

  - Smear paper를 문질러서 상당량이 제거될 수 있는 오염으로서 오염된 

표면 300 ㎠를 문지른 후 smear paper를 α-scintillation counter  

β-γ coun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 고착성 표면오염도 측정은 수송용기를 트 일러에 상차한 상태에서 

청정구역으로 이동하여 용기 상하부  트러니온 방향에 하여 

12군데의 검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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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기외부 표면의 모든 부 가 허용기 을 만족하면 합격으로 정한다. 

그림 2.9-1. 제거성 오염도 측정.

  

그림 2.9-2. 고착성 오염도 측정.

  나. 검사결과  평가

      KN-12 수송용기의 표면을 smear paper로 문질러 측정한 제거성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α 방출체의 경우는 back-ground 이하로 측정되었고, 

β-γ 방출체의 경우는 No.1 수송용기에서 0.02 Bq/㎠, No.2 수송용기에서 

0.023 Bq/㎠로 측정되어 법규에서 규정하는 허용치 4 Bq/㎠ 이하의 

오염도를 보여주었다.

  고착성 오염도 측정은 수송용기를 트 일러에 상차한 상태에서 

청정구역으로 이동하여 용기 상하부  트러니온 방향에 하여 12군데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하 으며, 최  방사선량률이 No.1 수송용기의 경우 0.03 

μSv/h, No.2 수송용기의 경우 0.01 μSv/h로 허용치인 5 μSv/h에 비하면 

훨씬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KN-12 수송용기는 법규에서 규정하는 

표면오염도에 한 요구조건을 충분히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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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운 반 용기 지 지  검사

  KN-12 수송용기의 운반용기 지지 (결속장치)에 한 육안  

비 괴검사를 수행하여 운반용기 지지 의 건 성을 평가하 다. 

 

  가. 검사방법  차 

     수송용기의 결속장치구조물(Tie-Down Structure)은 수송용기의 

량의 10배에 해당하는 이동방향의 수평분력, 5배에 해당하는 횡 방향 

분력  2배에 해당하는 수직방향에 한 분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실제 인 하 검사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송용기의 트러니온 

체결부  등 하  작용부 에 한 육안검사를 수행하여 변형유무를 

확인하고, 주요 부 에 하여 비 괴검사(MT 는 PT)를 실시하 으며, 

검사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 수송용기 안착부분 : 육안검사를 통하여 균열이나 변형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비 괴검사(PT 는 MT)을 실시하도록 한다. 

수송용기의 트러니온과 되는 부분에 힘이 생겼을 경우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며, 상부의 

안착부분에 쓰이는 고무패드도 잘 부착되었는가를 검사하여, 손상이 

발생된 경우 고무패드를 교체하도록 한다.

  - 구조물 용 부 : 용 부 에 한 육안검사를 통하여 균열이나 변형 

발생유무를 확인하고 주요 부 에 하여 비 괴검사(PT 는 MT)를 

실시하도록 한다. 

  - 볼트 고정부 : 트 일러와 고정되는 부분의 볼트 체결상태를 검하여 

볼트의 손상  유실 여부를 검사하여 결속장치가 트 일러 상 에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만일 체결볼트가 손상  유실 

되었을 경우 해당 볼트를 교체한 후, 체결한다.

  - 결속장치의 수송용기 체결부, 용 부분  볼트 체결부에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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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1. 수송용기 트 일러.

    

그림 2.10-2. 운반지지  비 괴검사.

  나. 검사결과  평가 

     수송용기의 운반지지 (결속장치 구조물)에 한 육안검사 결과 

운반용기 지지 의 손상이나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 결속장치 구조물의 

주요 용 부 에 하여 자분탐상시험(MT)을 수행하 고 트러니온 베어링 

 인양 안 장치 볼트에 하여 액체침투 탐상시험(PT)을 수행한 결과 

균열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아 운반용기 지지 의 구조  건 성이 충분히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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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KN-12 수송용기의 사용검사 인허가를 획득하기 하여 과기부고시 

2001-19호에서 규정하는 8개의 사용검사 항목  운반용기 지지  검사를 

포함한 총 9개 항목에 한 사용검사 차서를 작성하 다. 사용검사 차 

 평가방법에 하여 KINS와의 의를 통하여 차서를 확정하고 

차서에 따라 사용검사를 실시하 다. 사용검사 결과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건들을 만족하여 수송용기의 사용검사 인허가 획득을 한 

자료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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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사용후연료 수송용기( KN-12)  사용검사 차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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