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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development of evaluation technology for vibration and shock load characteristics and spent nuclear fuel structural integrity 
under normal conditions of transport is being condu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the first such research conducted in the Repub-
lic of Korea and, thus, previous international studies need to be investigated and will be referred to in the ongoing project. Before 2000, 
several studies related to measurement of vibration and shock loads on spent nuclear fuel were conducted in the US. US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conducted uniaxial fuel assembly shaker tests, concrete block tests, and multi-axis fuel assembly tests between 2009 and 2016. 
In 2017, multi-modal transportation tests including road, sea, and rail transport were also performed by research institutes from the US, 
Spain and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test preparation procedures, acceleration and strain measurement results, and finite-element 
and multi-body dynamics analysi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measured strain data, the preliminary conclusion was obtained that the 
measured strain was too small to cause damage to spent nuclear fuel rods. However, this conclusion is a preliminary conclusion that only 
reviews part of the results; a detailed review is being conducted in the US. The investig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on spent nuclear fuel 
structural integrity tests considering vibration and shock loads under normal conditions of transport in the US will be useful data for the 
project being conducted i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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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육상 및 해상을 통한 소외 정상운반 시 진동 및 충격하중에 대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 평가 기술 개발이 수

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사례는 전무하여 기존에 진행된 또는 현재 수행중인 해외연구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연

구에 참고하고자 한다. 2000년 이전 과거 미국의 사용후핵연료의 정상운반 시 진동 및 충격하중 측정 관련 연구현황을 조사

하였고 2009년부터 미국국립연구소 주관으로 실시한 단축가진시험, 콘크리트블럭 트럭운반시험, 다축가진시험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며 2017년 미국 SNL, 스페인의 ENSA, 한국이 공동으로 수행한 복합운반시험을 상세히 조사하였다. 시험 준비과

정, 절차, 가속도 및 변형률 측정결과, 유한요소 및 다물체동역학 해석과정 등이 조사되었다. 각 시험 별로 측정된 변형률 자

료를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 피로곡선과 비교한 결과 손상을 일으키기에는 매우 미미한 정도의 변형률이 발생한다는 초기 

결론을 얻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재 결론은 일부 결과만을 검토한 예비 결론으로 상세한 검토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 지금까지 수행한 사용후핵연료의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진동 및 충격하중 측정과 관련하여 조사된 내용은, 

국내 운반환경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정상운반시험을 수행할 때 참고할만한 유용한 자료라 판단된다.

1. 서론

국내에서 상업용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1978년부터 지금

까지 40여년을 지나오는 동안 여러 종류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되었고,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 습식 사용후핵연료 저장

조에 임시저장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임시저장하는 용량

은 곧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발전소 내부 또는 외부에 건식저장

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소 내 

임시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건식저장시설로 운반하

는 것이 근시일 내에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관련된 수송

작업 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외 사용후핵연료 관련 규제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국

내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64호에‘사용후핵

연료는 취급, 운반 시 기계적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포장되

어야 하며, 운반용기는 운반 시 사용후핵연료에 손상이 가

지 않도록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1]. 한편 

미국의 10CFR71 [2]에서는 정상운반조건에서는‘운반 중(도

로, 철도 등) 충격, 진동’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

며, 이 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고 되어있다. 

사용후핵연료의 특수성과 국내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

할 때 사용후핵연료의 운반은 육상과 해상을 거쳐 운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의  

운반과정, 특히 진동 및 충격하중에 대한 사용후핵연료의 건

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사례가 전무한 실

정이다.

유럽, 일본 등 국외에서도 주로 운반용기의 인허가를 목

적으로 한 인허가 요건과 관련된 시험만이 주로 수행되어, 실

제 정상운반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에 작용하는 하중과 변형

률을 측정하는 연구는 거의 수행된 바가 없다. 주로 미국 국

립연구소 주관으로 운반 중 발생하는 하중측정이 2000년대 

이전 주로 수행되었고, 최근 복합모드운반시험을 비롯하여 

여러 관련된 시험이 수행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해외

연구사례를 요약하였으며 이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시험에 

기반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2000년 이전 미국의 연구사례

미국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육상 및 철도로 운반할 때 

발생하는 진동과 충격하중을 1970년대부터 꾸준히 측정해왔

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진동하중은 하중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위 99%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위 1%는 충격하중이라 가정

한다[3]. 진동하중은 일반적으로 가속도의 크기(amplitude)

를 주파수의 함수로 나타내어 그래프를 그리며 충격하중은 

동일한 입력 신호를 부여했을 때 고유진동수가 다른 1자유도 

스프링-질량 시스템 각각의 최대 가속도(peak accel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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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도시화한 충격응답선도(shock response spectrum)를 도

시화하여 그 특성을 파악한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는 Fig. 1에서와 같이 주로 트럭 

또는 기차를 이용하여 운반되기 때문에, 운반용기는 트럭에 

탑재하는 트럭용 운반용기(truck cask)와 기차용 운반용기

(rail cask) 2가지로 분류된다[3]. 미국 NRC 웹페이지[4]의 정

보에 따르면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트럭용 운반용기는 

25톤 정도의 총 중량에 PWR 사용후핵연료 4다발 정도를 운

반하는 소형용기를 지칭한다. 한편 기차용 운반용기는 125

톤 정도의 총 중량에 PWR 사용후핵연료 26다발 정도를 운

반하는 대형용기를 지칭하는데, 과거에 사용되었던 운반용

기가 그러하였다는 것으로 분류체계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으로 보인다.

1970년도부터 2000년 이전까지 수행된 사용후핵연료 운

반용기의 진동 및 충격하중 측정과 관련된 연구 대부분은 운

반용기와 운송수단(트럭 또는 기차)의 경계(interface)에서 

측정되는 가속도를 기록하였다[3]. 이러한 문헌에서는 운반

용기가 완전히 강하게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운반용기와 운

송수단의 경계에서 측정된 가속도가 운반용기에서 측정된 

것 보다 보수적일 것이라 예상하였다[3].

2000년 이전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를 트럭 및 기차로 

운반할 때 진동 및 충격하중을 측정한 연구들이 Table 1에 

정리되어 있다. Table 1에서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면 트럭과 

철도 운반조건에 대해 운반용기 중량이 4.5톤에서 64톤에 이

르기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시험이 수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형률은 측정되지 않고 운반용기와 운송수단 

연결부의 가속도가 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진

동 및 충격하중의 경향은 파악할 수 있으나,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문헌 [3]에

서는 측정된 시험자료로 사용후핵연료 해석모델을 개발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도 포함되어 있다. 해석 결과 최대인장응

력은 155 MPa, 최대 spacer grid의 pinch force는 80.1 N 이

라고 나타나 있다. 

3. 2000년 이후 미국의 연구사례

최근 미국에서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를 정상운반 할 

때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2009년부터 미국  

Fig. 1. Classification of spent nuclear fuel transportation cask [3].

(a) Truck Configuration

(b) Rail Configuration

Fig. 2. Truck and rail cask [4].

TYPICAL SPENT FUEL TRANSPORTATION CASKS

Impact Limiter

Impact Limiter

Neutron Shielding Shell

Neutron Shielding Shell

Neutron Shielding

Neutron Shielding

Closure Lid

Closure Lid

Basket

Basket

Inner Steel Shell

Inner Steel Shell

Lead Gamma Shielding

Lead Gamma Shielding

Outer Steel Shell

Outer Steel Shell

Generic Truck Cask for Spent Fuel

Generic Rail Cask for Spent Fuel

Typical Specifications
Gross Weight (including fuel) : 50,000 pounds (25 tons)
Cask Diameter : 4 feet
Overall Diameter (including Impact Limiters) : 6 feet
Overall Length (including Impact Limiters) : 20 feet
Capacity : Up to 4 PWR or 9 BWR fuel assemblies

Typical Specifications
Gross Weight (including fuel) : 250,000 pounds (125 tons)
Cask Diameter : 8 feet
Overall Diameter (including Impact Limiters) : 11 feet
Overall Length (including Impact Limiters) : 25 feet
Capacity : Up to 26 PWR or 61 BWR fuel assemb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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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 DOE) 주관으로 시작되었

으며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하기 이전에 현재 보유

한 기술은 무엇이고 필요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기술들

은 어떤 것인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건전성 평가기술이 우선수위가 높은 연구 항

목으로 조사되었다[6, 7]. 

먼저 미국 샌디아국립연구소(Sandia National Laborato-

ries, 이하 SNL)는 도로 운반을 모사하는 모의 핵연료집합체

의 단축가진시험을 2013년에 수행하였고, 모의 핵연료집합

체와 바스켓, 운반용기 무게의 콘크리트를 트럭에 싣고 실

제 도로를 주행하여 지면으로부터 발생되어 핵연료집합체에  

전달되는 진동 및 충격 하중자료를 2014년에 취득하였다. 오

크리지국립연구소(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

Authors Year Rail/road Cargo Comments

Foley & 
Gens 1971 Both 13.6 tonne shipping cask Evaluates light cargo, particularly for the rail-shock - response spectrum. 

Dynamic environments were similar for truck and rail.

Magnuson & 
Wilson 1977 Both No-load to 13.6 tonnes; 

4.5 tonne for rail coupling tests

Evaluates light cargo. Provides a summary of earlier test results,  
including seven different truck and tractor-trailer configurations.  
Observed that shock decreases as cargo weight increases.
Provides shock response spectra, bounding single pulse representation,  
and rail-coupling data.

Magnuson 1977 Truck 20-tonne spent fuel 
shipping cask

Provides shock response spectra and single pulse representation. 
Evaluates heavy cargo.

Magnuson 1978 Truck 25-tonne spent fuel 
shipping cask

Provides shock response spectra and single pulse representation. 
Evaluates heavy cargo.

Forest 1979 Both Large concrete blocks 
containing shipping modules

Accelerometers were placed on both concrete and shipping modules
Data reduction was incomplete. Rail-coupling tests were performed.

Magnuson 1980 Rail-coupling 
only 36 to 64 tonne casks

Evaluates different rail car designs. Provides shock response spectra 
and single pulse representation. 
Evaluates heavy cargo.

Magnuson 1982 Rail 45-tonne cargo
Provides shock response spectra.
Includes no equivalent pulse.
Evaluates heavy cargo.

Glass & 
Gwinn 1986 Truck 14.1 tonne to 16.8 tonne casks

Road simulator was used. Predictive analytical method was  
developed. Includes no shock response spectra or equivalent 
pulse. Work recognizes the questionable interpretation of earlier  
transportation data, particularly for tie-down loads.

Glass & 
Gwinn 1987 Truck TRUPACK (Type B package) 

22.7 tonne gross weight

Acceleration-time signals were reduced to power spectral densities. 
There give the vibrational energy as a function of shock response 
spectra. Includes no equivalent pulse. The type B package was  
evaluated.

Table 1. Studies on shock and vibration load during normal transport of spent nuclear fuel in the United States before the year 2000 [3]



JaeHoon Lim et al. : International Research Status on Spent Nuclear Fuel Structural Integrity Tests Considering Vibration and Shock Loads Under 
Normal Conditions of Transport

JNFCWT Vol.17 No.2 pp.167-181, June 2019 171

에서는 조사된 연료봉의 핫셀 내 피로시험을 수행하여 연소

도별로 핵연료봉이 견딜 수 있는 최대변형률의 크기를 평가

하고, 위의 SNL의 실제 정상운반시험에서 얻은 진동 및 충격

하중자료를 바탕으로 핵연료집합체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시험결과를 기반으로 해석적으로 검증하고 비

교 평가하는 연구가 퍼시픽노스웨스트국립연구소(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이하 PNNL) 에서 수행되었

는데, 도로, 트럭, 지지대, 운반용기, 바스켓, 핵연료집합체로 

하중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면으로부터 발생된 운반하중이 

증폭되거나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 DOE 주관으로 SNL, PNNL, 스페인 ENSA 및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하여 상용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를 

이용한 복합운반시험(Multi-modal Transportation Test)을 

2017년에 수행하였다. 경수로 모의 핵연료집합체를 장입한  

스페인 ENSA의 상용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ENUN 32P를 

지지대 위에 장착하여 도로, 철도, 해상으로 운반하며, 이 과

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충격하중이 운반플랫폼에서 운반

용기를 거쳐 모의 핵연료집합체로 어떤 경로로 얼마나 전

달되는지를 파악하였고, 측정된 모의 핵연료집합체의 변형

률 데이터와 핫셀에서 측정된 사용후핵연료의 피로곡선을 

바탕으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3.1 단축가진시험

2013년 미국 SNL에서는 NUREC/CR-0128 [8]에 포함된 시

험을 통해 측정된 하중자료를 이용한 단축가진시험이 수행

되었다[9, 10]. 기존에 측정된 하중자료를 바탕으로 수직방향

으로의 가진 함수를 생성하여 이를 사용후핵연료 집합체에  

Item
Uniaxial fuel 

assembly shaker 
(2013)

Truck test
(2014)

Multi-axis shaker
(2015)

Multi-modal 
Transportation Test

(2017)

Vehicle SNL vertical shaker truck DCL (Dynamic Certification Laboratory) 
6 d.o.f. shaker truck, ship, train

Input load
NUREC/CR-0128 (1978)

(vertical only)
(truck only)

measured loads 
(truck only)

NUREC/CR-0128 (1978) 
- truck

FCRD-UFD-2013-000325 
- estimated loads by FEM (LSDYNA) based on 
the measured loads by accelerometers on railcar

measured loads 
(truck&ship&train)

Excitation 
frequencies > 3 Hz all frequencies

(measured loads) > 1 Hz all frequencies 
(measured loads)

Cask without cask without cask 
(with concrete block) without cask ENSA Cask

Type 
of pellet did not simulated did not simulated simulated 

(Pb or Mo)
simulated 

(Pb or Mo)

Results strain
35 ~ 213 μm·m-1

max. strain
97 μm·m-1

It was difficult to fine the effect of 
different surrogate pellet 

(Pb-rod: avr. strain 170 μs)
(Mo-pellet: avr. strain 121 μs)
(Pb-pellets: avr. strain 129 μs)

max. strain
97 μm·m-1 (road)

max. acceleration on
fuel rods < 1 g  

(truck&ship&train)
1.3 g (rail)

Others - - Rail coupling shock event test was performed but 
it is not related to normal condition of transport -

Table 2. Studies on shock and vibration load during normal transport of spent nuclear fuel in the United States since the ye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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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ess-strain curve of Zircaloy-4 rod and result of uniaxial fuel assembly shaker test [10].

Fig. 5. Surrogate spent nuclear fuel assembly and location of Zircaloy tubes [10].

Fig. 4. Structure of general PWR spent nuclear fu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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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여 도출되는 가속도 및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시험은 Fig. 3과 같은 SNL에서 보유한 단축가진시험장치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17×17 모의 경수로 사용후핵연

료 집합체를 제작하여 시험이 수행되었다. PWR (경수로) 사

용후핵연료를 시험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미국에서 BWR 

(중수로)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가 수량

이 월등히 많고 일반적일 뿐 아니라, PWR 사용후핵연료가 

BWR 사용후핵연료에 비해 길이가 길고 유연(flexible)하기 

때문에 정상운반조건에서 보다 큰 변형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핵연료집합체는 Fig. 4에서와 같이 연료봉(fuel rod)과 

안내관(guide tube) 그리고 제어봉(instrument tube)으로 구

성되며 지지격자(spacer grids)에 의해 고정된다. 그 중 연료

봉은 외곽을 둘러싸는 환형 피복관(cladding)과 피복관 내부

에 위치하는 핵연료(UO2) 펠렛으로 구성된다. 이상적으로는  

고연소도이면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저장된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

지만, 이는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작업자 등의 피폭을 방

지하기 위해서 핫셀 내에서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기에 천문

학적인 비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해당 시험에서는 실제 사

용후핵연료와 유사한 질량과 강성을 가진 모의 사용후핵연

료집합체를 별도로 제작하여 시험이 수행되었다. 본 단축가

진시험에는 Fig. 5와 같이 납(lead)으로 제작된 봉(rod)으로 

펠렛을 모사하였고 피복관은 대부분 구리로 모사하였으며 3

개의 연료봉(Fig. 5에서 좌측 상단, 하단, 중앙에 위치한 연료

봉)만 실제 피복관 재질인 Zircaloy로 모사하였다.

사용된 하중자료는 700 mile (1,127 km) 동안 가속도계

로 측정된 진동 및 충격 하중으로 시험 1은 56,000 lbs (25,400 

kg), 시험 2는 44,000 lbs (19,960 kg) 하중으로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샘플링 주기(sampling rate)는 충격하중시험

의 경우 6,400 Hz, 진동하중의 경우 12,800 Hz이었고 운행속

도는 0 ~ 55 mph (0 ~ 88.5 km·h-1) 이었다.

시험 결과 측정된 변형률은 35 ~ 213 µm·m-1이었으며 이

는 Fig. 6에서와 같이 사용후핵연료의 파손을 일으키기에는 

매우 작은 수준의 변형률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사

용후핵연료가 아닌 운반시스템에서 측정된 충격 및 진동 하

중을 바탕으로 입력가진을 생성하여 시험을 수행하였기 때

문에, 운반시스템-운반용기-내부구조물-사용후핵연료집합

체로 전달되는 하중 경로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

계가 있다. 

3.2 콘크리트블럭 트럭운반시험

3.1절의 단축가진시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한 17×17 

PWR 모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이용하여 Fig. 7과 같이 

콘크리트블럭 트럭운반시험이 수행되었다[11]. 해당 시험에

서는 Zircaloy-4 연료봉이 1개만 사용되었다. 실제 트럭 위

에 운반용기의 질량을 모사한 대형 콘크리트 블록을 싣고 그 

위에 바스켓과 모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Fig. 8에서와 같

이 볼트로 결합하여 운반시험을 수행하였다. 운반시험은 미

국의 Albuquerque지역에서 총 40.2 mile (65 km)의 거리 동

안 진행되었다.

3.1절에서 소개된 단축가진시험과 3.2절에서 소개된 콘

크리트블럭 트럭운반시험과 관련하여 PNNL에서 모델링과  

Fig. 7. Over-the-road truck test [11].

Fig. 8. Connection between concrete block and surrogate spent nuclear 
fuel assembly [11].

Concrete simulates mass of a truck cask

Location of triaxial accelerometers

Basket/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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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을 수행하였다[12]. 여러 매개변수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

목을 Table 3에서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 시점까지 

수행된 연구로는 평가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

이 정리하였다. 

- 지지대(cradle)의 하중 전달성

- 지지대 설계의 영향

- 지지대의 모드해석

- 지지대가 하중을 증폭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진행된 점

또한 콘크리트블록 트럭운반시험 결과를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해석결과가 시험결

과와 비교하여 변형률 50 µs 이내임을 확인하였으며, 최

대 200 µs 정도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시험결과 측정

된 변형률이 유한요소해석의 최소 오차범위인 ±350 µs 이

내이기 때문에 해석의 정확도를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기술

되어 있다[13].

콘크리트블록 트럭운반시험의 결과로 도출된 가속도와 

단축가진시험의 자료가 Fig. 9에 나타나 있다. 0 ~ 25 Hz 범

위에서는 단축가진시험에서 도출된 가속도가 콘크리트블록 

트럭운반시험에서 발생한 가속도보다 큰 값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핵연료봉의 관점에서는 1 ~ 100 Hz 범위의 주파수

의 가진력이 중요하다. Fig. 10의 (a)와 같은 운반용기-지지

대 구조물의 경우 50 Hz 정도의 고유진동수를 가지는데 비

해 (b)와 같은 콘크리트질량모델의 경우 300 Hz 이상의 고

유진동수를 가진다[13]. Fig. 11에 각각의 주파수응답함수가 

나타나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두 모델의 해석결과는 상당

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14]. 예를 들어 Fig. 12에서

와 같이 50 Hz로 가진력이 발생한다면 콘크리트질량모델에

서는 입력 가진력 이하로 가진되지만, 운반용기-지지대 구

조물의 경우 가진력이 3배 이상으로 증폭되게 된다. 따라서  

콘크리트질량모델의 경우 하중전달경로에 따른 하중의 증폭 

또는 감소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Item

High sensitivity

Cladding elastic modulus 
Spacer grid stiffness 
Spacer grid location 
Gaps between the assembly and the cask

Moderate sensitivity

Fuel assembly basket location 
In-reactor fretting wear 
Influence of control components 
Pellet-to-clad bonding

Low sensitivity

Cladding yield stress 
Fuel rod location in assembly 
Temperature distribution 
Fuel rod damping 
Pin pressure influence

Table 3. Parameter sensitivity analysis result [12]

Fig. 10. Cask-cradle structure and fuel assembly with concrete block [13].

(a) Cask-cradle (b) Assembly-concrete

Fig. 9. Result comparison between over-the-road test and uniaxial fuel 
assembly shaker test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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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행되는 시험에서는 이러한 영향을 적절히 반

영할 수 있도록 시험모델을 제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3 다축가진시험

미국에서는 철도를 통한 운반을 주된 운반경로로 여

기고 있기 때문에 레일운반하중에 대한 가진시험을 추가

로 수행하였다[15]. 기존의 SNL에서의 단축가진시험은 트

럭에서 측정된 하중 중 수직방향하중만 고려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지만 다축가진시험에서는 기존의 트럭운반하

중에 레일운반하중까지 고려하였으며, 수직방향뿐 아니라,  

병진운동 3방향, 회전운동 3방향의 6자유도로 가진하여 집합

체의 가속도 및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미국 DCL (Dynamic Certification Laboratory)의 6축  

가진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트럭하중은 단축가

진시험과 동일하게 NUREC-0128의 하중자료를 사용하였으

며 레일의 경우 FCRD-UFD-2013-000325 [12] 보고서에 기

술된 레일운반하중을 LS-DYNA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여 집합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SNL의 단

축가진시험의 경우 3 Hz 이상의 가진주파수만 적용 가능하

였지만, DCL의 다축가진장치는 1 Hz 이상의 가진주파수가 

적용이 가능하였다. 기존에 수행된 시험에서는 사용후핵연

료봉의 펠렛을 단순히 납봉으로만 모사한 것에 비해 본 다

축가진시험에서는 봉이 아닌 실제로 펠렛을 Molybdenum

과 납(lead)으로 모사하여 시험하였다. 추가적으로 열차  

차량을 연결 할 때 발생하는 충격(rail coupling shock event)

와 관련된 시험 또한 수행하였지만, 이는 정상운반조건에 관한  

시험은 아니다.

Fig. 13. Fuel assembly with basket on multi-axial fuel 
assembly shaker [15].

Fig. 12. Acceleration of cask-cradle structure and fuel assembly with 
concrete block with 50 Hz excitation [14].

Fig. 14. Surrogate pellet and rod [15].

(a) Copper tube with Pb rod (b) Zircaloy-4 tube with 
molybdenum pellet

Fig. 11. Frequency response function of cask-cradle structure and fuel 
assembly with concrete block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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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축가진시험 수행 결과 이전의 수행된 시험에서와 마

찬가지로 주어진 하중이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펠렛을 모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결과 차이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축가진시험 역시 하중전달 경로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하

였다는 한계가 있다. 

3.4  복합모드운반시험 (MMTT, Multi-Modal 

Transportation Test)

미국의 DOE의 주관으로 SNL, PNNL 및 스페인의 ENSA

가 협력하여 상용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를 이용한 복합

모드운반시험(Multi Modal Transportation Test, MMTT)이 

2017년에 수행되었다. ENSA에서 제공한 ENUN 32P 운반용

기에 경수로 모의 핵연료집합체를 장입하여 도로, 철도, 해

상으로 운반하여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충격하중에  

대한 모의 핵연료집합체의 건전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용후핵연료는 처분 이전 상당 기간 동안 건식저장

될 것이며 그에 따라 열화(aging)가 진행되어 연료봉의 열화

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최근에는 저장 전 

원자로내에서 더욱 높은 연소도로 연소되기 때문에 기존보다 

연료봉의 열화가 더욱 심하게 발생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

한 요인을 고려하여 최근 미국에서는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가 저장 전 건조될 때, 장기 저장될 때 그 특성이 어떻게 변하

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과연 사용후핵연료가 정상운반

조건에서 건전성을 유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미국(SNL), 스페인(ENSA), 한국(한국원자력연료에서  

모의 핵연료봉 제공)의 모의 핵연료집합체가 ENSA ENUN 

32P 운반용기에 탑재되었다. 나머지는 dummy 핵연료집합

체로 채워졌다. ENSA의 ENUN 32P 운반용기는 현존하는 

NRC에서 승인 받은 TN-32 운반용기와 유사하다. 미국 SNL

과 PNNL은 전반적인 시험준비와 계측을 담당하였으며 스페

인의 ENSA는 운반용기를 제공하였다. 바스켓, 운반용기, 지

지대, 플랫폼(트럭, 기차)의 가속도가 측정되었으며 복합모

드운반시험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가 Table 4에 나타나 있다.

3.4.1 운반용기

Fig. 15와 같은 ENUN 32P [16]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현

존하는 NRC에서 승인 받은 운반용기들과 그 크기 및 특성이 

유사하다. 적재하중(loaded weight)은 120톤이며 충격완충

체를 포함하면 137톤에 이른다. 충격완충체를 제외한 총 길

이는 2.65 m이다.

Measured data Days: 54 days 
Approx. 8 TB

Test modes

Heavy-haul truck test 
Coastal sea shipment
Ocean transport 
Rail transport

Period 2017.05 ~ 2017.10

Cask ENSA ENUN 32P, 
a commercial dual-purpose package

Table 4. Basic information of MMTT

Fig. 15. ENSA ENUN 32P Cask [16].

Fig. 16. Established data acquisition system for MMT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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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데이터 계측 시스템

2개의 40채널 Siemens사의 DAQ를 사용하여 운반 

시험 중 발생한 진동 및 충격하중을 계측하였다. 가속도계  

40채널과 변형률측정게이지 37개, 총 77채널에서 데이터가 

측정되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환경에서의 원활한 데이

터 계측을 위해 대용량의 배터리기반 전원공급시스템도 함

께 제작되었다. 배터리의 중량은 약 4,000 lbs (1,814 kg),  

배터리와 데이터계측시스템의 연결, 데이터계측시스템과 운

반플랫폼, 운반용기, 내부구조물, 모의 사용후핵연료집합체

에 설치된 77개의 가속도 및 변형률 센서를 연결하는 케이

블의 총 길이는 약 1.17 mile (1.88 km) 에 달하였다. 운반 

용기와 각국의 모의 사용후핵연료집합체, 운반시스템에 부

착된 변형률 및 가속도센서의 부착위치가 Fig. 16에 나타

나 있다. 각국에서 핵연료봉에 부착한 변형률측정게이지와  

가속도계의 수량은 Table 5에 나타나 있다.

3.4.3 전체시험경로

시험의 전체 시험경로가 Fig. 18에 나타나 있다[17]. 가

장 먼저 스페인 ENSA에서 운반용기조작시험(cask handling 

test)을 수행하였고, 스페인에서 도로트럭운반시험(heavy-

haul truck test)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벨기에까

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연안항해시험(coastal sea shipment)

Location
Strain Acceleration

USA Spain Korea USA Spain Korea

Fuel rods 18 18 1 5 5 3

Basket - - - 6 6 6

Cask - - - 6 6 6

Cradle - - - 6 6 6

Platform (trailer) - - - 9 9 9

Table 5. Number of channels per location of transportation system

Fig. 17. Sensor location on surrogate spent nuclear fuel assembly and transportation system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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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으며 벨기에에서 미국 볼티모어로 해상 운송하

는 대서양항해시험(ocean transport)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철도를 통해 TTCI (Transportation Technology 

Center Inc.)까지 운반하는 기초철도운반시험(preliminary 

rail transport)이 수행되었으며 TTCI에서 각종 철도운반관

련 시험 즉 심화철도시험(testing at TTCI)이 수행되었다.  

그 후 다시 역순으로 ENSA에 도착하였다.

3.4.4 운반용기조작시험

처음 수행한 시험은 운반용기를 수직 위치에서 중간저장 

패드에 위치시키는 것을 모사하는 것으로 운반용기거치대

(cradle)에 올려 놓는 운반용기조작시험을 시험하였다. 3명의  

서로 다른 크레인 작업자에 의해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콘크

리트 패드에 운반용기가 놓일 때 그 힘의 크기를 다르게 하

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Test
Strain (με) Acceleration (g)

Assembly Platform Cask Cradle Basket Rods 

Cask handling test 87 - 1.3 - 8.5 9.68

Heavy-haul truck test 86 4.2 0.2 0.2 0.2 0.74

Coastal sea shipment 20 0.86 0.3 0.3 0.3 0.3

Ocean transport 20 0.38 0.2 0.2 0.2 0.2

Rail transport 47 *8.4 0.42 0.7 0.4 1.3
* : Local value

Table 6. Measured data during MMTT

Fig. 19. Magnitude of the measured stress (s-n curve for Zircaloy-4 rod) [1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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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3

Stress amplitude based on maximum
strain of 100 µin./in.

Est. range of vibration cycles 2000-mile rail trip

No failure

Est. shock cycles 2000-mile rail trip 

Fatigue design curve( ) : O'Donnel and Langer, "Fatigue Design 
Basis for Zircaloy Components", Nucl. Sci. Eng., 20,  1, 1964. 
(cited in NUREG-0800, Chapter 4)

Data plot courtesy of Ken Geelhood, PNNL
The large circles are ORNL HBR data

Fig. 18. MMTT route [17].

Ocean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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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vy-haul truck testRail transportTT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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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운반용기에서 측정된 최대 가속도는 0.15 g, 

최대 변형률은 87 µm·m-1이었다. 운반용기조작시험(cask 

handling test) 이후 운반용기는 배터리와 데이터계측시스템

에 연결되었으며 가속도계가 바스켓, 운반용기, 운반용기 거

치대, 운반시스템 및 모의 핵연료집합체에 설치되었다.

3.4.5 도로트럭운반시험(Heavy-haul truck test)

육상운송시험을 위해 16개의 축이 있는 110 ft (33.5 m)

길이의 트럭에 운반용기를 거치하였다. 트럭 트레일러에는 

3세트의 3축 가속도계를 부착하였다. 

트럭은 ENSA가 위치한 북스페인 Maliano에서 출발하여  

Burgos를 거쳐 돌아왔다. 3일, 400 km의 여정이었다. 그 결

과 3일 동안 353 GB의 ASCII 데이터가 생성되었으며 이 때 

집합체에서 측정된 최대 가속도는 0.74 g, 최대 변형률은  

86 µm·m-1이다. 

3.4.6 쩨브뤼헤(Zeebrugge, 벨기에) 향 연안항해시험

도로트럭운반시험 이후 운반용기 및 거치대는 스페인의 

Santander 항구에서 Autosky 호에 선적되었다. 트럭으로부

터 선박 플랫폼으로 이동 시 운반용기 조작시험을 추가로 수

행하였다. 그 결과 4일 동안 471 GB의 ASCII 데이터가 생

성되었으며 측정 결과 집합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0.3 g 이

하, 변형률은 20 µm·m-1 이하로 매우 작은 크기의 변형률과  

가속도가 측정되었다.

3.4.7 볼티모어(Baltimore, 미국) 향 대서양항해시험

미국 볼티모어에 도착해서 1.3 TB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고 30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하여 베터리를 충전하였다. 벨

기에 쩨브뤼헤항에서 Tarago 호에 선적하여 미국 볼티모어

에 도착하였다. 시험 결과 집합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0.2 g 

이하, 변형률은 20 µm·m-1 이하로 매우 작은 크기의 변형률

과 가속도가 측정되었다.

3.4.8 시험 별 측정결과 요약

각 시험별로 측정된 가속도 및 변형률 결과를 Table 6

에 요약하였고 그 결과를 사용후핵연료봉 피로곡선[18]과 

비교한 것이 Fig. 19에 나타나 있다[19. 20]. 그래프 아래

쪽 수평으로 그려진 선이 정상운반시험 중 측정된 최대변

형률에 해당하는 응력값인데, 이 값이 Zircaloy-4 사용후핵

연료 피복관의 피로곡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값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상운반과정에서 측정된 변형률은 사

용후핵연료 피복관에 손상을 일으키기에는 매우 미미한 정

도의 변형률임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현재 결론은 일부 결

과만을 검토한 예비 결론으로 측정 데이터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검토가 진행 중이며 재료열화연구, 사용후핵연료봉의  

피로곡선개발 연구 등 또한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3.4.9 시험결과분석 및 추가수행연구

복합모드운반시험 수행결과 측정된 가속도 및 변형률 자

료를 바탕으로 운반시스템을 통한 하중전달경로분석, 사용후

핵연료봉의 피로 손상도 검토 등이 수행중이다[21, 22]. 하중

전달경로분석결과 대체적으로 운반시스템 플랫폼에서 운반

용기 거치대(cradle), 운반용기로 갈수록 전달되는 하중의 크

기가 감소하지만, 운반용기에서 내부구조물, 바스켓, 집합체, 

모의 사용후핵연료집합체로 갈수록 하중의 크기가 증폭됨이 

확인되었다[21]. 또한 철도운반시험을 수행할 때에 거치대와 

운반용기 사이에 적용한 고무패드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가진시험이 추가로 수행되었다[22]. 향후에는 운반시스템의 

설계가 변경되어도 현재 도출된 결론인‘정상운반조건에서 

사용후핵연료봉의 건전성이 유지된다’는 결론이 유효한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수행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22].

미국의 경우에는 주요 운반모드로 철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철도운반시험결과와 TTCI에서의 수행한 심화

철도시험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 중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운반모드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리적 여건에 따라 도로 또

는 해상으로 운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 정상운반

시험 수행 및 데이터 분석 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국내에서 육상 및 해상을 통한 소외 정상운반 시 진

동 및 충격하중에 대한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 평가 기술 개

발이 수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사례는 전무하여 

본 논문에서는 최근 진행된 해외연구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연구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2000년 이전 과거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정상운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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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및 충격하중 관련 연구현황을 조사하였고, 최근 미국 

SNL, 스페인 ENSA, 한국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한 복합운

반시험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였다. 데이터 계측시스템을 

구성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결

과는 어떠하였는지를 기술하였다. 현재 초기 시험결과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정상운반시험에서 발생하는 하중에 의해  

사용후핵연료봉에 발생하는 변형률은 피로 파괴를 발생시키

기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서 그 결과

에 대한 세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봉의 피

로곡선개발과 관련된 연구도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

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미국의 연구결과 발표를 관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 기술된 내용은 국내에서 수행할 예정인 정

상운반시험에 유용한 기반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

겨지며 미국 연구팀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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