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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nuclear power plant containment buildings, which are made of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SFRC) and subject to aircraft crash, is examined by finite element analyses. The applied loads by aircraft crash against the 

buildings are modeled using Riera impact load function and by the varying aircraft contact area with respect to time. CSCM concrete 

model in LS-DYNA is employed to model SFRC. The parameters for the material model are determined from SFRC strength 

prediction models. Based on the volume ratio of steel fiber in SFRC,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nuclear containment buildings 

subject to aircraft crash are analysed using a commercial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LS-DYNA. The safety assessments of the 

buildings subject to the crash are discussed and the effectiveness of SFRC for nuclear power plant containment building on the 

increase of aircraft crash resistance is also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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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형 원자력 발 소 사고는 막 한 인명피해와 경제 , 환

경  피해를 수반하므로 원자력 발 소 련 시설의 안 성 

평가는 발생 가능한 모든 극한의 상황을 고려하여 수행되어

야 한다. 2001년 미국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의 여객용 항

공기에 의한 테러발생 이후 원  격납건물에 한 여객용 항

공기 충돌의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2009년 10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50.150(U.S. NRC, 2009)에

서는 항공기 향평가에 해 원  설계 시 미국 내 장거리 

항공편 상업 항공기의 충돌에 한 향을 반 하도록 개정

되었다.

항공기 충돌에 한 비설계의 요성이 부각되면서 극한

의 상황에 한 보수 인 설계를 기본으로 하는 원  구조물 

설계의 특징을 고려하여, 그 구조의 설계와 건설의 변경없이 

시공재료를 체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 

표 으로, 기존의 콘크리트에 강섬유(Steel Fiber)를 첨가함

으로써 콘크리트의 기계  성능을 개선한 강섬유보강콘크리

트(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SFRC)의 사용이 

제안되었다. 국내에서 운용 인 다수의 원  격납건물은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RC) 구조물로 되어 있

으므로, 기존의 콘크리트를 강섬유보강콘크리트로 체함으

로써 기존 설계의 변경없이 격납건물의 보강이 가능할 것이

다. 지 까지 원  격납건물에 한 섬유보강콘크리트(Fiber 

Reinforced Concrete:FRC)의 용 연구는 기존의 실험결

과를 이용한 Steel Fiber를 용하 을 시 격납건물의 지진

취약도 평가(Kim et al., 2011)와 FRC 벽체에 한 미사

일 충돌에 한 항성 평가(Jin et al., 2012) 등이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이 에 연구된 부분의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에 한 연구는 재료  특성분석에 한 연구가 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어, 구조물 거동 측에 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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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Description
Prediction Model

Cylinder 

Compressive 

Strength


′ 0.84

′ 0.046
′ 1.08(MPa)

Split Tensile 

Strength

 0.63
′  0.288

′ 
0.052(MPa)

Poisson's 

Ratio
 0.1

′  0.0001
′ 0.012

Table 1 Strength Prediction Model of SFRC

(%)  
′ (MPa) (MPa)  연성도비

0.5 0.275 41.3 4.93 0.196 1.12

1.0 0.550 42.2 5.50 0.200 1.23

1.5 0.825 43.1 6.06 0.205 1.41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SFRC

본 연구는 여객용 항공기 충돌 시 강섬유보강콘크리트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원  격납건물의 구조  거동을 유한요

소해석을 이용하여 살펴 본 것으로, 기존에 제안된 강섬유 

보강콘크리트의 강도 상모델을 이용하여 강섬유의 함유량에 

따른 원  격납건물의 항공기 충돌에 한 구조  거동을 상

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하여 해석하

다.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항공기 충돌에 한 원  격납건

물의 항성을 평가하 으며, 보수 인 안 성이 요구되는 

원  격납건물에 강섬유보강콘크리트를 용할 경우 항공기 

충돌에 한 항성 증  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고

찰되었다.

2. 강섬유보강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SFRC)는 무근콘크리트를 포함한 일

반 콘크리트에 이용하면 강섬유(Steel Fiber) 혼입률이 증

가할수록 그 인장강도, 휨강도  피로강도가 개선되기 때문

에 구조물의 두께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철근콘크리트

(RC)와 병용하면 부재의 단내력을 증 시킬 수 있기 때문

에 특히 내진성이 요구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효과 이

다. 이와 같이 인성이 우수하다는 것은 충격력이나 폭발력에 

한 항성  내진성이 큰 것을 의미한다. 한 재료 자체

의 높은 에 지 흡수 능력은 요 사회기반시설이나 구조물

들에 한 충격 하 하의 항성을 증가시켜 항공기 충돌, 

지진, 폭  등에 한 구조물 체의 안 성을 증가시킬 것

으로 기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 충

돌해석 시 격납건물에 강섬유를 용함에 따라 RC 구조와 

강섬유를 용한 RC 구조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해 충돌 항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1 SFRC 강도 상모델

목표로 하는 부재에 한 SFRC의 실험 데이터가 없으므

로 Job Thomas 등(2007)이 제안한 SFRC 강도 상모델

을 이용하 다. Job Thomas는 실험을 통하여 SFRC 강도

상모델을 도출하 으며, 실험값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

다. SFRC 강도 상모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  (1)

여기서, 는 SFRC의 강도(Cylinder Strength/Split 

Tensile Strength/Modulus of Rupture); , 와 는 

회귀 계수(Regression Coefficients); 
′ 는 28일의 Cube 

Compressive Strength; (Reinforcing Index)는 (

/)를 나타낸다. 는 강섬유의 체 비(Fiber Content)로

써 0.5%, 1% 그리고 1.5%를 반 하 다. 는 강섬유

의 종횡비(Aspect Ratio)이다. 이로 인해 얻게 되는 SFRC

의 강도 상모델은 Table 1과 같다. 국내에 사용되는 콘크리

트의 강도는 부분 Cylinder Compressive Strength이기 

때문에 Zheng 등(2001)이 제안한  0.8를 이용하여 

SFRC의 재료 물성치를 구할 수 있다. 격납건물에 사용된 콘

크리트는 압축강도 38.5MPa, 인장강도 3.15MPa 그리고 포

아송비 0.18을 사용하 으며, 도출된 SFRC의 재료 물성치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제시된 SFRC의 연성도는 

Kim 등(2011)이 제시한 값을 반 하 다. 본 연구에서의 

상 SFRC의 연성도는 Kim 등(2011)이 제시한 연성도보다 

높을 것으로 상되나 안 측으로 고려하여 반 하 다.

3. 격납건물 유한요소모델

충돌해석에 사용된 원  격납건물은 한국형 표  원자로인 

OPR1000형을 상으로 하 으며 원  격납건물의 제원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상 원  격납건물과 철근의 배치

형상은 FIg. 1에 나타내었으며, 개구부와 버트리스 등은 

체 구조물에 비해 미소하므로 체 구조물의 거동에 미치는 

향이 작을 것으로 단하여 제외하 다. LS-DYNA를 이

용하여 SFRC, 철근, 라이 의 모델링을 수행하 다.

변형률 속도 효과를 반 시키기 해 원  안 련 콘크

리트 구조물의 표 인 설계기 인 ACI 349(1997)에서 

제시한 동 증가계수(Dynamic Increase Factor:DIF)를 

재료의 일반 인 강도에 곱하여 사용하 다. ACI 349에 제

시된 DIF 값을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SFRC의 경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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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R1000 (b) Section Details(Se-jin Jeon, 2012)

Fig. 1 Specification of Containment Building, Section Details

Property description Value

Wall thickness 1.22m

Dome thickness 1.07m

Dome radius 21.95m

Wall height 44.81m

Wall inside diameter 43.9m

Liner plate thickness 6.35mm

Table 3 Specification of Containment Building

Property description Value

Concrete 1.25

Reinforcing steel 1.10

Liner plate 1.29

Table 4 Dynamic Increase Factor

Property description Value

Yield strength 420(MPa)

Poisson's ratio 0.3

Table 5 Material Properties of Rebar

Property description Value

Yield strength 224(MPa)

Poisson's ratio 0.3

Table 6 Material Properties of Liner Plate

측으로 콘크리트의 기 인 1.25를 동 증가계수로 반 하

다. 한 Erosion을 이용하여 재료별 괴기 을 용하

다. 콘크리트의 괴기 은 Genadijs 등(2011)이 제시한 

±5%를 이용하 다. 연구자마다 Erosion 값을 다르게 제시

하고 있고, Erosion 값에 따라 결과가 다를 것으로 상된

다. 본 연구에서는 강섬유의 함유량에 따라 연성도를 고려하

여 Erosion 값을 결정하 다.

3.1 SFRC

SFRC를 이용한 재료모델은 재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재료모델인 CSCM Concrete Model

을 사용하 다. CSCM Concrete Model은 충돌, 폭 하  

등의 해석을 하여 개발되었으며, 충돌 하 에 한 해석에 

성공 으로 사용되었다(Akram Abu-Odeh, 2008). CSCM 

Concrete Model 특성상 솔리드 모델링이 필요하며, 재료특

성상 휨에 한 향보다 압축에 의한 향이 크고, 동 특

성을 갖는 충격하  하에서의 반거동  국부 인 거동의 

정확한 측을 하여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하 다. 앞서 언

한 SFRC 강도 상모델을 통해 도출한 SFRC의 물성치를 

사용하 고, 강섬유의 함유량에 따른 SFRC의 압축강도와 

괴기 을 CSCM Concrete Model과 Erosion에 한 입

력변수로 반 하 다.

3.2 철근

철근은 빔 요소를 사용할 경우 휨에 한 항이 발생하여 

과소평가 될 수 있으므로 안 측에서의 평가를 하여 트러스 

요소로 모델링하 으며, 철근의 재료모델은 Plastic Kinematic 

Model을 사용하 다. 격납건물에 사용된 철근의 재료 물성치

는 Table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다. 조건으로 Constrained 

Lagrange in Solid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근을 나

타내었다.

3.3 라이

구조물의 규모에 비해 두께가 히 작을 경우 기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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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iera History

(a) SFRC (b) Rebar (c) Liner Plate (d) Containment Building

Fig. 2 Model of Containment Building

으로 쉘과 유사하므로 격납건물 안쪽에 부착된 라이 는 쉘 

요소로 모델링하 다. 라이 의 재료 물성치는 Table 6과 

같으며, 재료모델은 Piecewise Linear Plasticity Model

을 사용하 다. 라이 는 철근처럼 콘크리트에 매입된 형태

가 아니므로 조건으로 Automatic Surface to Surface 

Tiebreak를 사용하여 완 부착으로 모델링하 다.

LS-DYNA를 이용한 SFRC, 철근, 라이 의 모델링을 

Fig. 2에 나타내었다.

4. 항공기 충돌

4.1 Riera 충돌하  시간함수

항공기 충돌해석과 련된 국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Riera 

(1968)의 충격하 -시간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간편하면서도 

비교  정확히 실제거동을 측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지 까지 리 사용되어 왔다. Sugano 등(1993)은 Phantom 

F-4D 투기를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 Riera의 충격하 -

시간함수식의 타당성을 검토하 고, Riera의 충격하 -시간

함수를 이용하여 반구형 돔을 가진 격납건물에 한 항공기 

충돌해석을 수행하 다(Abbas et al., 1996). 한, 신상섭 

등(2011)은 항공기를 실제와 유사하게 모델링하여 Riera식

에 따른 충돌하  시간함수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항공기 충

돌해석을 수행하 다.

상 항공기는 B767로 선택하 다. B767은 미국 세계무

역센터 테러 시의 기종이며, 미국과 국내에서 운항 인 항공

기들을 상당 부분 포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충돌속도를 

150m/s로 가정하 으며, 이는 OECD의 문가 회의(2002) 

 미국 EPRI의 보고서(2002)에서 가정했던 충돌속도이다. 

항공기 충돌평가 가이드인 NEI 07-13(2009)에 제시된 Riera

식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는 치 에서 축 방향으로 엔진을 제외한 기

체의 충돌 정 하 , 은 실험에 의한 계수, 는 치 

에서 단  길이 당 질량, 는 충돌속도를 나타낸다. 이 

식에 의한 시간이력 하 은 Fig. 3과 같다. Riera식의 검증

은 F-4D의 충돌시험을 통하여 입증된 바 있으며, 기 식에 

해 감계수() 0.9의 값을 용하는 개정된 식이 재 

이용되고 있다(Shin et al., 2011).

4.2 항공기 충돌면   충돌 치

Riera(1968)는 B707-320의 충돌 시 동체면 의 약 2배 

정도로 면 이 확장될 것으로 측하고 있다. 한편 Sugano 

등(1993)이 실시한 실물 Phantom F-4D의 충돌실험에 의

하면 역시 충돌 시 면 은 동체면 보다 2배 정도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충돌 시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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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cation of Displacement Measurement

(a) Steel Fiber 0.0% (b) Steel Fiber 0.5% (c) Steel Fiber 1.0% (d) Steel Fiber 1.5%

Fig. 4 Deformed Shape of Containment Building [0.4s]

은 해석 상 항공기인 B767 동체면 의 2배로 설정하

다. 엄 히 말해 면 은 충돌 후 계속 으로 변하며 그 

형상도 연구자마다 약간 다르게 측하고 있지만 부분 동

체의 형상과 닮은꼴로 확장된 것으로 형상을 가정하 다

(Jeon et al., 2005).

항공기의 충돌은 그 충돌 치에 따라 격납건물의 괴나 

손상도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벽체 간에서 가

장 큰 휨모멘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고 이 부분을 

충돌 치로 택하 다. 그러나 실제로는 격납건물의 주변 건

물이 방호 역할을 하여 충돌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측된

다. 한 충돌각도의 경우 안 측으로 가장 큰 충돌효과를 

발생시키는 벽체에 직각인 방향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5. 해석결과

술한 바와 같이 SFRC, 철근 그리고 라이 는 각각 솔리

드, 트러스  쉘 요소로 모델링하 다. 사용된 체 요소수는 

363,352개이며, LS-DYNA에 포함된 8  솔리드와 4  

쉘 요소를 용하 다. 강섬유의 함유량을 달리하는 개별  모

델에 한 동 해석 시 해석시간 간격()은 0.005 로 설정

하 고, 항공기의 충돌 시간인 0.4 를 상회하는 0.6 까지 

해석을 수행하 다. 개별 모델에 한 해석 시간은 개략 으로 

43,270 이다. 해석결과에 한 고찰을 하여 격납건물의 

변형형상, 변 의 시간이력 그리고 에 지 이력 등을 검토하 다.

5.1 격납건물 변형형상

본 연구에서는 면 을 동체면 의 2배로 설정한 면

에 힘을 용시키는 방법을 사용하 다. Fig. 4는 항공기 충

돌 시 0.4 에 나타나는 강섬유 함유량에 따른 격납건물 변

형형상을 보여 다. 강섬유 0.0%의 경우 콘크리트와 철근이 

완  손되었으나 라이 의 존재로 통은 일어나지 않았

다. 콘크리트는 앞서 언 한 Erosion의 설정값에 따라 요소 

탈락이 진행되었다. 강섬유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콘크

리트의 손범 가 다소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 변  이력곡선

항공기 충돌 시 격납건물의 변  측정을 해 Fig. 5와 

같이 벽체의 항공기 충돌 치에서의 외부  A,  A로

부터 90도 치의 격납건물 측면  B, 그리고 격납건물 

후면의  C를 설정하 다.

항공기 충돌 치에서의 강섬유의 함유량에 따른 변 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항공기 충돌 후 충돌부  콘크리트와 

철근이 완  손되었으나 라이 의 존재로 통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격납건물 면, 후면에는 충돌에 한 향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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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placement-Time History at Node A

(a) Steel Fiber 0.0% (b) Steel Fiber 0.5%

(c) Steel Fiber 1.0% (d) Steel Fiber 1.5%

Fig. 6 Displacement-Time History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항공기 충돌하 에 해 격납건물이 

캔틸 버처럼 거동하기보다는 충돌부 의 변형응답을 통하여 

충돌하 에 항하고 있음을 보여 다.

충돌 치에서의 변  이력곡선을 강섬유 함유량에 따라 비

교하여 Fig. 7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공

기 충돌 시 최 하 이 발생하는 0.16 에서 0.20  사이의 

구간에서는 강섬유의 함유량이 거동에 크게 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충돌 후의 충돌부 의 변 는 시간에 따라 변 가 

증가한 후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RC의 경우보다 강섬유를 첨가한 경우 변 가 감

소하 으나, 강섬유 0.5%와 1.0%의 경우 차이가 미세하

고 강섬유 1.0%와 1.5%의 경우 변 가 보다 감소하 다. 이

는 강섬유의 함유량에 따른 Table 2의 SFRC의 재료 물성치

에서 강도의 증분량은 비교  선형인데 반해 연성도비는 강섬

유 0.5%와 1.0%의 경우보다 강섬유 1.0%와 1.5%의 경우 

증분량이 보다 증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연성도비와 계가 

있을 것으로 상된다. 강섬유 0.0%인 경우 최  3.6m, 강

섬유 1.5%인 경우 최  변 는 3.3m 정도에서 수렴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SFRC를 용한 경우 변 가 약 

8.3% 감소하 으며 변  에서 상 으로 보다 향상된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이러한 

향 정도는 Erosion 고려여부나 Erosion 설정값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5.3 에 지 이력곡선

강섬유의 함유량에 따른 에 지 이력을 Fig. 8에 나타내었

다. 반 으로 에 지 이력의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강섬유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콘크리트의 강성과 강도가 

증가하여 미소하게 운동 에 지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강섬유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콘크리트의 연성 

증가로 인해 내부 에 지가 다소 증가하 으며, 이는 강섬유

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콘크리트가 충돌에 지를 흡수하

여 나타나는 상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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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eel Fiber 0.0% (b) Steel Fiber 0.5%

(c) Steel Fiber 1.0% (d) Steel Fiber 1.5%

Fig. 8 Energy Balance History

6. 결   론

본 연구는 이 에 연구된 부분의 강섬유보강콘크리트

(SFRC)의 재료  특성분석에 한 연구와 달리 구조물 거동

측에 한 기 연구로서, 강섬유(Steel Fiber)를 용한 원

 격납건물의 모델링을 제안하고 항공기 충돌해석을 수행하

다. 본 논문에서는 강섬유를 용한 격납건물 모델의 유한요

소모델 구축을 해 Job Thomas 등(2007)이 제안한 SFRC 

강도 상모델을 통해 강섬유 0.5%, 1.0% 그리고 1.5%에 

한 SFRC의 재료 물성치를 도출하 으며, LS-DYNA의 콘크

리트 재료모델인 CSCM Concrete Model을 사용하여 SFRC

를 모델링하 다. 한 강섬유의 함유량에 따른 연성도를 고려

하여 SFRC의 Erosion 값을 결정하여 반 하 다.

SFRC, 철근 그리고 라이 로 구성되는 격납건물에 해 

항공기 충돌해석을 수행하 으며, 기존의 Reira의 충돌하

시간함수를 이용한 방법론에 따라 항공기 충돌 시 충돌 치

에서의 격납건물 손형상, 변   에 지 이력에 해 비

교분석하 고, 이에 기 하여 SFRC 용 효과에 해 분석

하 다.

해석결과 강섬유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공기 충돌

치에서의 변  감소를 나타내며, 에 지 이력곡선 한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시공과 설계의 큰 변화없이 원

 격납건물에 강섬유를 삽입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강성증가

로 인해 충돌 치의 손범 , 변  그리고 충돌 에 지 감

소가 가능하며, 상 으로 충돌에 한 항이 향상될 것으

로 사료된다.

그러나 실제 조건에서는 보조 구조물이 격납구조와 함께 

치하는 과 텐던의 배치, SFRC에 용한 콘크리트 재료

모델 등 구조 모델링의  그리고 하 작용의 측면에서 항

공기의 면 과 동체면  사이의 비율값 등에 의해 해석

결과는 차이를 나타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한 정확한 

분석을 해서는 각 재료별 변형률 속도 효과  재료별 

괴기 에 따른 Erosion 값 등에 한 다양한 연구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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