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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Nuclear Transport Cask under Projectile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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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LS-DYNA를 이용하여 원자력 운반용기의 탄자충격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원자력 발 소는 많이 생겼으며 미래에도 유망하다. 원자력 발 소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핵연료에는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유해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운반하는 운반용기에 

한 구조  안 성 확보가 필요하다. 운반용기의 이동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으므로 이에 

한 비가 필요하다. 해석에는 운반 라스크와 컨테이 가 사용되었다. 운반 라스크 안에 컨테이 가 들

어가 있는 형상을 갖는데 이 부분에 탄자 충격을 가하고, 이 때 운반용기에서 받는 충격량과 변화에 해 

찰하 다. 탄자도 실제 상황과 비슷하게 하기 해 보편 으로 사용되는 k-2 소총에 들어가는 것으로 사

용하 다. 이를 통하여 운반용기에 탄자충격이 가해졌을 때 구조  안 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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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 소에서 발생되는 사용 후 핵연료에는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

기 때문에, 이를 운반하는 운반용기에 한 구조  안 성 확보가 필요하다. 원자력 발 소에서 압력 교체

시 발생되는 압력 , 원자로 , 원자로  삽입체, 엔드피  등의 압력  교체 방사성물질은 컨테이 에 장

된다. 컨테이 는 압력  장시설까지 차량으로 운반된다. IAEA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Spent Fuel 

Storage and Transportation Casks/Containers(No. TECDOC-1532)에 보면 문명이 발달됨에 따른 험에 

해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비행기 사고나 탄환, 산불, 화학  폭발 등에 의해 운반용기가 충

격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운반용기에 해 탄자충격 해석을 수행하 다. 운반용기에 탄자충격이 가해졌을 

때 충격량을 찰하 고 구조  안 성을 평가하 다. 

2. 연구 상

운반 라스크는 컨테이 를 원자로 건물로부터 장시설까지 운반하는 동안에 컨테이 로부터 나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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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을 차폐하기 해 사용된다. 그림 1의 (a)와 같이 라스크의 원통형 몸체는 두 개의 동심원 탄소강 과 

그 사이에 채워진 납으로 구성되며, 차폐용 납의 두께는 6 inch(150 mm)이다. 이 납은 라스크 체의 1/3

까지 채워져 있다. 운반 라스크의 체 높이는 약 112 inch(2,850 mm)이며, 최  무게는 11.607 

UStons(10,040 kg)이다. 컨테이 는 방사성물질  엔드피 만을 장하는데 사용된다. 한 의 컨테이 에

는 길이 93 inch(2,362.2 mm)  외경 7.73 inch(196.34 mm)의 엔드피  방사성물질 5개가 장되며 그림 1

의 (b)에 나타나 있다. 컨테이 는 본체와 상부덮개로 구성되며, 상부덮개는 본체의 심축 둘 를 회 하여 

작동한다. 본체부는 심샤 트를 심으로 5개의 엔드피  유도슬리부가 배치되며, 심샤 트와 유도슬리

는 상부  하부드럼으로 고정된다. 컨테이 는 체 으로 외경 24 inch(609.6 mm)  길이 96.2 

inch(2443.4 mm)의 크기를 갖는다. 탄자는 k-2 소총에 쓰이는 5.56 mm를 사용하 다. 

             

                     (a) 운반 라스크                                 (b) 컨테이  내부 

그림 1 해석 상인 원자력 운반용기

3. 구조 해석 모델링  경계조건

3.1. 구조 해석 모델링

구조해석에는 LS-DYNA version 971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이 사용되었다. LS-DYNA 로그램은 여러 

종류의   충격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하 이 가해지는 표면간의  문제에 해서 

효과 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자력  비원자력 산업계 모두에서 복잡한 충격문제를 모사하기 

해 리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본 구조해석에서 탄자충격에 따른 해석에 사용하 다. 컨테이   장실린

더 각 부품에 한 재료 물성에 해서는 이동성경화소성모델 (kinematic hardening plasticity, LS-DYNA 

로그램의 Mat_Plastic_Kinematic Type 3)을 사용하 으며, 볼트도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 다. 그림 2의 

(a)와 같이 각 부품의 몸체부는 솔리드요소(Solid element)  쉘 요소(shell element)를 함께 사용하여 모델

링 하 으며, 용  연결부는 강체요소(rigid element)로 모델링하 다. 탄자는 솔리드요소(Solid element)를 사

용하 다. 그림 2의 (b)는 탄자의 모델링이다. 표 1에는 해석에 사용된 재질 물성에 해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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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요소 종류                              (b) 탄자 모델링

그림 2 운반용기와 탄자 유한요소모델링

표 1 재료 물성

구분
도

[lb⦁s
2
in

-4
]

탄성계수

[psi]
포아송비

인장강도

[psi]

Elastic 7.3015E-4 29.00E6 0.280 -

Rigid Material 7.3015E-4 28.00E6 0.280 -

CSA CAN3 G40.21 

44W Carbon steel
7.3015E-4 30.00E6 0.300 65,000

ASTM A36 7.3015E-4 29.00E6 0.260 58,000

Stainless Steel 316 7.4828E-4 28.00E6 0.280 75,000

ASTM A307 7.4828E-4 28.00E6 0.280 58,000

   3.2 경계조건

해석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조건을 고려하여 경계조건을 부여 하 다. 우선 컨테이 의 실제 무게와 방사

성 물질의 무게를 별도로 고려하 고,  실제 운행조건에서와 같이 양쪽 끝단을 고정하 다. 마찰에 한 

부분은 쿨롬마찰모델을 사용하 다. 각 해석모델의 부 에 한 정   동  마찰계수는 각각 0.05  

0.01로 가정하 다.

4. 해석 결과

해석 모델에 필요한 경계조건과 물성치 등을 넣고 해석을 수행하 다. Solid element와  Solid element 의 

충격 해석은 그 동안 많은 연구에서 시행되어져 왔었다. 그런 결과를 생각하고 해석을 수행하 는데 이번 해

석에서 사용한 Solid element와 Shell element의 충격해석은 그  해석들과 다른 거동을 보 다. 해석 결과 

그림 3에서와 같이 탄도가 운반용기를 통하 다. 이는 운반용기 표면이 Shell element로 이루어져 있기 때

문이라고 단된다. 두께가 무 얇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element가 찢어지면서 탄도가 통과하 다. 이에 

탄도의 물성을 바꿔보며 여러 가지 해석을 수행하 지만 결과는 같았다. Solid element와 Shell element 사이

의 contact 문제 한 원인이 된 것이라 사료된다. 그림 4 (a)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탄자와 운반용기의 에

지량을 나타낸 그래 이다. 탄자의 에 지량은 감소하는데 비해 충격을 받은 운반용기의 충격량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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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 (b)는 시간에 따른 탄자의 속도를 나타낸 그래 이다. 처음에는 빠르게 날아가

던 탄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려지며 운반용기와 부딪히는 순간부터는 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 해석 결과

    

        (a) 시간에 따른 탄자와 운반용기 사이의 에 지             (b) 시간에 따른 탄자 속도

그림 4 시간에 따른 에 지변화와 속도변화 그래  

5. 결론

이번 연구에서는 원자력 운반용기에 탄자가 날아와 충격을 가했을 때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

과 종류가 다른 element 간의 충격에 한 거동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탄자에 의해 운반용기에 걸리는 충

격을 볼 수 있었다. 해석을 통해 속도가 빠르고 무거운 탄자가 와서 충돌을 한다면 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 으며 운반용기의 안쪽에 보강재를 설치하면 이런 충격에 한 안 성이 높아질 것이라

고 사료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원자력 산업의 안 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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