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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의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안전해석 검증기술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원자력발전소 및 산업 의료 유전공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서 방사성물질 (Radioactive materiaD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이에 따른 국 

내 및 국제적 운반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방사성물질의 운반에 

서 가장 중요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방사선과 높은 열이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반용기의 안전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운반규정 및 lAEA 운반규정에는 운반용기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 

으며 한번에 많은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B형 운반용기에 대하 

여는 정부의 설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상사고조건(Hypothetical accident condition)에 대한 운반용기의 구조적 

인 건전성 입증에 대한 평가방법은 시험에 의한 방법과 해석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시험에 의한 방법은 보다 정확한 건전성 평가에 비하여 시간과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며 근래에 컴퓨터와 전산코드에 의한 발달에 따라 

해석에 의한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러한 시험조건에 대 

한 해석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가상 사고조건 중 9m 

자유낙하충격 (Free drop Ímpact)과 1m 타격 충격 (Puncture)에 대 한 해 석 방법 

이 적합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안전해석 검증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약 1500개의 운반용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직까지 국산화가 미진한 

이유는 운반용가의 설계 및 제작기술이 미진하기 때문이다. 안전해석 검증기 

술을 개발하고 신뢰성이 있는 해석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운반용기의 국산화 

• 1 -



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며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안전해석 검증기술 개발은 운반용기의 건정 

성 평가에 사용됨으로써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일반국민의 운반사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며 원자력산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계기 

가 펼 것이다. 

2. 연구 목적 

낙하충격 (Free drop impact) 및 타격충격 (Puncture)에서 운반용기의 건전 

성을 평가하는 안전해석 검증기술 개발 

川.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운반용기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안전해석기법 분석 

• 운반용기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평가기준 분석 

l 운반용기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안전해석코드 조사 및 신뢰성 분석 

• 운반용기 낙하충격 안전해석 검증기술 개발 

l 운반용기 타격충격 안전해석 검증기술 개발 

IV. 연구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1.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 운반용기의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안전해석 검증기술을 개 

발하기 위해 규제요건과 해석요건을 분석하였다. 운반용기의 해석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연구에선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내는 상용유한 

요소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여러 유한요소프로그램의 분석결과 운반용기의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해석에 적합한 유한요소프로그램으로는 LS-DYNA3D 

와 ABAQUS!Explicit가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반용기의 해석모델로 

는 KSC-4에 대해 조사 및 연구하였고， 두 코드의 선뢰성과 운반용기의 충 

격특성 비교검증하기 위해 9m 자유낙하충격해석과 1m 타격충격에 대해 해 

석을 수행한 결과 두 코드의 결과는 서로 잘 일치하였고， 운반용기의 건전성 

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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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운반용기의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안전해석 검증기 

술 개발로 운반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반용기 설계 및 제작기술의 자 

립화로 운반용기의 국산화 및 원자력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며， 일반국민 

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원자력산업에 대한 선뢰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운반용기 안전성 심사에 사용함으로써 운반용기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자에게 신뢰성 있는 해석기법을 제공하며， 표준화된 안전해석 검증기술 

을 심사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및 신뢰성 있는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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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Project Title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on the free drop impact and puncture 

analysis of the cask for radioactive material transport 

11.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radioactive material is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a industry, 

medical and genetic engineering and, the nuclear power plant. And then the 

number of the radioactive material transport has been gradually increased in 

home and abroad.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radioactive material transport 

is protecting the human and the nature from the radiation and high heat 

emitted in the radioactive material. The cask is required to withstand 

hypothetical accident conditions such as 9m free drop and 1 m punctur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IAEA and domestic regulations. 

The methods of the safety evaluation of the shipping cask for the 

hypothetical accident conditions are both analysis of the experiment and the 

numerical code. The method of the numerical code is developing because 

experimental method could spend much time and costs. However these 

method of the numerical code hardly ever been established in the domestic. 

It is very significant to develop the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for efficient 

and reliable safety evaluation for the shipping cask on the hypothetical 

accident conditions. 

2. Objective of the Project 

Development of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for safety evaluation for the 

free drop and the puncture impact of the shipping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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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Study the method of safety analysis for free drop and puncture impact of 

the shipping cask 

• Study the evaluation criterion for free drop and puncture impact of the 

shipping cask 

• Investigation the safety analysis code and study its reliance for the free 

drop and the puncture impact of the shipping cask 

• Development of the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for the free drop 

impact of the shipping cask 

• Development of the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for the puncture impact 

of the shipping cask 

I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1. Results 

In this study, The regulatory condition and analysis condition is analyzed 

for the free drop and puncture impact analysis to develop the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Impact analysis is performed with finite element 

method which is one of the many analysis methods of the shipping cask. 

LS-DYNA3D and ABAQUS/Explicit is suitable for the free drop and the 

puncture impact analysis of the shipping cask. For the analysis mOdel, the 

KSC-4 that is the shipping cask to transport spent nuclear fuel is 

investigated. The results of both LS-DYNA3D and ABAQUS/Explicit for 9m 

free drop and 1 m puncture impact analysis is completely corresponded. And 

The integrity of the shipping cask is verified. 

2. Recommendations for Application 

By means of development of the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for the 

free drop and the puncture impact of the shipping cask on the this study, 

safety of the shipping cask will be ensured, the domestic design and 

manufacture technology of the shipping cask will become independ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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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s anxiety about radio dangers will subside. Also, through the safety 

examination of the shipping cask with the standard safety assessment 

technology, reliable the analysis method will be supplied and efficient and 

reliable regulation task will be pert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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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료르 
1--

공학， 농학， 의학 등 기초과학뿐만 아니라 산업， 의료， 유전공학 및 원자 

력발전소 등으로 그 이용범위가 다양한 방사성 물질은 도로차량， 철도차량， 

선박 및 항공기를 이용하여 운반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운반위험이 계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취급되는 문제이다. 

최근 들어 방사선물질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방사성물질의 

국내 및 국제적 운반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방사성물질 

의 광범위한 사용은 필수적으로 이들 물질의 운반을 필요로 한다. 

운반 중에 사고로 인하여 방사성물질 운반용기가 파손되어 방사성물질이 

누설 또는 누출될 경우에는 운반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자는 물론， 인 

근 일반인 및 주변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운반용기의 설계 및 제작， 방사성물질의 포장작업 및 운반작업 

등 운반을 위한 일련의 과정마다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거쳐서 예상되는 사 

고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사성물질 운반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성 확보수단은 운반용기의 건전성 

에 있다. 따라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각국의 운반규정 및 파EA운반규정 

에는 운반용기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한번에 많은 방사성물 

질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B형 운반용기 및 핵분열성물질 운반용기에 대하 

여는 정부의 설계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요건중에는 정상운반조 

건과 운반사고조건의 시험에서 그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들 시험조 

건 중에서 운반용기를 9m 높이에서 견고한 바닥면 위에 떨어뜨리는 낙하충 

격시험 (Free drop impact test)과 운반용기를 1m 높이에서 강철봉 위에 떨어 

뜨리는 타격충격시험 (Puncture)이 있다. 

이들 운반용기의 시험조건에 대한 입증은 시험에 의한 방법과 해석에 의 

한 방법 등이 있으나， 시험에 의한 방법은 비용이 매우 많이 소요되기 때문 

에 사업자는 해석적 방법을 선호하게 되는데 국내에는 이들 시험조건에 대 

한 해석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운반되는 방사성물질의 종류가 방사성동 

위원소에서부터 사용후핵연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이들을 운반하는 운반 

용기의 형태도 원통형， 장방형 등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 시험의 실제적 조건 

을 해석에 적용하여야 하며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검증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연구개발 실적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운반용기의 낙하충격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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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타격충격에 대하여 유한요소법에 기초한 사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 

하는 단계이나 이들 시험조건에 대한 해석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또한 

상용프로그램에 대한 신뢰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는 등 아직까지 신뢰성 있 

는 해석기법이 개발되어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에는 이들 시험조건 

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및 관련 해석코드를 개발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중이 

나 실제적 시험조건을 묘사한 해석기법이 개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용한 낙하충격시험 및 타격충격시험에 대한 해석방법 

이 적합하고 신뢰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안전해석 검증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었다. 운방용기의 닥하충격 및 타격충격 안전해석 검증기술 

개발로 운반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설계 및 제작기술의 자립화로 

운반용기의 국산화 및 원자력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으며， 일반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원자력산업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또한， 운반용기 안전성 심사에 사용함으로써 운반용기 안전성을 확보하 

고， 사업자에게 신뢰성 있는 해석기법을 제공할 수 있으며， 표준화된 안전해 

석 검증기술을 심사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및 신뢰성 있는 규제업무를 수 

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선 먼저 IAEAl)와 Regulatory Guide 7.82)에 규정되어 있는 낙 

하충격 및 타격충격 규제요건을 분석하였고， Regulatory Guide 7.63)에 규정 

되어 있는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해석요건을 분석하였다. 운반용기의 해석방 

법으로는 질량집중모델 방법， Newton 및 Hertz의 충돌이론6) 질점계모델 방 

법 6) 유한요소해석 방법을 연구하였고， 본 연구에 사용될 유한요소해석 프로 

그램을 결정하기 위해 해석코드인 ANSYS, NASTRAN, DYTRAN, 

ABAQUS, LS-DYNA3D를 조사 및 분석하여， 운반용기의 낙하충격 및 타격 

충격에 적합한 해석코드를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 채택된 해석코드는 

LS-DYNA3D와 ABAQUS!Explicit이며， 유한요소해석후 코드의 신뢰성과 충 

격특성 비교검증을 위해 운반용기 축소모델 시험값12)과 비교하였다. 

본문은 크게 3개 부분으로 나누어 기술하였으며， 제2장에는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에 관련된 요건을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해석방법과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프로그램들을 조사 ·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해석코드의 신뢰성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운반용기 모델링 및 LS-DYNA3D 

와 ABAQUS!Explicit의 결과들을 비교 및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에 대한 낙 

하충격 해석방법을 기술하였다. 부록에는 전산입력자료와 참고문헌을 첨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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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요건분석 

제 1 절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규제요건 

운반용기의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에 대한 규제요건인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1 )과 Regulatory Guide 7.82)을 분석 하여 기 술하였 

다.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에 는 운반용기 의 초기 주변온도 

규정， 초기내부압력 규정， 자유낙하 규정， 관통조건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며， 

초기 주변온도는 정상운반조건과 가상사고 운반조건 모두 -40'C에서 38'C로 

규정하고 있다. 초기 내부압력은 최대 정상 운반압력 700kPa로 규정하고 있 

으며 자유낙하시의 높이는 9m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Regulatory Guide 7.8 

에도 정상 운반조건에 대한 규정과 가상사고 조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에 대한 각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1.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 

가. 정상운반조건에 대한 건전성 입증시험 

이 시험은 살수시험， 자유낙하시험， 압축시험 및 관통시험으로 구성된다. 

운반물의 시편은 각 경우에 있어 살수시험이 선행되고 자유낙하시험， 압축시 

험 및 관통시험을 거쳐야 하며 살수시혐의 요건이 충족되면 하나의 시편을 

모든 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었다. 

(1) 살수시 험 (water spray test) 

시간당 약 5cm의 강우량에 적어도 1시간 동안 시편의 노출을 모의하는 

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살수시험의 결과 및 후속시험 사이의 시간간격은 시편외부가 눈에 띄게 

마르지 않게 최대한 물이 흡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는 증명이 없는 

한， 사방에서 동시에 물을 분사한다면 이 시간간격은 2시간으로 하여야 한 

다. 그러나， 각 방향에서 연속적으로 물분사를 한다면 시간간격은 없어야 한 

다-
(2) 자유낙하충격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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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을 시험하려는 안전특성에 관하여 최대손상이 발생하도록 바닥면 위 

에 낙하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가) 시편의 가장 낮은 점에서 바닥면의 윗면까지로 즉정되는 낙하높이는 적 

용질량에 따라 표 2.1-1에서 지정된 거리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바닥면 

은 시편의 충격으로 인한 변위 또는 변형에 대한 저항의 증가로 시편에 

대한 손상이 심각하게 커지지 않도록 편평한 수평면이어야 한다. 

(나) 50kg의 질량을 초과하지 않는 상자형의 합판 또는 목재 운반물의 경우， 

별도의 시편을 O.3m 높이에서 각 모서리에 대한 자유낙하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 l00kg의 질량을 초과하지 않는 원통형 합판 운반물의 경우， 별도의 시 

편을 O.3m 높이에서 각 테두리의 1/4 되는 곳에 대한 자유낙하를 실시 

하여야 한다. 

(3) 압축시 험 (stacking test) 

운반용기의 형상이 압축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면， 시편을 24시간 

동안 다음의 경우보다 같거나 큰 압축하중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하중은 시 

편의 마주보는 양면에 균등하게 작용하여야 하며， 그 중 한 면은 운반물을 

정상적으로 지지하는 기반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가) 실제 운반물 질량의 5배에 해당하는 하중 

(나) 운반물의 수직투사면적에 13 kPa을 곱한 값에 해당하는 하중 

(4) 관통시 험 (Penetration tesO 

시험이 실시되는 동안 현저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단단하고 편평한 수평 

면 위에 시편을 놓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 

(가) 반구형 끝을 가진 질량 6kg, 직경 3.2cm인 봉을 길이를 수직축으로 하 

여 시편의 가장 약한 부분의 중섬부위에 곧바로 낙하시켜야 하는데， 이 

때， 봉이 충분히 관통하면 격납계통을 타격하게 된다. 이 시험에서 봉은 

크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나) 봉의 가장 낮은 부위에서 시편 상단의 충격지점까지로 측정되는 봉의 

낙하높이는 1m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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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정상운반조건에서의 시험운반물에 대한 자유낙하거리 

운반물 질량 (kg) 자유낙하거리 (m) 

운반물 질량 < 5，어O 1.2 

5,000 르 운반물 질 량 < 10,000 0.9 

10,000 드 운반물 질 량 < 15,000 0.6 

15，어O 드 운반물 질량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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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상사고조건에 대한 건전성 입증시험 

시편을 순서대로 자유낙하충격시험 및 타격충격시험과 열시험 항목에 따 

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시험에 이어 이 시편 또는 다른 시 

편을 침수시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시험 

시편의 낙하순서는 기계적 시험이 완료된 후 그 다음에 실시하는 열시험 

에서 시편에 최대손상이 발생시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가) 자유낙하충격 시험 (Free drop test) 시편을 최대손상이 발생하도록 바 

닥면 위에 낙하시켜야 하고， 시편의 가장 낮은 점에서 바닥면의 윗면까 

지로 측정되는 낙하높이는 9m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타격충격 시험 (Puncture test) 시편을 바닥면 위에 수직으로 단단하게 

고정된 봉 위에 최대손상이 발생하도록 낙하시켜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시편의 충격점에서 봉의 상단면까지로 측정되는 낙하높이는 1m로 

하여야 하며， 봉은 고체 연강환봉으로 직경이 (15.0 :::l:: 0.5km 이고， 더 긴 

봉이 더욱 큰 손상을 주지 않는 한 길이는 20cm로 하여야 하고， 최대손 

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봉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봉의 상단부는 가장자리를 반경 6mm 이하로 둥글게 한 편평하고 수평 

이어야 한다. 봉이 설치되는 바닥면은 시편의 충격으로 인한 변위 또는 

변형에 대한 저항의 증가로 시편에 대한 손상이 심각하게 커지지 않도 

록 편평한 수평면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관통시험 (Penetration test) 시편 위에 9m에서 500kg의 물체를 낙하시 

켜 최대손상이 발생하도록 바닥면 위에 시편을 위치하게 하여 동적분쇄 

(Dynamic crush) 시험을 하여야 한다. 물체는 1mx1m의 연강판이고 수 

평으로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었다. 낙하높이는 판의 아랫면 

에서 시편의 최고점까지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시편이 위 

치하는 바닥면은 시편의 충격으로 인한 변위 또는 변형에 대한 저항의 

증가로 시편에 대한 손상이 심각하게 커지지 않도록 편평한 수평면이어 

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2) 열 시 험 (Thermal test) 

시편은 일광을 받고， 방사성내용물로 인한 운반물내의 내부발생열의 최대 

설계속도일 때 38
0

C 의 주위온도조건에서 열적 평형상태에 있어야 한다.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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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운반물 응답의 평가가 고려되기 때문이라면 이 매개변수는 시험 전 및 

시험 동안 다른 값을 가지도록 선택적으로 허용된다. 열시험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야 한다. 

(가) 표면흡수계수 0.8 또는 특정화염에 노출된다면 운반물이 가지는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값을 가지고 최소 평균 화염방사계수가 0.9, 평균온도 

8oo 0C를 주기 위한 충분히 정적인 주위조건에서 탄화수소연료/공기 화염 

으로 적어도 대등한 열유출을 제공하는 열적 환경에서 30분간 시편이 

완저히 휩싸이는 노출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시편의 온도가 어디서든 감소되고 또는 초기 정상운반조건에 근접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명시된 일광조건 및 방사성 내용물로 인한 운반물 

내의 내부발생열의 최대설계속도일 때 38
0

C 의 주위온도 조건에서 충분 

한 기간 동안 시편의 노출이 있어야 한다. 연속적인 운반물 응답의 평가 

가 고려되기 때문이라면 이 매개변수는 시험 전 및 시험 동안 다른 값 

을 가지도록 선택적으로 허용된다. 

2. Regulatory Guide 7.8 

가. 정상운반상태와 가상사고시의 일반적인 초기 조건들에 대한 규정 

(1) 초기 운반용기 온도는 정상상태로 본다. 정상운반 상태일 경우와 가상사 

고 상태일 경우의 초기 온도는 -20 F(-29 0C) -100 F(38 0

C)로 규정한다. 

(2) 핵연료 붕괴열은 초기조건의 하나로 규정된다. 정상사고 조건과 가상사 
고 조건은 -20 F (-29 0C)의 온도에서 붕괴열이 없다고 고려되야 한다. 

(3) 정상사고 조건과 가상사고 조건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내부 압력은 고 

려되는 다른 초기 조건들과 모순이 없어야 한다. 

(4) 핵연료 집합체안의 모든 압력측정 게이지들은 운반용기의 최대 압력을 

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나. 정상 운반조건에 대한 규정 

(1) Hot environment 

운반용기는 130F (54 "c )의 온도에서 구조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만약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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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스템이 었다면， 이러한 시스템은 Hot environment동안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되여야 한다. 

(2) Cold environment 

운반용기는 -40F (-40 oc )의 온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최대 연료 열하중 
과 최대 내부압력의 경우 내부 열하중은 없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Increased extemal pressure에 대해선 운반용기는 20 psia (l40kPa)의 외부 

압력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3) Minimum extemal pressure 

운반용기는 대기압력에 대해서 표준 대기압력의 0.5배로 고려되어야 한 

다. (운반용기는 20psia의 대기압력 (24.5kPa)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4) Vibration and fatigue 

운반용기의 운반중에 흔히 얼어나기 쉬운 Shock environment와 

Vibration environment에 대 해 평 가되 어 야 한다. 이 러 한 환경 은 

Cask-vehic1e 시스템에 의해 작게 발생되는 준-정적 진동운동을 포함한다. 

운반용기의 기계적인 피로를 야기할 수 있는 반복되는 가압하중과 다른 어 

떤 하중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열피로를 야기하는 계수들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수들은 방사 

선 핵연료를 적재하고 내릴 때 발생되는 열이 포함된다. 

(5) Free drop 

운반용기는 단단한 평판위로 1피트 높이의 자유낙하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운반용기는 적재물을 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고 최대 손상이 예상되 

는 자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운반용기는 30,000 pounds (13,600 kg)이상의 

무게로 가정한다. 

다. 가상 사고조건에 대한 규정 

(1) Free drop test 

운반용기는 30피트(9m)의 높이에서 단단한 평판위로의 자유낙하에 대해 

평가되어져야 한다. 운반용기는 적재물을 최대로 적재한 상태이어야 하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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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손상이 예상되는 자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최대 손상을 야기하는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관계자들은 The top and 

bottom ends , the top and bottom comers, 그리고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무게 중심은 보통 이러한 충격면들의 수직위에 있다고 고려 

된다. 

(2) Puncture test 

운반용기는 때in (1m)의 높이에서 서있는 반경 O.25in (6mm)보다 크지 

않고 끝이 둥근 6in (15cm)의 강체바 위로의 자유낙하에 대해 평가되어야 

한다. 강체바는 운반용기에 최대 손상을 야기하는 길이어야 한다. 그러나 강 

체바는 8in CO.2m)보다는 길지 않아야 한다. 운반용기의 무게는 최대이어야 

하고 최대 손상이 기대되는 자세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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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해석요건 

본 절에서는 Regulatory Guide 7.63)에 기술되어 있는 낙하충격 및 타격충 

격에 대한 해석요건을 분석하였다. Regulatory Guide 7.6에 기술되어 있는 

해석요건에는 정상 및 가상사고조건에 대한 응력한계값들이 기술되어 있어 

사고후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Regulatory Guide 7.6에 

기술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갇고 표 2.2-1에 정리하였다. 또한 

표 2.2-4와 2.2-5에는 정상운반조건과 가상사고조건하에서의 SA 304 스테인 

리스강의 온도에 따른 응력한계값을 정리하였다. 

1. 용어의 정의 

가. 응력 강도(Stress intensity), Sn, 

최대전단응력의 두배로 정의되고 세 개의 주응력들중 임의의 2개의 

력 의 가장 큰 대 수 차와 같다. 

나. 1차응 력 (Primary stress) 

;ζ 。

10 

하중， 압력， 자중으로 인한 Force와 Moment의 등가법칙을 만족하는 응력 

이다. 1차응력들은 자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부적인 항복과 비 

틀림은 단면에서 평균응력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다.2차응 력 (Secondary stress) 

자신에 의한 응력이고 열응력은 2차응력으로 분류된다. 왜냐하면 하중에 

의해 제어받기보다는 스트레인에 의해 제어받기 때문이고 이러한 응력들은 

항복이 일어날 때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라. 굽 힘 응 력 (Bending stress) 

자기 자신에 의한 것이고 2차응력으로 분류된다. 접합부에서의 응력은 1 

차응력으로 분류된다. 사각 웰과 평판의 접합부에서의 굽힘응력은 1차웅력으 

로 분류된다. 

마. 1차 막응 력 (Primary membrane stress), Pm, 

요소단면의 두께에 걸친 평균 1차응력이다. 1차굽힘응력 (Primary b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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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은 요소단면의 두께에 걸쳐서 일반적으로 선형적인 1차응력들의 성분 

이다. 

바. 교 번 응 력 (Altemating stress intensity), Salt, 

모든 가능한 응력상태중에서 절대값의 최대값을 1/2로 나눈 값이다. 

2. Regulatory guide 7.6 

운반용기의 구조적 건전성을 비교하기 위한 응력제한치는 Regulatory 

Guide 7.63)의 각 Regulatory Position 별로 표 2.2-1와 같다. 각 Regulatory 

Position 1, 2, 3, 4, 5, 6, 그리고 7에서 제시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가. Regulatory Position 1 

허용응력을 설정하는데 선택해야 하는 재료 특성값들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에 따른 재료특성값들을 4장에 기술하였고 이 값들을 구 

조해석의 허용응력들을 정의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Regulatory Position 2 

“정상운송조건에서 일차막응력에서 구한 응력 강도의 값은 설계응력강도 

Sm보다 작아야 하고 얼차막응력과 일차굽힘응력의 합으로 구한 응력강도는 

1.5Sm보다 작아야 한다 "는 요구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다. Regulatory Position 3 

정상운송조건에서 발생한 응력에 대한 피로해석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 

정되어 있다. 

(1) 교번응력 (Altemation stress intensity), Salt를 구한다. 정 상운송 Cycle 

동안 각 부위에서의 전응력상태 (Total stress state)를 고려하여 최대범 

위 의 1/2 값을 구한다. 

(2) Cycle수가 106 이하인 반복하중에 대해서는 ASME Code의 Sec. II1 

Appendix 116)의 설계피로곡션을 사용해야 한다. 하중이 106 Cycle을 초과 

할때에는 피로강도 그 이상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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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RegulatOIγ Position 4 

정상운송조건에 대한 요구사항이 기숨되어 있다. “정상운송조건하에서 일 

차응력과 이차응력을 합한 범위에서 구한 웅력강도 Sm은 3 Sm보다 작아야 
한다. 이 응력강도의 계산요령은 2 Salt의 계산절차와 유사하나 피로해석에서 

고려한 국부응력집중의 효과는 이 응력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고 제 

시되어 었다. 

마. Regulatory Position 5 

“격납용기의 좌굴은 정상운송이나 가상사고조건하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설계형태와 하중에서의 편심도를 고려하는 적 

절한 언자들을 사용해야 하고， 탄소성 좌굴해석 (Buckling analysis)으로 구조 

적 불안정이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그 용기는 이 Guide에 주 

어진 선형 탄소성해석에 대한 조항을 또한 만족시켜야 한다" 각 부분품의 

특별한 형태나， 재질에 대하여 해당되는 구속조건에 따라 계산된 임계좌굴하 

중치 (Critical buckling load)보다 작용하중이 작아야 위에 제시된 좌굴기준을 

만족한다고 제시되어 었다. 

바. Regulatory Position 6 

“가장사고 조건하에서 일차막응력으로부터 구한 응력강도의 값이 2.4 Sm 
과 0.7 Su의 두 값중 작은 값보다 작아야 한다”는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λ}. Regulatory Position 7 

“초기상태， 제작상태， 정상 운송상태， 그리고 가상사고조건사이의 극한 전 

응력강도범위 (Extreme total stress intensity range)는 사용재료의 허용피로 

곡선에서 구한 10 Cycle에서의 Sa값의 수정값(고온에서 탄성계수의 감소를 

고려하여 수정)을 2배한 값보다 작아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구조적 불연 

속점에 대한 적절한 응력집중계수를 사용해야 하고， 이 계수의 값을 모르는 

구역에서는 그 값을 4로 사용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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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Regulatory position에 의한 응력제한 

Regulatory 
posltíon 

적용 조건 웅력제한 

1 
Nonnal & 

Accent 

Sm:ASME sec.3 Class 1 Components 
Sa:ASME sec.3 Class 1 Appendix 1 

Su:ASME sec.3 Class 1 Appendix 1 

Sy:ASME sec.3 Class 1 Appendix 1 

2 Nonnal 
Pm < Sm 
P m + Pb < 1.5 Sm 

3 Nonnal 

Total stress range in nonnal operating 

cyde Salt 

Salt = Sa X Ea / & 
Stress concentration factors shell be 

used 

4 Nonnal 

CD Sn = 2 Salt < 3 Sm 
(2) If 3 Sm limit is exceded, 

following condition are met 
Sn ’ =Sn-(Sc+Stb) < 3 Sm 
for stainless steel 

&= 1.0 for Sn' = 3Sm 
&=1.0+ 10/3 X (Sn ’ /3Sm- 1) 

for 3 Sm < Sn' < 5.1 Sm 

&=10/3 for Sn' < 5.1 Sm 
Sn’= & X Sa only for Sy/Su<0.8 

” 
녀
 



표 2.2-1 Regulatory position에 의한 웅력제한(계속) 

Regulatory 
적용 조건 

posìtìon 

5 
Normal & 

Accent 

6 Accent 

7 
Normal & 

Accent 

Sy : Yield strength 

Su Ultimate tensile strength 

Sm Design stress intensity 

Pm Primary membrane stress 

Pb : Primary bending stress 

Sa Stress value by fatigue curve 

Sc Stress due to stress concentration 

Salt Altemating stress intensity 

응력제한 

Buckling of containment vessel should not 

occur. 

Pm < 2.4 Sm or 0.7 Su 

Pm + Pb < 3.6 Sm or Su 

Total stress intensity range 2 Sa at 10 
cycle. 

Ea The modulus of elasticity in the analysis 

& The modulus of elasticity in the fatigue curve 

Sn Primary and secondary stress 

Stb Stress due to thermal bending 

Sn' Calculated stress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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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정상운반조건과 가상사고조건에 대한 응력 제한 계수들 

Design Normal Transport Hypothetical Accident 

Requirement Condition Condition 

Lifting Device 
Minimum safety factor of the Failure must not impair 

three against yielding shielding 

Withstanding a static force on 

a direction of 

Tie - down Device - Vertical component 2g 
Failure must not impair 

- Transverse component 5g 
shielding 

- Traveling component lOg 

Initial Ambient 
Between -40 oC and 38 。C Between -40 oC and 38 。C

Temperature 

Initial Intemal Max. Normal operating Max. Normal operating 

Pressure Pressure Pressure 

Free Drop 0.3 m Drop 9 m Drop 

Penetration, Puncture 
3.2 cm dia. 6 kg Steel bar 1m Drop onto 15 cm dia. 

dropped from 1m height 20 cm long steel bar 

Pm < Sm 
Pm < 2.4 Sm or 0.7 Su 

Stress Intensity Pm + Pb < 1.5 Sm 
Pm + Pb < 3.6 Sm or Su 

Pm + Pb + Q < 3 Sm 

Ref.) Regulatory Guide 7.6 

퍼
 



표 2.2-3 정상운반조건과 가상사고조건에 대한 하중 

Applicable Initial Condition 

Normal or Accident 
Ambient 

Condition Insolation Decay Heat Max. Max. 
Temperature 

Intemal Wt. of 

100 -20 Pressure Content 
Max. 0 Max. 0 

。F 。F

Normai condition 
O O O 

Hot environment O O O 

38 oC Ambient Temp. O O O 

Cold environment O O O O 

-40 oC Ambient Temp. O O O O 

Minimum extemal O O O O 

pressure 0.5 atm O O O O 

Vibration & Shock O O O O 
Normally incident to 

the mode of transport O O O O O 

Free Drop O O O O O 
(0.3 drop) 

O O 。 O 

Accident condition 
O O O O O 

Free drop : O O O O O 

(9m drop) O O O O O 

Puncture O O O O O 

Drop onto a St，뼈 bar O O O O O 

Thermal : O O O O O 

Fire accident O O O O 

Ref.) Regulatory Guide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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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4 정상운반조건하에서 304 stainless steel의 온도에 따른 응력한계 12) ， 22) 

Numerical Limit (MPa) for Metal Temp., "C, 
Calculated Stress Upper Not Exceeding 

Type Limit 
40 .C 100 "C 150 .C 

Primary Membrane 
Sm 138.03 138.03 138.03 

Stress Intensity 

Primary Membrane 

+ Primary Bending 1.5 Sm 207.09 207.09 207.09 

Stress Intensity 

Primary+Secondary 
3.0 Sm 

Stress Intensity 414.08 414.08 414.08 
3.0 Sm 

Range 

Maximum Total 
Sa of 100 

Stress Intensity 170.69 167.26 163.73 

Range 
Cycles 

Numerical Limit (MPa) for Metal Temp.,.C , Not Exceeding 

200 .C 250 .C 300 "C 325 .C 

129.98 122.04 114.97 112.03 

195.02 183.05 172.46 168.05 

389.95 366.11 344.92 336.09 

161.08 157.55 154.02 152.84 

RefJ CD Sm : Design stress intensity 

(2) Sa : Altemat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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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C 375 .C 400 .C 

112.03 109.97 107.03 

168.05 165.00 160.59 

336.09 329.91 321.08 

151.66 150.49 148.33 



표 2.2-5 가상사고조건하에서 304 stainless steel의 온도에 따른 응력한계 12) 

Numerical Limit (MPa) for Metal 

Calculated Stress Upper Temp., oC , Not Exceeding 

Type Limit 
40

0

C l()()"C 150
0

C 

Primary Membrane 

Stress Intensity 
2.4 Sm 331.28 331.28 331.28 

Primary Membrane 

+Primmγ Bending 3.6 Sm 496.88 496.88 496.88 

Stress Intensity 

Primary+Secondary 
Su 516.99 쇄5.01 껑4.99 

Stress Intensity 

Numerical Limit (MPa) for Metal Temp.,oC , Not Exce어ing 

200 0C 250 "C 300
0

C 325
0

C 

311.96 292.93 275.96 268.89 

467.94 439.29 413.88 403.29 

μ4.98 438.02 438.02 438.02 

RefJ CD Sm Design stress intensity 

ø Su Ultimate strength 

18 

350
0

C 375 0C 400 0C 425
0

C 

268.89 263.89 256.83 251.92 

403.29 395.93 385.34 377.88 

438.02 438.02 434.98 433.01 



제 3 장 해석방법 및 해석코드 

제 1 절 해석방법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정상운반조건이나 가상사고조건하에서의 거동 

예측은 설계시 필수적이다. 충격해석방법4)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운반용기 

에 적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질량집중모델 방법4) 준정적 방법4) 유한 

요소해석 방법의 3가지가 있고 이러한 방법들은 안전성분석을 위한 충격해 

석에 많이 사용된다. 각각에 대한 방법들은 선형탄성구조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준정적 방법은 충격에 의한 내부응력대선 등가의 정적응력을 대입하는 

D’Alembert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고 집중질량 방법은 충격이 일어나는 

동안 개개의 강성 요소을 이용하는 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유한요소해석 

은 비션형거동(납의 슬럼프현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얻을 수 있다. 이 외에 

도 충격해석에는 Newton의 충돌이론6). Hertz의 충돌이론6) 그리고 질점계 모 

댈6)에 의한 간이 충격 응답해석법이 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 질 량집 중모 델 방법 (Dynamic lumped parameter approach) 

질량집중모댈 방법의 목적은 운반용기의 전반적인 거동을 예측하는데 있 

다. 이 방법은 동적해석에 사용되고 단순 1차원계로 그려질 수 있다. 질량집 

중모델 방법은 수직낙하충격에만 제한되고， 질량집중모델 방법으로 경사낙하 

충격을 해석하는 유일한 방법은 빔요소와 같은 축방향으로 유연한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가능하다. 

운반용기는 중심부에만 질량집중이 있고 질량이 없는 빔요소들로 만들 

수 었다. 축방향 강성 (Axial stiffness) , AE, 와 휩 강성 (Flexural stiffness), 

EI，는 그림 3.1-1에 보여진 것처럼 복합단면에 의해 결정되고， 운반용기는 상 

부， 하부 뚜껑과 중심웰의 3 부분으로 나뀐다. 

AE = (A)(E) 

EI = (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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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A= πR2 

1 = πR4/4 

실제로， 뚜껑들은 웰과 비교해 강성이 크고 강체질량으로 취급할 수 있으 
며， 강성방정식은 무시할 수 있다. 웰에 대한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 

Al π (rl-n2) 

A2 二 π (r}-rl) 

A3 = π (rl-rl) 

(3 .1 -3a) 

(3.1-3b) 

(3.1-3d 

AE = Al (E1) + A2(E2) + A3(E3) (3.1-4) 

l 

2 

3 

Tli 

Tli 

f--

= π (rz4-n4)/4 

= π (n4-r24)/4 

= π (r44-n4)/4 

(3.1-5a) 

(3.1-5b) 

(3.1-5c) 

EI = El (Il) + E2(I2) + E3(b) (3.1-6) 

Translational mass 

tmass (i) = L [ P lAl + P zA2 + P 퍼3 ] + contents (3.1-7a) 

Rotational mass 

rmass (i) = L [ P 1 (Ih + P 2(I)z + P 3(Ih ] 
여 기 서 , P = mass density of the appropriate shell 

L = 요소 i의 길이 

(3.1-7b) 

Rotational moment of inertia 
rm = m [( n 2 

+ rl )/4 + L2/3 ] (3.1-8) 
여기서， The first term : 질량집중점의 이동에 의한 회전관성 

The second term slender rod의 회 전 관성 

운반용기가 가늘고 걸면， 두 번째항에 의해 영향을 받고， 길이에 비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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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면 첫 번째 항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또한， 운반용기가 길이에 

비해 폭이 크면 전단변형을 많이 받을 것이다. 전단을 받는 부분5)은 단변형 

상에 의한 전단계수를 실제크기에 곱해서 계산될 수 있다. 

쉰뜬표되드j 
π7 

비 」
二←←→ 」 ←니→니 

l~J 

• •• •••••• J 1 

• -•• ←←←←←」

Solid Laminated 

그림 3.1-1 간략화된 운반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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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ewton 및 Heπz의 충돌 이 론 

가. Newton의 충돌 이 론6) 

뉴톤의 제 2 법칙에서 운동방정식은 F=m뽑으로서 나타낸다 이것은 

「힘이 가해질 때 물체 m에는 가속도뽕가 생긴다」 를 타나내고 있다 이 

도
 
。

。

τ
 

방정식의 양변을 t= t 2 까지 적분하면， 

Lr- dV L j m고 -마=mV(t1)=EFdt=I (3.1-9) 

가 된다. 1는 시간 tl에서 t2까지 사이의 임펄스(Impulse)로 정의되어 있다. 

이것도 「임펄스가 가해진 결과 운동량이 변화한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임펄스는 힘의 작용시간을 11t= t 1-t2, 그 사이의 평균된 힘을 균로 

서， 식 (3.1 -10)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jn2Fdt=F At= mV( 깐 (3.1-11) 

임펄스의 식을 사용하여 물체가 충돌할 때의 충격력을 계산할 수 있다. 

나. Hertz의 충돌 이 론6) 

서로 충돌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 충돌의 계속 시간 등을 구하는 경우 

에 Hertz의 이론6)을 사용할 수 있다. 1881년에 H.Hertz에 의해서 처음으로 

구해진 2개의 물체 접촉중에 생기는 응력분포는 그 후 많은 실험에서 증명 

되었다. 

그림 3.1-2와 같이 서로 마주 보고 운동하고 있었던 2개의 물체가 충돌하 

여 접촉된 순간에 압축력이 상호의 공에 작용했다고 한다. 물체 ml , m2의 운 

동 방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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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돌
 

-
주
 

。물체의 

1'11 

•~ • ι 

3.1-2 그림 

(3.1-12) 
dV.J 

m2 표ζ =-p 
dV. 

m[ 과-'- =-p 

거 공이 접근하는 c 
T 변형에 의해 접촉점에 생긴 국부 

가속도 01 
7Ç 

a 를 

하면，근접속도 

표현된다. 으로 

리로 

(3.1-13) 

- '
Q-;:::-Q 

?‘ 

-V . V ” F 
?
ι
 

-V -v 
Q 

으로 주어진다. 식 (3.1 -12)에서 

p p 
a=V1+V?=-----.:!• +(---'--)=-nlP 

ml m2 (3.1-14) 

(3.1-15) 얘
 -
까
 

m-m 
n 

길면(진동 

시간보다 

정적으로 

주기 보다 충분히 

주기가 공의 접촉 

a 와 P 사이에 

충격의 작용 시간(접촉 시간)이 공의 최저차 

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는 겨우는 공의 최저차 

긴 경우이다) 진동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지금， 

접촉하는 2구체의 압력문제로서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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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P=no 2 (3.1-16) 

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 다만 n은 다음식으로 정의된다. R 1• R2는 

공 1, 2의 반경， 또 E j, Ez 및 V]. V2를 공 1, 2의 탄성계수， 포아송비로 하면， 

k 1 = (l - v i )jnE 1 

k 2 = (l -V~)!πE2 
k 3 = (l -V~ )j:πE3 

I lh R ,R? 
n=\' -二즉~ X-----=、 -

V 9πι (k 1 +k2 ) ι(R 1 + R 2l 

식 (3.1-14)는 다시 쓰면， 

3 

Q=-nn1Q 2 

가 된다. 식 (3.1-19)의 양변에 a를 곱해 적분하면 

d( å)2 융 L 

-정- 二 nn1u au 

또 적분을 계속하면 다음식을 얻는다. 

à2
- V 2 2 풍 
-2 -=-표nnlu 

(3.1-17) 

(3.1-18) 

(3.1-19) 

(3.1-20) 

(3.1-20 

V는 충돌 전의 두 공의 접근속도이다. 식 (3.1-12)에서 a=O이라면 압축력이 

최대가 될 때의 근접거리가 얻어진다. 즉 

0 1 = (풍잖) J (3.1-22) 

다음에 충격의 작용 시간을 구한다. 식 (3.1 -2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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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02= V2_~ = v--효 nn}o (3.1-23) 

λ 」빡 -.1 TT2 표… ”융 
U - dt - V ’ 5 ““}'" (3.1-24) 

(3.1-25) dt= , do 

v2 -풍 nn10 호 

(3.1 -22)을 사용하면 윗 식 은 식 움 =x 일 때 여기에서， 

(3.1-26) 
0 , 셔v 

dt= τ~ ----, ιL 
v 요 

V 1-x 2 

일어나 곳에서 1/2이 되는 시간의 전체 접촉 나타낸다. 최대 변형은 

때문에 충격작용 시간은， 

라고도 

기 

(3.1-27) 당￡%dt=똥Ll1 h르월 =2.94(鎭)2I5V -응 

또， 최대 압축력은 식 (3.1-22)을 식 (3.1-16)에 대입하면， 

(3.1-28) 
융 I 5 Tr2 m}m2 \ 215 

\ 4 ’ ml +m2 J 
x 10 =n 

3 
P n"'II-:l V 양 ( ~V2 ì 2 ~~V =nOl--=nl ~ I , 4nn I 

% 

ω
 

있다. 과 같이 유도할 수 



3. 질점계모델 방법 6) 

물체를 마루에 떨어뜨릴 때의 파괴나 자동차등의 충돌 사고 등 충격 문 

제를 이미지로 해서 모벨화하는 경우 간단한 예에서는 그림 3.1-3에 나타내 

는 스프링-질점계6)로 바꿔생각하면 알기 쉽다. 

그림 3.1 -3(a)의 경우는 질량 m의 물체가 높이 h에서 떨어져 바닥에 충 

돌하는 예이다. 물체의 스프링 하단이 바닥에 접촉한 순간을 t=O으로 하고， 

이 때의 질점 위치를 기준으로 좌표 X를 하향으로 하면 칠점 m의 진동방정 

식은 다음식으로 표현된다. 

mx+kx=mg 

일반해는 다음과 같다. 

x (t) =Acos빠+B sinωt+뽕 

ω2_ 객L 
m 

(3.1-29) 

(3.1-30) 

(3.1-31) 

로 주어지며， 초기조건 x( 0) = 0, x(O) =12굶에서 상수 A , B가 정해져 다음 

식을 얻는다. 

1-------1 

L →→」

1 ---. ‘ 

-
--• ••• ••- ••--• • l •--•••- •• 드L→→--→→~-←~--

그림 3.1-3 두물체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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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t) 2gh . ‘ Q {J 
=→『 S1nωt=-효 COSωt=용 

=y 떻+(좋)2sin(ω t- (þ)+좋 

여가서， 

tan(þ=廳 혹=겔K =<L. 
ω “ K “‘ 

속도 및 가속도는 

x(t )=V 옥뿔+(풍 ) 2 {ωcOS (ω t+ (þ)} 

x(t) = ω2V떻+(뽑 )2sin( 띠 t+ (þ) 

=-g魔과sin (빼) 

(3.1-32) 

(3.1-33) 

(3.1-34) 

(3.1-35) 

처럼 된다. 실용상의 설계에서는 충돌할 때 발생하는 최대 충격력 혹은 최대 

가속도(단위 질량당의 느낌의 최대 충격력으로 생각한다)가 유용하다. 단위 

질량당의 충격력의 최대값 F max 는， 

Fmax=[1떻 IJ m없=많과 (3.1-36) 

처럼 된다. 즉， 물체의 낙하 높이 h와 정적 변형 Õ st 비의 관계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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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한요소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해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유한 

요소법은 3가지 방법으로 분류된다. 변위가 독립변수인 경우 이 방법을 변위 

법이라고 하고， 힘 또는 응력이 독립변수인 경우 응력법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하나는 변위와 응력을 독립변수로 취급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하이 

브리드(Hybrid)볍 이라고 말한다. 기존의 유한요소 프로그램은 거의가 변위 

법을 사용하고 있다. 변위법에서 요소내의 변위변화는 절점변위의 항으로 가 

정한다. 따라서， 요소내에서의 변형률과 응력을 절점변위의 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 운동방정식은 시간영역에서의 2차 상미분방정식이 된 

다. 이 방정식들은 직접적분기법 또는 중첩기법을 이용하여 풀 수 있다. 모 

드중첩기법에서 고유벡터는 변환좌표계에서 최초절점변위를 분리하기 위해 

서 사용된다. 운동방정식의 정확한 해를 얻기 위해서 요구되는 모드수를 알 

고 있다면 모드중첩기법은 아주 효과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고차모드는 무 

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분기법에서 운동방정식은 최초의 좌표계에서 직접 구할 수 있다. 

직 접 적 분기 법 은 Irnplicit법 과 Explicit법 으로 분류할 수 있다. 

Irnplicit법은 t+ l1t 에서의 운동방정식을 구함으로써 t+ 11t 가 유도된다. 

Explicit법에서는 시간 t 에서의 운동방정식을 구함으로써 t+ 11t 에서의 변위 

를 구할 수 있다. Implicit의 가장 큰 장점은 Implicit 해의 알로리즘이 무조 

건적으로 안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 간격이 너무 크면 누적오차 

(Truncation error)가 축 적 되 고 전 달펼 것 이 다. 이 에 반하여 Explicit 해 의 알 

고리즘은 단지 조건적으로 안정하며 Explicit 프로그램은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전형적으로 충분히 작은 시간간격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은 

집중질량법이 사용되고 감쇠가 무시되는 경우에 Explicit 알고리즘이 메트릭 

스 역변환을 필요로 하지 않는 특징에 의해서 상쇄가 된다. 

Explicit 동적해석 방법은 매우 많은 작은 시간증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 

는 개념에 기본을 두고 있다. 이것은 Explicit 중앙차분적분법칙을 사용함으 

로써 달성된다. 

불연속모텔에 대한 동적평형 방정식은 작용된 외력과 요소내 내력 그리 

고 절접가속도로 정의되며 (3.1-37)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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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ü = F - 1 (3.1-37) 

여기서， M은 집중질량 대각행렬， F는 작용된 외력벡터， 1는 내력벡터， 그 

리고 U 는 절점가속도이다. Explicit 법의 효율성은 집중질량 대각행렬의 사 

용에 있다. 집중질량 대각행렬를 이용하면 증분의 시작점에서의 가속도는 

(3.1-38)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ü (j) = M - 1 (F(ì) - I( i) ) 

여기서， 첨자 i는 시간증분을 나타낸다. 

물체의 운동방정식은 중앙차분법을 이용하여 적분된다. 즉 

• (I'U:O 
U i (l ‘ I/Z’ + 

‘ l ’ 11’ .6 t" " + .6 t 

2 

<i+l) _(i). ^ L(j+ll • (j+1/2) = u'" + ~t".' u 

• '(1’ 
U 

(3.1-38) 

(3.1-39) 

(3.1-40) 

물체의 운동상태는 i(γ1/2) 와 U(I)의 값을 구함으로써 운동상태가 진전하 

게 된다. 

Explicit법은 많은 작은 시간증분을 이용하여 시간전체를 통하여 적분된 

다. 이것은 중앙차분 연산자가 단지 조건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전성의 제한치는 감쇠 (Damping)가 없는 경우에 계내에서의 가장 높은 고 

유치 (Eigenvalue)의 항으로 (3.1-41)식과 같이 주어진다. 

(3.1-41) 

여기서， ωmax 는 최고차 고유진동수 이다. 

Explicit 동적해석에서 대부분의 계산시간은 절점 내력들을 조합하여 각 

요소내의 내력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이들 내력들은 각 요소내의 응력으로 

부터 결정된다. 요소내의 응력의 결정을 요소계산(Element calculation)이라 

말한다. 요소계산은 각 재료에서의 변형률 증가의 계산을 필요로 한다. 이들 

변형률 증가로부터 새로운 응력들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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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icit 동적해석은 극도로 불연속적인 내용을 해석하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변형되는 물체사이의 접촉조건들은 Explicit 알로리즘에서 아주 쉽게 

공식화 된다. Explicit법은 반복계산과 강성행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복 

이 없기 때문에 절차와 관련한 공차도 없다. 

본 보고서에선 수송용기의 동적거동을 규명하기 위해 사용된 유한요소해 

석 프로그램은 ABAQUS!ExplicieO
) 와 LS-DYNA3D11

) 상용코드이다. 이 두 

코드는 견고한 표면상에 낙하하여 충격을 받는 수송용기의 동적거동을 계산 

하는데 요구되는 특정들을 가지고 있다. 알고리즘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 

이 단지 조건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안정한 해를 보증하기 위해서 시간증 

분(Time increment)은 프로그램내에서 자동으로 계산되어 설정된다. 재료 라 

이브러리 (Material library)는 탄소성재료， 고무류 재료 그리고 짖뭉개지는 형 

태 (Crushable form)의 재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사용재료 모 

댈을 입력할 수 있는 서브루틴의 추가가 가능하다. 이 두 코드가 수송용기의 

해석에 적합한 가장 큰 특징은 충격접촉면을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두 코드는 물체의 접촉면을 따라서 미끄러짐이 가능하도록 접촉 

-충격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견고한 표면을 해석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강체표면 경계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강체표면은 모텔에서 지정된 절점 

들이 침투할 수 없는 평면이다. 

유한요소 동적해석은 매우 많은 양의 계산결과 들을 산출해 낸다. 그리 

고， 일반적으로 이러한 계산결과 들을 유용하게 이용하는 측면에서 그래픽 

능력과 관계될 수 있다. ABAQUS!Explicit과 LS-DYNA3D는 미리 정해준 

계산 시간간격에서 파일을 생성하도록 규정된다. 이들 파일은 시간이력에 따 

른 에너지분포， 절점에서의 변위， 속도， 가속도 시간이력 그리고 요소내에서 

의 응력， 변형률시간이력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다. 또 

한， 파일은 변형된 모양 및 윤곽션을 그리는데 필요한 정보도 포함하게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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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 석 코드 조사 및 분석 

1. ANSYS 

ANSYS7l는 1970년 공학분야의 제반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해석하기 

위해 John Swanson박사가 개발한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으로 지금은 

ANSYS, Inc.에서 개발과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다. 최초에는 주로 전력산 

업과 기계산업에 이용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이었으나， 현재에는 자동차， 전 

자， 조선， 항공우주， 화학， 의학에 이르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유한 

요소해석에 사용되고 있다. ANSYS는 구조， 열전달， 유체， 전자기장， 압전， 

음향， 연성해석 등의 해석기능뿐만 아니라 솔리드 모텔링 등을 포함한 전처 

리기， 후처리기， 최적설계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풍부한 기능으로 

초보자에서부터 전문가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용자층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지금까지 10，000개 이상의 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12，000개 이상의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의 엔지니어가 ANSYS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국내 대다수의 대학， 대학 

원에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ANSYSTM가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초보 

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한글판 ANSYSTM 활용안내서 시리즈가 출간됨 

으로써 국내 사용자층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가. ANSYS의 특정 

(1) 전 • 후처 리 기 (Pre/Post-processor) 

ANSYS는 타 프로그램과는 달리 사용하기 편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 

스(GUI)로 구성 되 어 있는 전 처 리 기 (Pre-processor)와 후처 리 기 

(Post-processor)가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어 모댈링 과정， 해석 과정， 결과 

처리 과정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오가며 작업할 필요없이 효 

율적으로 유한요소해석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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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독립적인 소스 코드 

ANSYS는 SGI, HP, IBM, Digital, SUN 과 같은 엔지 니 어 링 워 크스테 이 

션과 Intel, Digital 호환 퍼스널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시스템의 종류에 상관 

없이 구동되며， 특히 이름은 같지만 워크스테이션용 소스 코드(Source Code) 

와 퍼스널 컴퓨터용 소스 코드가 원천적으로 다른 일부 타 프로그램과는 달 

리 ANSYS는 기종별로 동일한 소스 코드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종에 

상관없는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기종간의 데 

이터 호환에도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퍼스널 컴퓨터에서 작성한 

데이터를 아무런 수정없이 슈퍼컴퓨터에서도 작동시킬 수 있다. 

(3) 광 범 위 한 연 성 해 석 (Coupled - Field Analysis) 가능 

ANSYS는 열-구조， 자기장-구조， 전-자기-유동-구조， 유동-구조 등과 같 

은 광범위한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이 복합된 연성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 

다. APDL을 이용한 유연한 모댈링 및 해석 기능 ANSYS는 APDL(ANSYS 

Parametric Design Language)을 해석 전과정에서 지원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 주며， 이러한 기능을 이용하여 특정 과정의 매크로 수 

행이 가능하다. 

나. ANSYS의 제한 

Implicit 방법에 바탕을 둔 ANSYS는 운반용기의 9m 낙하충격과 같은 비 

선형성이 큰 문제에 대해선 적합하지 못하다. 버전 ANSYS5.5(2001년. 3월 

현재 가장 최근의 버전은 5.7)부터 LS-DYNA 모률이 포함되어 비선형 충격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ANSYS를 통해서 비선형 충격해석을 하 

는 것보다는 직접 LS-DYNA3D를 이용해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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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STRAN 

MSC.NASTRAN8l은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선의 구조 해석을 
위해 개발한 구조 해석 프로그램에서 출발하여 지난 30 여년간의 연구 개발 

을 통하여 대다수 산업 분야의 표준 해석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한 범용 유한 

요소 해석 프로그램이다. 

NASTRAN은 Static, Dynamic, Nonlinearrn Thermal, Optimization등을 

해석 영역으로 갖는 범용 유한요소 해석 Program으로 100만 Line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FORTRAN Program이다. 

NASTRAN은 Module 이라고 하는 수많은 Building Block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개의 Module은 형상， Matrix 조합， 경계조건 부과， 행렬 연산， 

Output 계 산， Print 등등의 기 능을 담당하는 Subroutine 들로 구성 되 어 있고， 

이 Module은 Direct Matrix Abstraction 이 라고 하는 DMAP Program에 의 

하여 Control 된다. 각 해석 Type 은 수 백 개 내지는 수천 개의 DMAP 명 

령어의 집합체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해석 Type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는 

DMAP 명령어가 그 해석 기능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Module에 지시를 하게 

된다. NASTRAN은 Sparse Matrix Algorithms을 이용하여 대형 문제를 빠 

르고도 Disk Space를 적 게 사용하면서 풀 수 있다. 

해 석 영 역 으로는 선 형 정 적 해 석 (Linear Statics). lnertia Relief해 석 (Linear 

Statics with lnertia Relieü , 고유진동해석 (Normal Modes) , 좌굴해석 

(Buckling)등을 할 수 있다. 또한， 열전도 해석， 자연대류 해석， 강제대류 해 

석， 열하중이나 열경계조건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있고， 비선형 해석으로는 

재 료 버 선 형 거 동 해 석 ( Hyperelasticity for large strain, Nonlinear elasticity, 
Thermo-elasticity, Viscoelasticity, Creep, Viscoelasticity combined with 

elasticity)과 기 하학적 비 선 형 거 동해 석 (L따ge deformations, Large strain 

for hyperelastic material, Nonlinear buckling, Snap-through analysis 

(post-buckling), Follower forces, Nonlinear normal modes) 그 리 고 경 계 비 

선 형 해 석 (Gaps opening and closing with/without Friction, Enforced 

deformation)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운반용기의 9m 낙하충격과 같은 비 선형성이 큰 문제에선 선형해 

석에 바탕을 두고 있는 NASTRAN보다는 같은 회사 유한요소 해석코드로써 

비선형을 해석할 수 있는 MSC. DYTRAN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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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YTRAN 

MSC.DYTRAN9)는 91년 6월에 공식 상용화 된 패키지로써 구조물과 유 
체 및 상호간의 혼합 구조 그리고 각종 부품의 동적， 비선형 거동을 해석하 
는 3차원 해석 프로그램으로서， Explicit Time Integration을 사용하며 재질 
과 형상의 비선형성에 대한 시율레이션을 가능케 해준다. 성형 회사 및 일반 
기계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그리고 자동차 산업 분야에 대한 적용 
이 가능하다. Dytran은 대변형， 복잡한 비선형 문제 그리고 유체와 구조물의 
혼합구조 등에서 Short, Transient 동적 문제의 해석에 특히 안정적이며， 대 
표적인 응용 분야는 아래와 같다 . 

. Air Bag Analysis 

. Sheet Metal Forming Analysis 

. Weapons Design Calculations 

. Bird Striking on Aerospace Structure 

. Response of Structures to Explosive and Blast loading 

. High - Velocity Penetration 

. Ship Collision 

. Sloshing 

. Ship Grounding 

MSC.DYTRAN은 동적인 구조 해석을 해결하기 위해 고전적인 Explicit 
유한 요소 기술을 사용한다. 아울러， 이것은 폭 넓고 다양한 현실의 엔지니 
어링 문제 즉， 3차원 접촉 및 슬라이딩 효과 를 풀기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 
타입과 재료 모벨을 포함한다. 이들 문제의 범주 속의 전형적인 적용은 구조 
적 충돌 해석， 낙하실험 시율레이션， Tri-Hub Burst Containment Analysis 
및 Sheet Metal Stamping 이 다. 

9m 충격해석을 위해 필요한 접촉조건은 DYTRAN 에서 다음과 같이 정 
의 할 수 있지만， LS-DYNA3D에서 좀 더 다양한 접촉조건을 구현할 수 있 
다. 

. Master-Slave Contact 

. Grid Points To Surface 

. Adaptive (Eroding) Contact 

. Shell Thickness Offset And G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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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BAQUS!Explicit 

상용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lO)는 1978년 미국의 HKS(Hibbit, 

Karlsson & Sorensen Inc.)에서 다양한 공학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Simulation Soft ware의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ABAQUS 

가 된 것이다. ABAQUS의 적용분야는 실로 광범위하여서 일일이 그 예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국내외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분야는 자동차， 타이어， 중 

장비， 우주 항공， 조선， 해양 구조물， 원자력 발전소의 구조 해석， 토목， 건축， 

전기， 가구 둥의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20년간 기계해석 

분야에서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하여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ABAQUS의 가장 큰 장점은 까다로운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면서도 쉽게 Solution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ABAQUS 

는 크게 해석모률의 차이점으로 ABAQUS/Standard와 ABAQUS!Explicit로 

나눌 수 있는데 ABAQUS/Standard는 내연적 시간적분법(Implicit time 

integration)을 이용한 해석모율로 선형 정적 Stress/ displacement 해석， 고유 

치 좌굴해석， 동적 Stress/'•displacement 문제의 Solution을 구할 수 있는 반 

면에， ABAQUS!Explicit는 외연적 시간적분법 (Explicit time integration)을 

이용한 모률로 Explicit 시간적분법을 이용한 고체 및 구조물의 비선형 과도 

응답의 동적 해석을 수행한다. 이 모률은 최신 Supercomputer system 을 잘 

활용하기 위해 완전히 Vector화 되어있다. 강력한 연결 능력， 신뢰도， 큰 모 

벨에서의 계산 효율 등으로 인해 불연속적으로 비선형 응답을 나타내는 준 

정적 응용분야에서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 ABAQUS의 특정 

ABAQUS는 범용(General Purpose) 유한요소 개념의 소프트웨어 

Package이며 완전히 Module화 되어 있다. ABAQUS의 유한요소 Library는 

어떠한 형상도 기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광범위하며 이미 증명된 최선 

의 요소기술을 사용한다. ABAQUS는 Material Model에 대해서도 광범위하 

게 사용할 수 있다. 

등방성 재질의 선형 탄성 응답만을 구하는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ABAQUS를 이용하면 작거나 혹은 큰 변형율에 대하여 저온 및 고온에서， 

그리고 낮거나 높은 변형도(Strain Rate)에서 등방성 및 이방성 재질의 응력 

및 변형을 모벨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금속뿐 아니라 고무， Polymer(탄성 

및 점탄성을 갖는)， 철근 콘크리트， 잘 부스러지거나 탄력이 있는 Form,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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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바위같은 지칠학적 재질도 해석이 가능하다. 게다가 ABAQUS는 단지 

응력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및 대류， 열전달， 물질의 확산， 소음， 압 

전현상 해석등도 각각 독립적으로 혹은 응력해석과 순차적으로 연성되거나 

완전히 연성 (Fully Coupled)된 상태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ABAQUS는 설계가 모율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요소， 재질， 해석과정， 하중 

작용순서 등의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조합이 가능하고 이것이 바로 

ABAQUS가 다른 코드들과 비교하여 독특하고 강력할 수 있는 점이다. 어떠 

한 재질도 임의의 요소와 결합할 수 있고(특히 복합재료의 경우) 따라서 염 

의의 하중 조건하에서 모델의 한 부분을 형성할 수 있다. ABAQUS에서는 

모댈 크기에 대한 인위적 제약이 없다. 이와 같은 특정에 의해서 많은 비선 

형을 요구하는 운반용기의 자유낙하충격 해석에서 좋은 결과값은 얻을 수 

있다. 

나.구성 

(1) ABAQUS/Standard 범용 유한요소 해석 Module로서 

ABAQUS!Explicit 시간 적분율을 이용한 비선형 동적응답 해석과 ABAQUS 

Aqua 및 ABAQUS!Usa에서 다루는 문제를 제외한 모든 능력을 보유한다. 

(2) ABAQUS!Post: 이것은 ABAQUS와 상호 연관된 후처리부이다. 여 

기서는 변형된 형상 윤곽， 시간변화 및 변수와 변수간의 그림을 나타내 준 

다. Animation 과정이 쉽게 만들어진다. ABAQUS!Post는 예를 들어， 윤곽 

그림을 인식하고 재질이나 다른 불연속을 밝히며 접촉 압력과 같은 변수를 

윤곽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ABAQUS의 모든 기능을 지원한다. 

(3) ABAQUS!Post: 항상 ABAQUS 해석 Module과 함께 제공된다. 다 

른 Workstation이나 다른 그래픽 장치에서 이용하기 위해 별도로 구입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 서로 다른 시스템간의 해석 결과 File을 옮겨주기 위한 

변환 프로그램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4) ABAQUS!Pre 이것은 ABAQUS를 위한 대화형 전처리기로서 5.3 

Version 부터 제공되는 것이다. 이 제품은 완전한 형상 정보생성과 자동으로 

mesh를 생성해 준다. 이것은 PDA Engineering Inc의 P3 PATRAN에서 제 

공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ABAQUS!Pre는 다른 모든 Module과 독립적 

으로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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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S-DYNA3D 

시간에 따른 하중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Dynamic transient analysis를 Real time 영 역 에 서 가능) LS-DYNA3Dl1)는 

1976년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 서 개 발된후 계 속 적 인 발 

전을 이루어 현재는 버전 960까지 출시되었다. LS-DYNA3D는 고무， 토양， 

복합재 등 과 같이 비선형성이 강한 재료와 변형이 심한 구조물의 비선형 

해석이 가능하다. 

3차원 구조물의 물리적인 동역학적 거동을 Simulation 하기 위한 기능 및 

응용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주로 쓰이는 분야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자동차 및 부품관련 

자동차 제조업체 및 부품업체에서 차량충돌 및 안정성 평가 그리고 각종 

Simulation을 위 해 사용하고있다 . 

. Accelerometors 

. Hybrid m Dummy models 

. Pretentioners 

. Seatbelts 

. Airbags 

. Inflator model 

. Retractors 

. Sensors 

나. Metal forming 

재료의 변형， 응력집중， 찢김현상， 주룸현상 등을 정확히 예상 할 수 있다. 

950 Version은 Implicit code가 있어 Spring back을 Dyna를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있다 . 

. Deep drawing 

. Hydroforming 

. Multi-Stage processes 

. Forging 

. Metal S tamping 

. Tailored blank 

다. 국방/무기/조선 관련 

폭발 , 군사용 무기 및 항공기 설계분야에 사용할 수 었다. 

. Explosives 

. Underwater simulations 

. Penetration 

. Waste containment 

? 

이
 



. Weapon design 

라. 항공/중공업 관련 

우주산업 및 항공 분야의 발달과 더불어 이 분야의 전통적인 해석 프로 

그램과 더불어 새로운 분야의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 

. Blade containment . Bird strike 

. Extraterrestrial landing delivery systems 

. Failure analysis 

마. 전자/공구/일반기계 관련 

스포츠 용품， 공구， 일반기계， 전자제품， 휴대폰등 Drop!Impact!Contact 

test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해석 tool로 이용되고 있다. 

. Baseball bats 

. Cell phones 

. Golf clubs 

바. 건설/토목 관련， 가타 

. Can and shipping container design 

. Electronic component design 

. Hand tools 

포장도로 해석 및 설계 건축물 지진해석 도로 Guardrail 의 내충돌성 평 

가 그리고 해양구조물의 여러 종류 해석에 응용된다 

. Glass forrning . Plastics, Mold, and blow forming 

. Earthquake engineering . Cvil Engineering 

위와 같이 Explicit에 바탕을 둔 LS-DYNA3D는 운반용기의 충격거동과 

같은 비선형 해석하기에 다른 해석코드(ANSYS. NASTRAN)보다 적당하다. 

특히， LS-DYNA3D는 Constraint & Penalty Methods가 Main Algorithm으 

로 사용하고 있으며 40여종류의 Contact options 을 가지고 있다. Elementa 

& Material 은 물론 Contact 또한 빠르고 정확한 계산을 지향하는 프로그램 

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발해오고 있고 최근의 버전에서는 열역학적인 

Contact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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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안전해석 및 충격특성 비교검증 

제 1 절 해석대상 운반용기의 개요 

본 절에서는 앞서 제시한 해석코드의 신뢰성을 분석하였는데 해석모델로 

써 KSC-4 운반용기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하였고 정상 및 가상사고조건중 

운반용기에 가장 큰 손상을 미칠 수 있는 가상사고조건의 9m 자유낙하충격 

해석과 1m 타격충격해석을 수행하였다.9m 자유낙하충격해석은 수직낙하， 

수평낙하， 68。 경사낙하로 구분하여 해석하였으며， 1m 타격충격해석은 충격 

완충체를 제외한 운반용기 본체에 대해서 해석하였다. 해석결과는 

LS-DYNA3D와 ABAQUS!Explicit을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1/3축소모댈시 

험 12)의 결과값과 비교하였다. 

1. 구조 및 기능 

KSC-4 운반용기는 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용량을 갖는 용기로써， 이 운반용기는 뚜껑을 포함한 본체 (Cask body) 

와 충격완충체(Impact Limiter) 및 결속장치 (Tie-down Device)로 구성된다. 

방사선 차폐체로는 레진 (Resin)과 납(Lead)이 사용되며 충격완충체로는 발사 

우드(Balsa wood)와 레드우드(Red wood)가 사용된다. 빈 운반용기의 

KSC-4의 중량은 약 34톤이고 핵연료집합체 4개가 장전된 운반용기의 중량 

은 37톤이다. 또한 전체 길이는 5.6m, 운반용기의 길이는 4.8m, 폭은 1.2m이 

다. 용기에 대한 치수， 중량 및 재료를 표 2.3-1에 정리하였다. 또한 운반용 

기의 전체적인 개략도를 그림 4.1-1에 나타내었다. 

가. 운반용기 본체 CCask body) 

운반용기의 본체는 핵연료를 담고 지지하는 4개의 핵연료장전통 

(Fuel-basket)과 이들을 고정시켜주는 장전통 고정판CBasket fixing disc)과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원통형 웰， 감마선차폐체， 중성자차폐체 그리고 차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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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을 함께 담당하는 뚜껑 (Lid)등으로 구성된다.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원통 
형 웰은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두께 25.4 mm의 내부 웰(lnner sheU) , 중성자 
차폐체 (Resin)를 보호하고 주변의 임의 하중으로부터 운반용기를 일차적으로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10rnm의 외부 젤 (Outer shell)로 구분된다. 
이 웰들은 각각 감마선차폐체와 중성자차폐체를 감싸는 역할도 수행하며， 운 
반용기 상부의 본체프랜지 (Body flange)와 바닥판재 (Bottom plate)에 용접으 
로 고정된다. 

운반용기의 상하부에는 원통형 트러니온(Trunnion)이 각각 1쌍씩 있어 운 
반용기를 언양하거나 운반시 차량에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또한， 운반용기 
의 외부 웰과 내부 젤(Inner sheU)사이에는 전열핀을 부착하여 내부로부터 
발생되는 열이 방출되도록 되어있다. 

(1) 핵 연료 장전통(Fuel-basket) 
핵연료 장전통은 모두 4개의 정사각형 직육면체로 되어있으며， 14x 14, 

16X 16, 17x 17등의 PWR 핵연료집합체 4개를 장전할 수 있다. 

(2) 감마션 및 중성자 차폐체 
내부 웰의 안쪽에 납을 주조하여 채워진 감마선차페체는 주로 조사된 핵 

연료에서 방출되는 감마션을 차폐하기 위한 것이다. 납은 99.9% 이상의 순도 
를 가지며， 납이 주조될 운반용기 내외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히터를 
갖춘 주조설비를 이용하여 용융온도， 주입시간， 냉각시간 및 방식 등을 적절 
히 제어하여 납의 순도를 유지시키고， 웅고수축을 최소화하여 차폐성능을 보 
장해야 한다. 온도에 따른 납의 기계적 성질들을 표 4.1 -5에 정리하였다. 
내부 웰과 외부 웰 사이의 공간에 Resin(NS-4-FR)을 주조하여 채워진 중 

성자차폐체는 주로 조사된 핵연료에서 방출되는 중성자를 차폐하기 위한 것 
이다. Resin은 주 구조재인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강도가 훨씬 작으므로 온도 
에 따른 특성변화를 무시한다. Resin의 상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을 표 4.1-6 
에 정리하였다. 

(3) 뚜껑 (Lid) 

운반용기의 뚜껑은 방사선 차폐， 핵연료 장전 및 인출시 개폐 그리고 내 
부 공간과의 격납(Containment) ， 기멸유지， 냉각수공급 및 배기등의 중요 기 
능을 가지고 있다. 핵연료 상부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155mm 두께의 납차폐체와 33mm의 레진으로 되어있다. 뚜껑에 모두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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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형구조의 스테인레스강 Housing이 있으며， 첫째는 급속연결장치 밸브기 

능으로 Coupling이 부착되어 있다. 둘째는 내부공간에 물을 채울 때 혹은 예 

비용의 Shield plug로 Housing 기능을 한다. 뚜껑에는 밀봉과 격납을 적절하 

게 유지시키도록 모두 167H 볼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위치하여 었다. 그리고 

볼트자리 바로 인접한 내부에 기밀유지를 위하여 두 개의 Q-ring gasket가 

부착되도록 하였다. 

(4) 커플링 (Coupling) 

급속연결장치인 커플링 (Coupling)은 운반용기의 하부와 상부인 뚜껑에 각 

각 설치되었있다. 하부에 설치된 것은 배수커플링 (Drain coupling)이고 뚜껑 

에 설치된 것은 배기커플링 (Vent coupling)이다. 하부에 설치된 배수커플링 

(Drain coupling)으로 운반용기의 누설시험에 사용한 물이나， 핵연료 장전 또 

는 인출 후 운반용기 내부에 담긴 풀물(Pool water)을 배출하는데 사용된다. 

뚜껑에 설치된 배기커플링 (Vent coupling)은 배수(Drain)를 할 때의 배기 

(Vent) '-l-, 운반용기의 누설시험에 압력계를 설치하고 가압을 하거나， 건식운 

반(Dry transport)시에 내부공간에 건조를 위한 진공펌프의 연결구로도 사용 

한다. 

나. 충격 완충체 (Impact limiter) 

충격완충체는 운반용기가 자유낙하충격등의 사고로 충돌할 경우 충격을 

흡수하도록 스테인리스강판 케이스 내부에 충격흡수능력이 우수한 Balsa 

wood와 Red wood를 삽입한다. KSC-4 운반용기의 충격완충체로 사용된 

Balsa wood와 Red wood는 충격을 받게 될 때 Crush 되면서 운반용기가 갖 

는 운동에너지를 흡수하여， 용기 본체 및 내용물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켜 

준다. 

이들 두 재료는 충격흡수성능이 우수하며， 특히 Balsa wood는 비중이 아 

주 가볍고 다른 나무에 비해 강도가 아주 약하기 때문에 충격흡수를 위한 

완충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운반용기의 수평닥하에 대비한 충격완충체의 측면을 구성하는 Red wood 

는 Balsa wood에 비해 강도가 약 3배 정도이다. 완충체 측면에 Balsa wood 

를 사용할 경우 완충체의 크기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Crush 특성이 우수하 

며 강도가 Balsa wood 보다 강한 성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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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sa wood 와 Red wood의 Crush 변 형 의 탄성 부분은 아주 작고 최 대 
Crush강도에 도달한 직후부터는 거의 그 값으로 일정하게 소성적으로 거동 
한다. Red wood는 변형이 처음 길이의 65~70%에 도달했을 때부터는 비압 
축성 고체처럼 거동하여 Lock-up 현상이 생긴다 13) 이들 목재들의 Crush 
강도는 결의 방향에 크게 관계되며， Balsa wood의 경우 결과 평행한 방향과 
직각방향에 대한 강도비는 약 13%정도이고 Red wood는 약 17% 정도이다. 
이들 목재는 온도， 밀도와 관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측정은 Sandia 
Laboratory에 서 이 루어 졌 다 14， 15) 

다. 결속장치 (Tie-down device) 

결속장치는 운반용기를 운반차량에 고정하여 운반할 때 운반용기를 안전 
하게 결속하는 구조물이다. 이 장치는 운반차량에 견고히 고정되며， 운반용 
기의 트러니온을 안착시키고 고정하도록 하여 운반용기의 운반시 차량의 진 
동이나， 감가속， 충돌 등에 충분히 견디고 운반용기의 상하차에 편리하도록 
되어있다. 

U'~~'2!'9.f:'" 현!연보3→ Co‘w 
、•. “. ~d 

l.J.!Ji.Pt'l/ø.느 

그림 4.1-1 KSC-4 운반용기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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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운반용기의 치수 및 중량12) 

Dimension Weight 
Components Materials 

(mm) (Ton) 

Length : 4845 

1. Cask body Width : 1194 

Comer : 1347 

. Fuel Basket SA 240 Type 304 230 X230, 6 t 0.76 

. Poison Plate B4C + Al (Boral) 5 t 0.15 

25.4 t 2.82 
. Inner Shell SA 240 Type 304 

4,740 H 

ASTM B29 Ch. Gr. Side : 
. Lead Shield 

160 t 20.4 

99.9 % Pb, Casting Bottom : 175 t 

NS-4-FR Side 150 t 4.0 
. Resin 

(Density : 1.68 g/cm') 

. Outer Shell SA 240 Type 304 10 t , 4750 H 1.51 

. Top/Bottom, SA 240 Type 304 30 t Plate 

Trunnion Support 30 t Plate 1.26 

Plate 

. Copper Plate Pure Copper Plate 4 t , 2 t 0.86 

2. Lid LeadlS. S-304/Resin 1.0 

3. Shock Absorber Balsa/Red Wood, 
1.3 

Cover Steel Lining 

Total Cask Weight 

4 PWR Fuels (17x 17) 0.65 x 4 =: 2.6 
Loaded Cask Weight 

Cavity Water 
37.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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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특성 (Operational features) 

KSC-4 운반용기는 핵연료 장전통의 내부공간에 물을 채울수 있도록 되 
어 있는 습식 공간(Wet cavity)과 공기 로 하는 건식 공간(Dry cavity)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수냉식의 습식공간에서는 내부공간에 물이 있으므로써 사용후핵 
연료 장전후에 붕괴열이 계속 발생하므로 냉각수의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물 
의 팽창이 일어난다. 따라서 핵연료 장전후 내부공간의 수위를 조절하여 팽 
창으로 기인되는 충분한 빈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하부차폐체의 측면에는 4 
개 장전통에서 나온 배수관이 배수 Coupling housing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Coupling은 Two-way 장치로써 플러그(Plug)와 소켓(Socket)부분이 서로 떨 
어져 있을 때는 닫힌(Close) 기능이며， 이것을 서로 연결하면 동시에 Plug와 
Socket 부분이 열리도록(Open) 만들어졌다. 또한 뚜껑 내부에는 배기 
Coupling이 있다. 이들 Coupling은 모두 공기와 물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고온 및 고압에 견디도록 만들어졌다. 

운반용기 내부공간에 핵연료가 장전된 후 내부공간과 외부 사이에 격납 
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격납경계 (Containment boundary)를 구성한다. 
운반용기 운전특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은 이 격납을 적절히 유지시키 
는데 있으며， 이러한 격납건전성을 확인시키는 주 목적은 바로 내부에 있는 
내용물 즉，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내용물 
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는 뚜껑의 O-ring 재질 및 구조， Coupling 
부위에 있는 기밀장치 O-ring과 Gasket등의 재질을 압력과 온도조건에 맞도 
록 선정하였다. 핵연료 장전후 뚜껑의 볼트를 완전히 조인 후에 뚜껑이 있는 
Coupling에 누설검사장치를 부착하고 내부에 정상최대 압력조건으로 가압시 
킨후 누설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 누설검사는 운반용기의 내부 Cavity 
의 격납경계 및 구조적 건전성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검사항목이다. 

KSC-4 운반용기를 단거리 운반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주로 Cavity에 물 
을 채우고 장거리 운반용으로 사용할 경우 물이 없는 공기 혹은 불활성기체 
헬륨(Hellium)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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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반내용물의 개요 

KSC-4 운반용기는 PWR 핵연료집합체 4개를 동시에 장전하여 운반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PWR 핵연료형은 3종류， 즉 14x 14, 16X 16, 17 

x 17 집합체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핵연료의 일반적인 제원， 재질 그리고 

개요는 표 2.3-2에 표시하였다. 표에 나타난 3종류의 핵연료 집합체가 원자 

로에서 연소된 후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모두 강한 방사선과 열을 방출한 

다. 운반용기 설계기준 핵연료로써 폭과 높이가 제일 큰 17X17 PWR 집합 

체를 선택하며， 냉각기간이 3년이상인 핵연료를 선정한다. 운반용기에 장전 

될 사용후핵연료 냉각기간을 3년이상으로 선정한 배경은 핵연료 저장풀에 

저장된 핵연료의 2/3 정도가 3년 이상된 핵연료이며 또한 운반용기의 설계조 

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운반용기의 중량 및 크기등을 최적화하 

기 위한 것이다. 

4. 운반용기 재료의 기계적 성질 

KSC-4 운반용기에 사용된 주 재료는 기본 구조재로써 Stainless steel 

(SA240 Type 304)이 사용되며， 감마선 차폐체로는 납을， 중성자 차폐체로 

NS-4-FR Resin을 사용하고， 볼트는 Low al10y steel SA193 Type B7을 사 

용한다. 그리고 운반용기 상 · 하부에 부착되는 충격완충체는 Balsa wood와 

Red wood로 되어있다. 중성자 차폐체인 Resin에는 내부 젤(Inner shell)과 

외부 젤(Outer shel1) 사이의 열전달을 돕기 위해 Copper plate로 된 핀(Fin) 

이 사용되었다. 

구조재언 Stainless steeI(SA240 Type 304)과 차폐체인 Resin, Lead는 

탄 · 소성으로 가정하였고， 충격완충체인 Balsa wood와 Red wood는 탄성 · 

완성소성으로 가정하였다. 탄성 · 완성소성이란 탄성구간을 넘는 구간부터는 

하중의 증가없이 변형만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1 -2와 4.1-3에는 탄 · 소 

성 개념도와 탄성 · 완전소성 개념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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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2 핵연료의 일반적인 제원， 재질 12) 

Fuel assembly and fuel rod data 
Contents 

Kori 1 Kori 2 Kori 3 ,4 Uljin 1,2 

1. Fuel assembly 
Total length with 
control rod (cm) 418.26 423.15 424.74 424.74 
Total length without 
control rod (cm) 405.66 405.8 405.8 405.8 

Active fuel length 365.76 365.76 365.76 365.76 
Cross section (cm) 19.7x 19.7 19.7 x 19.7 21.4 x 21.4 21.5x 21.5 

Fuel rods/assembly 179 235 264 264 
Rods array/ assembly 14x 14 16x 16 17x 17 17X 17 

A verage bumup 33,000 33，0뻐 33,000 37,000 
(MWD끼\1TU) 

Max. Enrichment 3.2 3.1 3.1 3.1 
(w/o U-235) 

Total weight (kg) 577.9 593.6 656.5 654 
Kg U/ Ass. (New fue]) 402.7 410.6 461.5 461 
Kg U02/ Ass.(New fue]) , kg 458.1 465.9 523.5 523 
ZircaIloy/Ass'<New fueJ) , kg 98.9 106.4 110.5 108 
InconeVAss.(New fuel) , kg 4.1 4.8 5.5 6 
S.S. / Ass.(New fue]) , kg 16.8 17.0 17.5 17 

2. Fuel rods 

Rod O.D. (cm) 1.072 0.95 0.95 0.95 
Rod pitch (cm) 1.414 1.232 1.26 1.26 
Clad thickness 0.062 0.057 0.057 0.057 

• 46 



stress 

Ultimate strength 
(<Tu ) 

Yield strength 
(<Ty ) 

stress 

Yield strength 
( <Ty ) 

l Hardening modulus 

Young’s modulus , E 

그림 4.1-2 탄 · 소성 개념도 

그림 4.1-3 탄성 • 완전소성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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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tainless steel SA240 type304 

KSC-4 운반용기의 주 구조재인 SA240 type 304의 상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은 ASME Sec. 1II App. 116 )에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 

. Elastic modulus 195.1 GPa 

. Yield strength 206.4 MPa 

. Poisson' s ratio 0.3 

. Ultimate strength 517.1 MPa 

. Density : 7,913 kg/m' 

. Strain hardening modulus 8.981 GPa 

. Coeff. of thermal expansion : 1.427 x 10-γ℃ 

온도에 따른 SA240 type 304 스테인리스강의 항복응력， 탄성계수 등은 표 
4.1-4과 같다. 

나. 납(Lead) 

감마선차폐체로 사용된 납은 불순물인 Cu의 함유율이 0.05% 이하인 
Chemical lead이다. 이 납의 상온에서의 기계적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 

. Elastic modulus 

. Yield strength 

. Poisson ’ s ratio 

. Ultimate strength 

. Density 

. Strain hardening modulus 

. Coeff. of thermal expansion 

15.72 GPa 

4.41 MPa 

0.42 

16.97 MPa 

11,300 kg/ m' 

383 GPa 

2.898 x 10-o;oC 

온도에 따른 Chemical lead의 항복웅력， 탄성계수 등은 표 4.1-5과 같다. 

48 • 



다. 레 진 (Resin) 

KSC-4 운반용기의 중성자 차폐체로 사용된 Resin(NS-4-FR)은 미국의 

Bisco products Inc. 의 제품으로써 상온에서의 기계적 성질만 제시하였다. 

주 구조재인 스테인리스강에 비해 강도가 훨씬 작으므로 상온에 따른 특성 

변화를 무시하고 상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레진에 대한 

기 계 적 특성 들은 표 4.1-6와 같다. 

라. Balsa wood 

Balsa wood는 매우 가볍고 압축특성이 우수해 충격흡수재로 많이 사용되 

고 있다. KSC-4 운반용기에서는 상하부 충격완충체의 중앙부에 삽입되어 

상부수직낙하나， 하부수직낙하시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도록 하였다. Balsa 

wood는 처음 항복강도에 이른 후 거의 일정한 강도로 압축된 후 변형이 처 

음 길이의 75-79%에 이르렀을 때부터 비압축성 고체처럼 거동하여 

Lock-up 현상이 생긴다. Balsa wood를 비롯한 나무는 특성상 결방향에 따 

라 강도가 크게 달라지며， 수분 함유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한 물성치 

는 미국 Sandia 연구소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온에서의 기계적 물성치를 

표 4.1-7에 나타내었다. 

마. Red wood 

Red wood는 압축특성이 우수해 balsa wood와 함께 운반용기의 충격완충 

체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Red wood는 balsa wood에 비해 압축강도가 커서 

충격완충체의 측면에 주로 사용되며 KSC-4 운반용기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방사상방향으로 삽입되어 수평낙하나 측면으로의 충동시에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 Red wood는 처음 항복강도에 이른후 거의 일정한 강도로 압축된 후 

변형이 처음 길이의 65-70%에 이르렀을 때부터 비압축성 고체처럼 거동하 

여 lock-up 현상이 생긴다. Red wood도 결방향에 따라 강도가 크게 달라지 

며， 수분함유량에 영향을 받는다. 이에 대한 물성치는 미국 Sandia 연구소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옹에서의 기계적 물성치를 표 4.1-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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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판(Copper plate) 

KSC-4 운반용기는 중성자차폐체인 Resin의 열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동 
판으로 된 전열핀 (Heat-transfer fin)을 설치하였다. ASME sec. III App. 116

) 

에 제시된 동판에 대한 기계적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 

. Elastic modulus 

. Yield strength 

. Poisson' s ratio 

. Density 

사. 볼트(Bolt) 재료 

114.5 GPa 

69.0 MPa 

0.3 

8,954 kg/m' 

Ref. Table 1-40 

Ref. Table 1-8.4 

Ref. Table 1-8.4 

뚜껑의 볼트재료는 정상운반시에 받게되는 내부 Cavity의 압력하중과， 가 
상사고조건의 자유낙하충격시 받게 될 충격하중 및 화재사고시 받게될 온도 
와 압력의 영향을 고려하여 고장력 저합금강인 SA193 type B7을 사용한다. 
ASME sec. Ill, Div.1 17)에 제 시 된 이 강의 기 계 적 물성 치 들을 정 리 하면 다음 
과 같다. 

. Elastic modulus 

. Yield strength 

. Poisson ’ s ratio 

. Density : 

203.4 GPa 

675.9 MPa 

0.3 

862.1 kg/m' 

아. Stainless steel과 Lead의 동 적 재 료특성 (Dynamic properties) 

KSC-4 운반용기의 9m충격해석에서는 구조재인 Stainless steel type 304 
와 납의 동적재료특성을 이용하였다 18) 자유낙하충격로 인한 충격과 같은 
동적인 하중을 받을 때 Stainless steel과 납은 변형률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 
가 증가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운반용기의 구성재료인 Stainless steel과 
납의 동적재료특성 (Dynamic material properties)에 대한 자료를 이용한다. 
이러한 동적특성은 자유낙하충격， 타격충격 등의 충격해석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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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ainless steel type 304 

Poisson I S ratio 11 =0.3 

Y oung I s modulus E=186.88 GPa 

Yield strength Oy=1034.95 MPa 

Ultimate strength ou=1034.96 MPa 

Density p = 7913 kg/m' 

Strain hardening modulus ET=1.896 GPa 

(2) 납 (Lead) 

Poisson ’ s ratio 11 =0.4 

Young ’ s modulus E=98.6 GPa 

Yield strength Oy=6.89 MPa 

Ultimate strength ou=34.48 MPa 

Density p = 7913 kg/m' 

Strain hardening modulus ET=183.45 MPa 

자. 중량과 중심 

KSC-4 운반용기의 주요부품들의 중량과 각각의 중심들을 표 4.1-3에 나 

타내었다. 여기서 무게중심의 축좌표는 운반용기의 바닥으로부터 측정한 것 

이며， 본 운반용기는 단면의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해 대칭인 사각형에 가까 

우므로 각각의 중심은 운반용기의 중앙 축상에 놓여있다. 

KSC-4 운반용기에 4개의 17X 17 핵연료집합체와 Cavity water를 채운상 

태에서 전체의 중량과 무게중섬도 표 4.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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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핵연료를 장전한 KSC-4 운반용기의 중량과 무게중심 12) 

Component Weight (Ton) 
Axial location of center I 

of gravity (cm) 

Shells 5.31 237.5 

Lead shield 20.40 233.3 

Resin shield 4.00 238.4 

Fuel basket 0.76 233.5 

Copper plate 0.86 240.3 

Boral plate 0.15 240.4 

Fuel assembly 2.60 231.9 

Upper trunnions 0.14 452.5 

Lower trunnions 0.14 28.0 

Lid 1.01 470.5 

Cavity water 0.50 233.0 

Lower shock absorbing cover 0.65 -17.6 

Upper shock absorbing cover 0.63 498.1 

Total 37.2 241.44 

Note : KSC-4 cask total length without impact limiters is 4,84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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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4 Mechanical properties of SA 240 Type 304 stainless steel 

Property 
-40 -29 21 93 

Yield strength (MPa) 206.4 206.4 206.4 172.4 

Young ’ s modulus (GPa) 198.9 197.9 195.1 190.3 
Design stress intensity(MPa) 137.9 137.9 137.9 137.9 

Ultimate strength (MPa) 517.1 517.1 517.1 489.5 

Hardening modulus (GPa) 8.97 8.97 8.35 

Poisson' s ratio 0.3 

Density (kg/ m') 7,913 kg/m' 

Property 
149 204 260 399 

Yield strength (MPa) 155.1 142.7 133.8 119.3 
Young ’ s modulus (GPa) 186.2 182.7 177.9 168.2 
Design stress intensity(MPa) 137.9 128.9 120.7 107.6 

Ultimate strength (MPa) 455.1 444.0 437.8 435.1 

Hardening modulus (GPa) 

Poisson ’ s ratio 0.3 

Density (kg/ m') 7,913 kg/m' 

Ref.) ASME section III, Division 1, Appendix 1, 

Table 1-1.2, 1-2.2, 3-1.2, 1-5.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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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5 Mechanical properties of chemical lead 

Pro ~pe~rty~~TemR ~~r~a~tur~e℃ 21.11 65.56 148.89 204.44 260 

Yield strength (MPa) 4.41 3.79 2.56 1.63 0.75 
Young's modulus (GPa) 15.71 14.89 13.30 12.05 10.88 
Strain at yield 0.002 0.002 0.002 0.002 0.002 
Ultimate strength (MPa) 16.95 13.09 9.30 7.23 4.82 
Hardening modulus (MPa) 303.31 242.35 140.63 77.81 28.42 

Poisson ’ s ratio 0.45 

Density (kg/ m' ) 11,070 kg/m' 

* Reference 
1. E.T. Tietz, "Determination of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a high purity lead 

and a 0.05% copper • lead alloy," Stanford research institute, Menlo Park, 
Califonia, April 1985, WADC techanical report 57-695 ASTIA document No. 
151165. 

2. H.]. Rack, G.A. Knorovsky, "An assessment of stress-strain data suitable for 
finite element elastic-plastic analysis of shipping containers," NUEG/CR • 0481 , 
SAND77-1872, Sandia laboratories, September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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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6 Mechanical properties of Resin(NS-4-FR) 

Specific gravity 1.68 g/c마 

Maximum continuous operating 148.89 oC 

Ultimation tensile strength 29.31 MPa 

Tensile elongation 0.65 % 

Ultimate compression strength 72.42 MPa 

Compression yield strength 60.56 MPa 

Young ’ s modulus 3.87 MPa 

Impact strength 15.49 GPa 

Thermal Conductivity 0.645 W/m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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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7 Mechanical properties of balsa wood 

Density 160 kg/c미 

S tatic bending rupture 457 kg/cnf 

Modulus of elasticity 6,913 kg/cnf 

Parallel to grain 139 kg/cnf Compression crush strength 
Perpendicular to grain 18.7 kg/c마 

표 4.1 -8 Mechanical properties of red wood 

Density 278-350 kg/c따 

Static bending rupture 1,417 kg/cnf 

Modulus of elasticity 15,940 kg/c따 

Parallel to grain 459 kg/cnf Compression crush strength 
Perpendicular to grain 59.5 kg/c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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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운반용기 유한요소 모델링 

본 절에선 KSC-4 운반용기의 9m 자유낙하와 1m 타격충격 해석을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을 기술하였다. 해석코드는 LS-DYNA3D11 )와 ABAQUS 

ÆxplicieQ)를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해석을 위한 모댈링에는 e떠!FEMB19)와 

IDEAS20)가 사용되었다. eta!FEMB는 LS-DYNA3D를 위한 전처리기 (Pre

processor)이고 ABAQUSÆxplicit을 위해선 IDEAS가 사용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해석을 위한 모델령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기 

술하였고， 이후 9m 자유낙하해석에 대해 LS-DYNA3D와 ABAQUSÆxplicit 

의 해석결과를 비교해 두 코드간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험값과의 

비교， 분석을 실행하였다. 해석을 위해 단순화된 운반용기 모델을 표 4.2-1 

에 정리하였고， 표 4.2-2에는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사용된 물성치를 정리하 

였다. 그리고 표 4.2-3에는 해석조건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1. LS-DYNA3D 유한요소 모댈링 

LS-DYNA3D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선 별도의 전처리 (Pre-processing)기 

능을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본 보고서에선 ETA사에서 전처리기로 

개발한 FEMB19)라는 프로그램를 이용하였다. 후처리기 (Post-processor) 또한 
ETA사에서 개발한 PostGL21l을 사용해 결과를 처리하였다. 

Fuel basket과 바닥변인 Rigid body를 웰로 모벨링한 것을 제외하고 운 

반용기의 모든 부분을 Solid 요소로 모댈링하였다. LS-DYNA3D에서 사용된 

Solid 요소는 8개의 노드를 갖고， 젤 요소는 4개의 노드를 갖는다. 

운반용기 본체와 충격완충체사이의 볼트결합은 완전결합이라고 가정하고 

볼트를 모델링에서 제외한 대신에 완전결합으로 처리하였다. 운반용기의 초 

기조건인 내부압력으로 인한 운반용기의 각 부분에서 발생되는 정적응력의 

분포와 3톤정도의 핵연료 무게는 9m 자유낙하와 파열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으므로 배제하였다. 충격완충체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Steel 웰 또한 

9m 자유낙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모댈링에서 배제하였고， Resin과 

Outer 웰 사이의 열전달을 위한 핀들 또한 9m 자유낙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모델링에서 배제하였다. 운반용기 내부에 있는 차폐체 (Resin， 

Lead) 9} Fuel basket의 각각은 내 · 외부 웰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을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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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조건(Contact condition)으로 되어 있을 경우로 나누어서 해석을 수행하 
였다. 구조재인 중간 웰과 외부 웰은 탄 · 소성으로 가정하였고 충격완충체의 
재료특성에는 LS-DYNA3D에 있는 이방성재료특성 Honeycomb를 사용하여 
등방성재료특성을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하였다. 
운반용기가 9m 높이에서 단단한 수평면 위에 최대손상이 예측되는 곳으 

로 자유낙하시켰을 때 운반용기가 받는 충격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운반용기 
가 수직상태로 바닥부분으로 충돌하는 수직낙하(Top or bottom end-on 
drop) , 수평상태로 충돌하는 수평닥하(Horizontal drop) , 운반용기의 무게중심 
과 충격완충체가 일직선이 되는 68。 경사각하(Comer drop) 해석을 수행하였 
다. 1/2모댈만을 생성하여 대칭경계조건을 주었고， 하중조건으로는 9m 높이 
에서 자유낙하로 인한 초기속도 v=β굶 = 13.28 m/sec를 적용하였다. 

2. ABAQUS!Explicit 유한요소 모델링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KSC-4의 자유 낙하시의 충격해석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해석모텔은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대칭경계조건(Symmetric)을 적용하 
여서 중심축을 기준으로 하여 1/2만을 3차원 요소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 
서 사용되어진 상용 유한요소코드인 ABAQUS!Explicit에서는 두께가 10mm 
인 외부웰의 경우에는 2차원 웰 요소인 S4R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충 
격체， 차폐체， 그리고 내부웰은 3차원 솔리드 요소인 C3D8R을 사용하였고 
단단한 강체면(Rigid surlace)에 사용한 요소는 R3D4이다. 해석에 적용한 유 
한요소는 비선형접촉문제에 대한 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저차의 선형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운반용기에 사용되어진 총 절점수는 138877R 이며 총요 
소의 개수는 12530개이다. 

운반용기의 주 구조재인 스테인리스강은 탄 • 소성 (Elastìc-Plastìc)으로 가 
정하였으며 차폐체의 재료인 납(Lead)과 레진(Resin)도 탄 • 소성으로 가정하 
였고 충격완충체의 재료인 Red wood와 Balsa wood의 경우는 탄성 · 완전소 
성 (Elastic-Perlectly plastic)으로 가정하였다. 운반용기의 좀 더 보수적인 해 
석을 위해서는 격납경계인 내부웰에 대하여 탄성으로 해석할 필요가 었다. 
하지만 운반용기의 낙하충격해석시 비탄성해석의 경우에는 항복이 되고 더 
낮게 하중을 받는 부위로 하중이 전달되지만， 탄성해석의 경우는 이 거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수행을 위해서는 비탄성 해석이 유리하 
다. 

• 58-



충격완충체에서 Red wood와 Balsa wood를 감싸고 있는 Steel 웰을 제외 

하였으며 운반용기 내에 핵연료는 장전되어 있지 않으며 운반용기의 상하부 

가 동일한 구조를 가지도록 가정하였다. 그림 4.2-1는 ABAQUSÆxpicit의 

해석에서 수행되어진 유한요소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2은 운반용 

기의 차폐체를 감싸고 있는 내부웰과 외부웰을 나타내고 있다. 

자유 낙하 충격해석을 위해 낙하하고 있는 운반용기의 초기의 위치에너 

지와 단단한 강체표면(Rigid surface)과 만나기 직전의 운동에너지가 일치하 

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운반용기를 강체표면과 1mm의 거리를 둔 

상태에서 초기속도 13.28m/sec를 주어서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강체 표면 

과 충격체 사이에는 마찰이 없는 단순접촉으로 가정하였다. 두 물체가 접촉 

할 때 공통의 접촉면을 따라서 수직접촉응력이 전달되고， 마찰이 있으면 어 

느 정도의 전단응력도 전달된다. 이러한 접촉문제는 불연속적인 비션형성을 

야기하고 여러 가지의 기하학 및 운동학적 상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해석에서는 접촉변을 통하여 단지 수직응력만이 전달되는 것으로 고려하였 

고， 접촉면에서의 과도한 불연속접촉을 방지하고 국부적 단면변형에 따른 충 

돌시의 에너지의 손실이 쉽게 흡수되도록 경화면 접촉을 고려하였다. 또한 

충격완충체와 본체 사이에 접촉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접촉조건을 부여 

하는 것이 해의 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전체해석시간은 납의 접촉조건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수직낙하는 

30msec 그리고 수평낙하의 겨우 40msec, 경사낙하의 경우 1차 충격만을 고 

려하여 60msec을 적용하였으며 납의 접촉조건을 주었을 경우는 수직낙하의 

경우는 60msec, 수평낙하의 경우는 40msec 그리고 경사낙하의 경우는 

60msec를 적용하였는데， ABAQUSÆxplicit에서는 전체해석시간에 걸쳐 시간 

증분을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자동시간증분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는 충격으로 

야기되는 고주파 노이즈(Noise)를 방지하고 또한 에너지 소산이 크게 야기되 

는 비선형 충격해석 등에서는 해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보다 유리하다. 일반 

적으로 시간증분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해의 정확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므로， 보다 정확한 해를 구하기 위하여 절점력을 기준으로 하여 하중공차를 

적절히 조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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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운반용기 유한요소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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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운반용기 내 · 외부웰의 유한요소모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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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1 해석을 위해 단순화된 운반용기 모댈 

A8AQUS/Explicit LS-DYNA3D 

단면형상 실제모델과동일 

용기본체 

lid(뚜껑) 단순화 

충격완충체 Skin steel shell 저| 외 

사용후 핵연료 적재 제외 

80lt 결합 완전결합 

각 부재간 Contact 고려 (Lead & Inner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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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사용된 기계적 특성 

\ Density 
Young’s 

Poisson’S 
Yield Hardening 

(kg/ nt) 
modulus 

ratio 
strength modulus 

(GPa) (MPa) (MPa) 

Steel 7913 186.7 0.32 258.4 1894.0 

Resin 1710 3.9 0.35 60.5 450.8 

Lead 11070 99.0 0.40 6.9 183.3 

Red 
376 1.63 0.49 45.0 0 

wood 

Balsa 160 0.68 0.49 13.6 0 
woo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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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해석조건 

---------------
ABAQUS/Explicit LS-DYNA3D 

운반용기 Solid C3D8R Solid element 

사용요소 

Rigid wall R3D4 (Rigid element) Rigid shell element 

운반용기 1/2 대칭경계조건 

경계조건 

Rigid wall 완전고정 

접 촉 조 건 (Contact 
표면과 표면의 접촉 (Surface to surface) : 마찰무시 

condition) 

초기속도 V=13.28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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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해석결과 

본 절에서는 LS-DYNA3D와 ABAQUS!Explicit의 결과를 수직낙하， 수평 

낙하， 경사낙하， 1m 타격충격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운반용기의 자유낙하 

조건 해석에서는 운반용기의 상 · 하부에 충격완충체가 부착된 상태에서 운 

반용기가 수직상태로 바닥부분으로 충돌하는 하부수직낙하(Bottom end-on 

impact) , 뚜껑 이 있는 상부로 충돌하는 상부수직 낙하(Top end-on impact) , 

수평상태로 충돌하는 수평낙하(Horizontal drop) , 운반용기의 모서리가 운반 

용기의 무게중심과 거의 일직선 상태로 충돌하는 68。 경사낙하(Comer drop) 

둥의 모든 조건들 중에서 상부수직낙하(Top end-on impact)를 제외한 모든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 경우에 대해서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해석을 하였고， 대칭조건을 이용해 1/2만 모댈링을 하였다. 

ABAQUS!Explicit와 LS-DYNA3D의 요소갯수와， 각 경우에 대한 해석시간 

에 대한 CPU소요시간은 표 4.3-2과 같다. 구조재인 Stainless steel과 차폐체 

인 Resin, Lead는 탄 · 소성으로 해석을 하였고， 충격 완충체인 Balsa wood 

와 Red wood는 탄성 · 완전소성으로 가정하여 해석하였다. ABAQUS 

!Explicit와 LS-DYNA3D 모두 재료특성을 위해 탄성 소성을 사용하였고， 충 

격완충체는 Hardening modulus값으로 0을 주어 탄성 · 완전소성이 되도록 

하였다. 

결과에 대한 비교는 먼저 내부에너지(Interanl energy)와 운동에너지 

(Kinetic energy)에 대 해서 비 교하였고， 충격 시 의 Rigid wall normal force를 

비교하였으며， 가장 손상을 많이 받는 부분의 Effective stress(Von - Mises 

stress)를 비교하였다. 가속도선도는 운반용기 중심부에서 얻은 결과를 비교 

하였다. LS-DYNA3D와 ABAQUS!Explicit의 해석결과에 대한 선뢰성 분석 

은 격납경계에서 응력한계값을 만족하는지 또， 충격후의 crush 높이와 충격 

시의 충격력에 대한 고찰을 하였고 1988년 한국에너지연구소에서 실시한 1/3 

축소모댈 시험결과값12)과의 비교를 통해서 선뢰성을 분석하였다. 1988년 한 

국에너지연구소에서 실시한 1/3 축소모델 시험결과를 표 4.3-1에 정리하였 

고， 이 시험결과를 통해서 예측될 수 있는 완전모델의 거동에 대한 예측을 

표 4.3-2에 정리하였다. 그림 4.3-1에는 1/3 축소모델의 시험에서 결과값의 

측정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1, 2， 4번 위치에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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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으로 부착하여 측정하였으며 3번 위치는 횡방향으로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측정하였다. 

운반용기의 자유낙하 해석모텔은 대칭조건을 이용해 1/2 대칭모델을 사용 
하였고， 하중조건으로는 9m 높이에서 자유낙하로 인한 초기속도 13.28 
m/sec를 적용하였다. 충격해석시 주위온도가 -29

0

C 의 저온과 38
0

C 의 고온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영향을 해석 및 평가하여 영향이 큰 온도조건을 선 
택하여야 하나， 스테인리스강의 강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감소하므로 고온에 
서 더욱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38

0

C 의 고온주위 조건에 대하여 해석을 수 
행하였다. 

LS-DYNA3D와 ABAQUS!Explicit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특정 그래프에선 LS-DYNA3D에서 약간의 에너지 손실 
이 발생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두 해석코드를 위한 모델링은 1m 타격충 
격을 제외하곤 모두 동일하게 해 주었다. 1m 타격충격 해석을 위해 
LS-DYNA3D에선 1/2만을 모델링 하였고， ABAQUS/Explicit에선 완전 모델 
링을 하였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내부웰에서 발생하는 최대 응력은 거의 
동일하였다.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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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1 1/3 축소모 델 시 험 결 과12) 

Max. S train (IlE) 
Drop orientation 

1 2 3 4 

Vertical bottom 
195 355 125 620 

end-on 

Vertical top end -on 600 390 320 

Horizontal perpendicular 

to trunnion 

Horizontal parallel 
285 425 390 1065 

to trunmon 

Comer drop (680 

) 
250 215 110 285 

bottom comer 320 265 145 265 

타격 충격 midspan of cask 410 70 530 375 

Peak to peak 

Drop orientation acceleration Crush height (mm) 

(g-value) 

Vertical bottom 
-355 - +345 

end-on 
46 

Vertical top end -on -380 - +290 67 

Horizonta1 perpendicular 

to trunnion 
-180 - +370 94 

Horizontal parallel 
-135 - +180 124 

to trunmon 

Comer drop (68 0 

) 

bottom comer 

타 격 충격 midspan of cask 
타격충격 depth 

13.6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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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2 실제모델에 대해 예측될 수 있는 값 

Peak to peak 
Crush height 

Drop orientation acce리leration 
(mm) 

(g-value) 

Vertical bottom end-on drop -118 ~ +115 138 

Vertical top end-on drop -126 ~ +96 201 

Horizontal perpendicular 
- 60 ~ +123 282 

to trunmon 

Horizontal parallel 
-45 ~ +60 372 

to trunní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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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3 ABAQUS!Explicit 및 LS-DYNA3D의 해 석 결과 

“““‘~‘--“‘-- A8AQUS/Explicit LS-DYNA3D 

완전결합 13254 개 10976 개 
Num. of element 

접촉조건 25064 개 12312 개 

해석시간 
수직낙하 : 0.03 sec 수핑 낙하 : 0.03 sec 
경사낙하 : 0.06 sec Puncture : 0.04 sec 

-λ}~~o~ 38 min -A「 I -「l 」-1}ξ o~ 45 min 

완전결합 
수평닥하 40 min 수명낙하 46 min 
경사낙하 160 min 경사낙하 120 min 

CPU 소요시간 Puncture 300 min Puncture 110 min 

(800 MHz) 
1 」‘，， ~~o~ 100 min 수직낙하 83 min 

접촉조건 수평낙하 105 min 수평낙하 102 min 
경사낙하 310 min 경사낙하 17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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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m 하부수직낙하 해석결과 

9m 하부수직낙하에 대한 해석결과 ABAQUS!Explicit과 LS-DYNA3D의 

결과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운반용기 내부에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 접촉조 

건이 없는 경우보다 에너지의 변화가 느리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 

지만 충격완충체의 재료특성을 등방성 탄 • 소성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나무와 같은 거동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 

조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LS-DYNA3D에선 약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 

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응력의 범위는 ABAQUS!Explicit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9m 하부수직낙하에 대한 결과를 표 4.3-4에 정리하였고， 각각에 대 

한 에너지 선도， 충격하중 선도， Effective stress 선도， 가속도 선도를 그림 

4.3-4-4.3-11에 나타내었다. 

가. LS-DYNA3D 

9m 하부수직낙하 해석결과 외부웰의 최대 Von-Mises 응력은 265 MPa 

이었고， 내부웰의 최대 Von-Mises 응력은 264 MPa로 응력한계값은 330 

MPa보다 작은 응력으로 격납경계의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되었다. 충격력 선 

도를 살펴보면 5 msec까지 급격히 증가한후 10 msec 이후부터 충돌이 거의 

끝나감을 알 수 있다. 초기의 급격한 충돌력의 증가는 충돌 초기 충격완충체 

등이 찌그러기 전에 탄성적으로 거동하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가속도 

값은 평균 63 g-value 으로 시험결과값 안에 있었으며 Crush 높이는 다소 

적은 61 mm를 기록하였다. 해석결과 시험값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평가가 나왔으나 운반용기의 건전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나. ABAQUS!Explicit 

9m 하부수직낙하 해석결과 LS-DYNA3D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웅력을 살펴보면 내부웰의 최대 Von-Mises 응력은 278 MPa 이었 

고， 외부웰의 응력은 최대 273 MPa을 기록하였다. 이는 모두 응력한계값보 

다 작은 값이었고 충격력 선도는 LS-DYNA3D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충 

격력 선도를 살펴보면 LS-DYNA3D와 마찬가지로 5 msec까지 급격히 증가 

한후 10 msec 이후부터 충돌이 거의 끝나감을 알 수 었다. 가속도 값은 평 

균 61 g-value를 기록하였고 최대 Crush 높이는 57 mm를 기록하였다. 

ABAQUS!Explicit의 결과 또한 보수적인 평가가 나왔으나 건전성은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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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되었다. 

표 4.3-4 9m 하부수직낙하 해석결과 

LS-DYNA3D ABAQUS/ Explicit 

접촉조건이 Outer she" 265 MPa 273 MPa 
Maximum 어tιL」- 켜 ζ그-。T- Inner she" 264 Mpa 278 MPa Von-Mises 

stress 접촉조건이 Outer she" 243 MPa 260 MPa 
있는경우 Inner she" 230 MPa 247 MPa 

접촉조건이 없느 경우 630 m/s2 610 m/s2 
평균가속도 

접촉조건이 있는경우 267 m/s2 232 m /S2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0.061 m 0.057 m 최대변위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 0.034 m 0.037 m 

m 

ι
 



STEP 7 DtE. 8.9992Ø48E..Q3 

“AX YOIIMSES 

f용 X 

/ 

‘‘、、\、
/ 

/ 
/ 

\ / 
/ 

\\\ 
/ 

// 
\"" 

“““ε ‘/,,)’9 

t ’ jι'"'’‘'"이，'，、“‘ ”、‘’‘，、 “，~jt ‘ “’”‘r; o、

2.67’‘κ-

// z ‘.Q5E-
2.1421E+08 

1.8748EeÐ8 

1 .607":‘"" 
1 .339:률-

’.G713E‘"" 
e.mS.E+07 

S .3567E+07 

2 .67t14E+Ð7 

0 .000000 

그림 4.3-2 9m 하부수직낙하 LS-DYNA3D 해석결과 Von-Mises 

stress contour(각 부재사이의 접촉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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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POINT 1 

그림 4.3-3 9m 하부수직낙하 ABAQUSÆxplicit 해석결과 Von-Mises 

stress contour(각 부재사이 접촉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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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하부수직낙하 에너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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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 
9m 하부수직낙하 에너지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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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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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6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 조건이 없는 경우 

9m 하부수직낙하의 충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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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하부수직낙하시의 충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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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ffec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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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8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9m 하부수직 낙하시 의 V on - Mise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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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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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0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9m 하부수직낙하시의 가속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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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1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 

9m 하부수직 낙하시 의 가속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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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m 수평낙하 해석결과 

9m 하부수직낙하에 대한 해석결과 ABAQUSÆxplicit와 LS-DYNA3D가 
거의 일치하는E 것을 볼 수 있다. 수직닥하와는 달리 납의 접촉조건에 따른 

영향이 거의 없는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수평낙하시 납의 무게로 인해 중심 

부에서 발생되는 굽힘에 의한 큰 웅력이 걸리게 된다. 9m 수평낙하에 대한 
결과를 표 4.3-5에 정리하였고， 각각에 대한 에너지 선도， 충격하중 선도， 

Effective stress 선도， 가속도 선도를 그림 4.3-14-4.3-21에 나타내 었다. 

가. LS-DYNA3D 

수평낙하 해석결과 최대 Von-Mises 웅력은 외부 웰의 중간부위에서 300 

MPa이었고， 내부 웰의 중간부위에서 287 MPa로 웅력한계값 330 MPa보다 

적었으므로 건전성이 유지되었다. 수직낙하에서 발생되는 응력보다 약간 큰 

응력이 나온 이유는 굽힘에 의한 영향으로 수직낙하보다 큰 응력값을 보였 

다. 수평낙하시 운반용기의 충돌면에 작용하는 충격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10 

msec에서 최대에 이른후 점차 감소하여 20 msec이후부터는 충돌이 끝나감 

을 알 수 있다. 수평낙하에서는 수직낙하와는 달리 충돌초기의 충돌력의 증 

가가 급격하지 않는 이유는 충격완충체의 둥근 측면이 충돌하기 때문에 초 

기에 작은 충돌변에서 충돌이 시작하여 충돌이 진행함에 따라 충돌면적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 충돌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Crush 높이는 

160 mm정도를 보였고 평균가속도는 41 g-value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나. ABAQUSÆxplicit 

수평낙하 또한 LS-DYNA3D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응 

력을 살펴보면 외부젤에서 최대 Von-Mises 응력이 300 MPa이었고， 내부젤 

에서 최대 290 MPa이어서 건전성이 충분히 유지되었다. ABAQUSÆxplicit 

에서도 LS-DYNA3D와 마찬가지로 굽힘에 의한 영향으로 수직낙하보다 약 

간 높은 응력범위를 보였다. 가속도 값은 평균적으로 37 g-value를 기록하였 

으며 최대 Crush 높이는 152 mm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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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5 9m 수평낙하 해석결과 

LS-DYNA3D ABAQUS/Explicit 
“ 

접촉조건이 Outer shell 300 MPa 300 MPa 
Maximum 어I:IA 」L--- 켜 C그-。「 Inner shell 287 MPa 290 MPa 

Von-Mises 
stress 접촉조건이 Outer shell 318 MPa 300 MPa 

。Aλ| 』L-; 그 〈그괴 -ζr〉- Inner shell 313 MPa 288 MPa 

저=츠--1-Z」-커2:! O ’| 어 t:IA느c 켠 〈그으 l 417 m/s2 371 m/s2 

평균가속도 
접촉조건이 있는경우 502 m/s2 462 m/s2 

접촉조건이 없는경우 0.160 m 0.152 m 
최대변위 

접촉조건이 있는경우 0.164 m 0.151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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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2 9m 수평낙하 LS-DYNA3D 해석결과 Von-Mises 

stress contour( zf 부재사이의 접촉조건 없음) 

- 85 -



SECTI에 POINT 1 

그림 4.3-13 9m 수평낙하 ABAQUS!Explicit 해석결과 Von-Mises 

stress contour(각 부재사이의 접촉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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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4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9m 수평낙하 에너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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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5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 

9m 수평낙하 에너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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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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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m 수평낙하 충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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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7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 

9m 수평낙하 충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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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ffec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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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8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9m 수평 낙하 V on - Mise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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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9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 

않n 수평낙하 V on - Mise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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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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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0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9m 수평낙하 가속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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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의사항 

비선형해석을 위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LS-DYNA3D와 ABA 
-QUSÆxplicit를 이용해 해석을 하려면 정확한 모댈링과 해석모댈의 정확한 

기계적 특성값이 필요하다. 특히 9m 자유낙하충격 해석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충격완충체의 실제 기계적 특성값이 필요하다. 두 해석코드에서 충격완 

충체의 정확한 특성을 충격특성을 보기 위해선 충격완충체로 쓰인 나무의 3 

축 방향 물성값을 알아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부분은 해석코드의 신뢰성을 검 

증하는 부분이었다. 해석후 결과값의 신뢰성 검증은 KSC-4 운반용기 축소 
모델 시험값12)과 비교하였으며， 각 부분에서 응력한계값을 만족하는지를 확 

인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1/3 축소모델 시험측정값의 부정확성과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Strain 값밖에 없었으며， 포괄적인 실험을 통한 실제시험값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또한 납의 슬럼프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가 지금껏 많이 이루어지고 었지 않으므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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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경사낙하 해석결과 

68。 경사낙하 해석결과 ABAQUSÆxplicit와 LS-DYNA3D의 에너지 선 

도와 충격션도는 거의 동일하다. 납의 접촉조건으로 인해 충격력의 전파가 

약간 지연되나 수직낙하에 비해 그 차이가 미벼하다. Effective stress 선도 

에서 ABAQUSÆxplicit와 LS-DYNA3D의 외부 웰의 응력은 같았으나， 내부 

웰 응력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결과값을 얻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 

이다. 경사낙하시 충격완충체의 결방향에 따라서 충격현상이 다를 수 있으므 

로 경사낙하시에는 나무결의 각 방향에 따른 물성값의 구현이 펼요하다.9m 

수평낙하에 대한 결과를 표 4.3-6에 정리하였고， 각각에 대한 에너지 선도， 

충격 하중 선도， Effective stress 선도， 가속도 선도를 그림 4.3-24-4.3-31에 

나타내었다. LS-DYNA3D의 결과와 ABAQUSÆxplicit의 결과를 비교해 보 

면 대부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지만， 내부 웰의 최대 Von-Mises 웅력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전성의 평가에 영향을 미 

칠만한 차이는 아니며， 두 코드 모두 충격해석에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가. LS-DYNA3D 

68。 경사낙하에서는 일차충돌시 대부분의 충격력을 홉수하므로 이차충돌 

의 영향은 평가하지 않았다. 경사낙하 해석결과 외부 웰의 최대 Von-Mises 

응력은 260 MPa 이었고， 내부 웰의 최대 Von-Mises 응력은 173 MPa 이었 

다. 이는 응력한계값 330 MPa을 만족하는 범위에 있으므로 경사낙하에서도 

건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충격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30 msec 

까지는 서서히 증가하여 30 msec 이후에서는 충돌이 끝나감을 알 수 있다. 

경사낙하에서는 수직낙하와는 달이 충돌초기의 충돌력의 증가가 급격하지 

않은 것은 충돌초기 충격완충체의 측면 모서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초기에 

작은 충돌면에서 충돌이 시작하여 충돌이 진행함에 따라 충돌면적이 점차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 충돌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경사낙하에서는 대부분 

의 응력이 충돌부분인 웰의 측면하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충격완충체 

가 수직낙하에서 보다 크게 변형되며 충격을 흡수함을 알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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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BAQUSÆxplicit 

ABAQUSÆxplicit의 경 사낙하 해 석 결 과 외 부 웰 의 최 대 Von-Mises 웅 

력은 279 MPa 이었고， 내부 웰의 최대 Von-Mises 응력은 238 MPa 이었다. 

이는 웅력한계값 330 MPa을 만족하는 범위에 있으므로 경사낙하에서도 건 

전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충격력의 변화 또한 LS-DYNA3D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 4.3-6 68。 경사낙하 해석결과 

LS-DYNA3D ABAQUS/Explicit 

접촉조건이 Outer shell 260 MPa 279 MPa 

Maximum 。aA{ 느 L::" 그 ζ그~~ ζT〉- Inner shell 173 MPa 238 MPa 
Von-Mises 

stress 접촉조건이 Outer shell 260 MPa 271 MPa 

있는경우 Inner shell 140 MPa 238 MPa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261 m/s2 223 m/s2 

평균가속도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 250 m/s2 257 m/s2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0.252 m 0.310 m 
최대변위 

접촉조건이 있는경우 0.226 m 0.3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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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2 68。 경사낙하 LS-DYNA3D 해석결과 Von-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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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경사낙하에 대한 에너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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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9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 

68。 경 사낙하에 대 한 V on - Mise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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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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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경사낙하에 대한 가속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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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m 타격충격 해석결과 

1m 타격 충격 해 석 에 대 해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 에 

서는 운반용기가 단단한 수평면에 수직상태로 세워진 직경이 15 cm, 길이가 

20 cm<il 강봉(Solid mild steel bar)위에 1m의 높이에서 최대손상이 예측되 

는 곳으로 충돌할 때 운반용기가 받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었다. 해 

석결과 ABAQUSÆxplicit과 LS-DYNA3D의 에너지 선도와 충격하중 선도 

가 다른 이유는 완전 모델링을 한 ABAQUSÆxplicit과 1/2만 모댈링을 한 

LS-DYNA3D의 모댈링에 따른 차이이다. 에너지 선도와 충격하중 선도는 

모델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지만 내부 웰의 Von-Mises 응력선도와 타격 

충격 깊이는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었다. 1m 타격충격 에 대한 결과를 

표 4.3-7에 정리하였고， 각각에 대한 에너지 선도， 충격하중 선도， Effective 

stress 션도， 가속도 선도를 그림 4.3-34 - 4.3-37에 나타내었다. 

LS-DYNA3D의 결과와 ABAQUSÆxplicit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대부분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지만， 충격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LS-DYNA3D에선 1/2 모벨로 해석을 수행한데 반해 ABAQUSÆxplicit에선 

완전모델을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두 코드 모두 충격해석에 적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LS-DYNA3D 

LS-DYNA3D의 1m 타격충격 해석결과 외부 웰의 최대 Von-Mises 응력 

은 385 MPa 이었고 내부 웰의 최대 Von-Mises 응력은 300 MPa 이었다. 

이는 모두 응력한계값 330 MPa의 범위에 있으므로 그 건전성은 충분히 유 

지 되었다. 외부 웰의 타격충격 깊이는 58 mm이었으며 평균 가속도는 52 

g-value이었다. 충격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10 msec 까지는 급격히 증가한후 

20 msec부터 충돌이 서서히 끝남을 알 수 있다. 평균가속도 값은 52 

g-value 이었고， 타격충격 깊이는 외부웰에서 58 mm이었다. 

나. ABAQUSÆxplicit 

ABAQUSÆxplicit의 1m 타격충격 해석결과 외부 웰의 최대 Von-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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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은 368 MPa 이었고， 내부 웰의 최대 Von-Mises 응력은 289 MPa 이었 

다. 평균가속도는 73 g-value 이었으며， 외부 웰에서 최대 타격충격 깊이는 

57 mm 이었다. 

표 4.3-7 1m 타격충격 해석결과 

LS-DYNA3D A8AQUS/Explicit 

Maximum Outer shell 385 MPa 368 MPa 

Von-Mises 
stress Inner shell 300 MPa 289 MPa 

평균가속도 523 m/s2 731 m/s2 

Puncture 김이 0.058 m 0.05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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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3 1m 타격충격 ABAQUS!Explicit 해석결과 Von-Mises 

stress contour (각 부재사이의 접촉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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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타격충격에 대한 에너지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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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격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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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5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1m 타격충격에 대한 충격하중 선도 

• 112 



(3) Effec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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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6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1m 타격 충격 에 대 한 V on - Mise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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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속도 

,.‘ m 

‘-E 

2.0x10‘ 

1.5x10' 

1.0x10‘ 

c 5.0x10. 
。

‘。눔 0.0 
(1) 

잉 
<( 

-5.0x10' 

-1.0x10‘ 

8.0x103 

6.0x103 

늘용 4.0x10' 

‘ε。m‘- 2.0x103 

(1) 

〈잉 
0.0 

-2.0x10' 

0.00 

0.00 

-. - Top of the outer shell 
- 。- Middle of the outer shell 

0.01 0.02 0.03 0.04 0.05 0.06 

Time (Sec) 

(a) LS-DYNA3D 

| Middle of the outer shell I 

0.01 0.02 0.03 0.04 0.05 0.06 

Time [sec] 

(b) ABAQUS!Explicit 

그림 4.3-37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1m 타격충격에 대한 가속도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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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LS-DYNA3D를 이 용한 낙하충격 특성 고찰 

본 절에서는 LS-DYNA3D를 사용하여 낙하충격에 대한 해석방법을 연구 

하였는데， 9m 하부수직낙하의 경우에 대한 연구만을 하였다. 먼저 충격완충 

체의 재질을 등방성인 재료로 가정해서 해석한 경우와 이방성인 경우로 해 

석한 경우로 나누어서 그 차이점을 연구하였고， 이후부턴 충격완충체의 재질 

이 이방성인 경우에 대하여， 방사선 차폐체와 구조재 사이에 접촉조건이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그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즉， 방사선 차폐 

체언 납과 Resin이 구조물인 내 • 외부 웰과 완전결합되어 있을 때와 접촉조 

건(Contact condition) 일 경우를 비교해 격납경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 

는지 연구하였다. 또한， Fuel-basket의 요소선택에 따른 응력값의 차이를 연 

구하였으며， 상부수직낙하와 하부수직낙하의 충격특성을 고찰하였다. 

1. 충격완충체의 재료특성에 따른 충격특성 

충격완충체의 재질을 이방성으로 구현한 경우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는 각 부재에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의 9m 수직낙하시에 발생한다. 그림 

4.4-1과 4.4-2를 보면 충격완충체의 재질을 등방성으로 구현한 경우 에너지 

션도와 충격력선도 모두에서 충격완충체가 충격흡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수 

직낙하에서 2차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충격완충체의 재 

질을 이방성으로 구현한 경우의 에너지 선도와 충격력선도를 살펴보면 2차 

충격이 발생하지 않고 충격력의 전파를 지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4-3에는 충격완충체의 재질을 등방성으로 구현했을 경우의 변형형상과 

Stress contour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4-4에서는 충격완충체의 재질을 

이방성으로 구현한 경우의 변형형상과 Stress contour를 보여주고 었다. 그 

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충격완충체의 재질을 이방성으로 구현해준 경우 

Crush 높이가 증가하면서 좀더 많은 충격력을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충격완충체의 재질을 등방성언 재질로 고려해 해석을 하면 좀더 보수적 

인 결과값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운반용기의 변형형상을 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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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4 충격완충체의 재료특성이 이방성일 때 LS-DYNA3D의 9m 

하부수직낙하 해석결과 (각 부재의 접촉조건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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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부재사이 접촉조건의 영향 

운반용기 각 부재사이에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대해 충격 

완충체의 재질을 모두 이방성으로 하였을 경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운반용기의 모든 부분은 Solid요소를 사용해 모댈링하였고 방사선 차폐체인 

납， Resin과 내 · 외부 웰을 완전 결합시킨 경우와 각각의 접촉면 사이에 접 

촉조건을 준 경우에 따른 거동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해석코드는 

LS-DYNA3D를 사용하였고 9m 하부수직낙하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접촉조건을 구현할 때 접촉면의 마찰력은 거의 무시하여 최대 슬럼프현상이 

발생하도록 모벨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4-5는 납의 접촉표면에만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에 

너지 선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부재간에 접촉조건 

이 있을 경우 에너지의 전파가 비교적 천천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그림 4.4-6에는 접촉조건이 납(Lead)과 Resin 모두에 있을 경우와 납의 

접촉표면에만 접촉조건을 준 경우를 나타내고 있는 에너지 선도인데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 차이가 격납경계에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차 

이는 아니다. 그림 4.4-7은 각 부재간에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 

의 충격력의 전파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4-8는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변위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 4.4-9은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 

와 없을 경우의 가속도선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4.4-10에선 납(Lead)과 

Resin의 접촉표면에 접촉조건을 주어서 해석한 경우 납의 슬럼프현상을 보 

여주고 었다. 

납(Lead)과 Resin의 접촉표면에 접촉조건을 주어서 해석을 한 경우 격납 

경계인 내부 웰에서 발생되는 최대 Von-Mises응력은 250 MPa로 나왔으며 

Fuel-basket에 걸리는 최대응력은 쟁6 MPa로 응력한계값 330 MPa의 범위 

안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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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YNA3D의 9m 하부수직낙하 해석결과 각 부재간에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에너지 선도 

(충격완충체의 재질은 이방성으로 고려하였고， 접촉조건은 

납(Lead)이 접촉하는 표면에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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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웰 중심부에서의 가속도 선도 

(충격완충체의 재질은 이방성으로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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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0 LS-DYNA3D의 9m 하부수직낙하 해석결과 접촉조건으로 인한 

납의 슬럼프현상 (충격완충체의 재질은 이방성으로 고려하였고， 

납과 Resin의 접촉표면 모두에 접촉조건을 주었다.) 

- 126 



3. Fuel-basket의 요소종류에 따른 영 향 

지금까지의 경우는 모두 Fuel-basket을 Solid로 모델링을 한 경우이고 이 

번엔 Fuel-basket을 젤로 모델링했을 경우 Fuel-basket과 운반용기에 나타 

나는 현상의 차이점을 고찰해 보았다. 차폐체인 납(Lead)과 Resin에는 접촉 

조건을 주어 Fuel-basket이 Solid인 경우와 비교해 보았다. 해석결과 격납경 

계인 내부 웰에 가해지는 영향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Fuel-basket의 웅력이 

Solid로 하였을 경우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그림 4.4-11은 납의 슬럼프현상과 응력레벨을 보여주고 있다. Fuel-

basket을 웰로 한 경우 Fuel-basket에서 320 MPa의 높은 응력이 나타났지 

만 격납경계인 내부 웰의 응력은 250 MPa 정도로 웅력한계값은 330 MPa의 

범위안에 있었다. 그림 4.4-12에서는 Fuel-basket이 Solid인 경우와 웰인 경 

우의 수직방향 변위량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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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11 LS-DYNA3D의 9m 하부수직낙하 해석결과 

(납과 Resin 접촉조건 Fuel-basket : 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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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과 Resin 접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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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부수직낙하와 하부수직낙하의 충격특성 

지금까지의 경우는 모두 하부수직낙하로 낙하시켰을 경우이었고， 여기에 

선 상부수직낙하로 낙하시킨 경우이다. 운반용기의 모든 부분은 Solid요소를 

사용해 모델링하였고 중성자 차폐체인 Resin과 감마선 차폐체인 납의 모든 

표면에 접촉조건을 주었다. 이때 접촉경계면의 마찰계수는 무시하였다. 상부 

수직낙하일 경우에는 하부수직낙하와는 다르게 납의 슬럼프 현상이 Fuel

basket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즉 상부수직낙하시 발생되는 납의 관성력에 

의한 슬럼프 현상이 발생될 때 윗부분의 납이 Fuel-basket을 내려 누르면서 

손상을 입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 역시 격납경계인 내부웰에는 큰 영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림 4.4-13 에서는 9m 상부수직낙하로 해석한 경 

우의 납의 관성력으로 인한 슬럼프현상과 납의 슬럼프로 인해 Fuel-basket 

이 찌그러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 Fuel-basket에서의 최대응력은 

660 MPa정도로 크게 나왔지만 격납경계인 내부 웰의 응력은 응력한계값인 

330 MPa안에 있어서 건전성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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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ABAQUS!Explicit를 이 용한 낙하충격 특성 고찰 

본 절에서는 ABAQUSÆxplicit를 이용하여 운반용기의 낙하충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충격특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운반용기의 각 부재간 

의 접촉조건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1. 각 부재사이 접촉조건의 영향 

운반용기에서 많은 중량을 차지하는 납차폐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내 

부 웰의 사이에서의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의하여 납이 자 

중에 의해서 압축되는데 이러한 압축량을 슬럼프라고 한다. 이러한 납의 슬 

럼프가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9m 수직낙하의 경우 어떠한 특성을 보이 

는지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유한요소모댈은 앞서 기술한 경우 

와 동일한 해석모델이며 방사선 차폐체인 납차폐체와 내부 웰의 사이에 절 

점이 연결되는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와 각각의 접촉면 사이에 접촉조건을 

주어서 납차폐체가 충격시 내부젤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수 있 

게 하여 이에 따른 거동의 차이점을 연구하였다. 접촉조건을 구현할 때 접촉 

면의 마찰력은 거의 무시하여 최대 슬럼프가 발생하도록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4.5-1는 납의 접촉표면에만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에 

너지 선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부재간에 접촉조건 

이 있을 경우 충격에 대한 에너지 거동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천천히 일어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2은 각 부재간에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와 없 

을 경우의 충격력의 전파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4.5-3은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가속도 선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2.4-35는 접촉조건 

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충격력 선도를 나타내고 었다. 그림 4.5-4에선 

납과 내부 웰의 접촉표면에 접촉조건을 주어서 해석한 경우 운반용기의 응 

력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납과 내부 젤에 접촉조건이 주지 않은 경우에 격납경계인 내부 웰에서 

발생되는 최대 Von-Mises응력은 잃OMPa 외부 웰의 최대응력은 274MPa이 

며 접촉조건을 주어진 경우 내부 웰의 최대 Von-Mises응력은 265MPa, 외 

부 웰의 최대응력은 263MPa로 응력한계값은 330 MPa의 범위안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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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ABAQUS의 

접촉조건이 있을 

4.5-2 그림 



1.0x10‘ 

6.0x103 

E형 
4.0x103 

2.0x103 

c 
。

im‘i-.a 0.0 

@ 

〈잉‘￡j -2 Ox103 

-4 .0x103 

-6 .0x103 

0.000 0.005 0.010 

。

0.015 

Time(sec) 

-.-Contact 
- 0 - No contact 

0.020 0.025 0.030 

그림 4.5-3 ABAQUS의 9m 하부수직낙하 해석결과 각 부재간에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가속도 선도 

- 134 -



3.Ox107 

_ 2.5x107 

z 
‘-ι φ 

§ 2 Ox107 
u.. 
m 
E 1 5x107 
。

z 
ãi 1.Ox107 

르 
"0 

.률 5.0x106 

0::: 

0.0 

0.000 0.005 0.010 0.015 

Time(sec) 

-o-Contact 
-. - No contact 

0.020 0.025 0.030 

그림 4.5-4 ABAQUS의 9m 하부수직낙하 해석결과 각 부재간에 

접촉조건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의 충격력 션도 

- 135 -



SE(πI에 POIHr 1 

(a) 접촉조건이 있는 경우 (b) 접촉조건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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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건의사항 

1.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집합체 운반용기의 가상사고 조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규제요건과 해석요건을 분석하였으며， 운반용기의 

전산해석에 적당한 상용프로그램을 조사 및 분석하였고， 선택된 상용해석코 

드의 신뢰성을 분석하기 위해 KSC-4 운반용기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고 그 

건전성을 평가하여 해석코드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에 대한 규제요건에는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ST-1과 

Regulatory Guide 7.8에 기술된 사항을 분석하였고， 해석요건에는 Reg 

-ulatory guide 7.6에 기술된 사항을 분석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ANSYS, NASTRAN, DYTRAN, ABAQUS, LS-DYNA3D를 분석하였고， 운 

반용기의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해석을 하기 위해선 조사 및 분석된 코드중 

에서 DYTRAN, ABAQUSÆxplicit, LS-DYNA3D가 적당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안전해석 검증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KSC-4 운반용기모델에 대해 ABAQUSÆxplicit와 LS-DYNA3D를 사용해 

안전해석 검증방법을 연구하였다. 

KSC-4 운반용기 해석결과 LS-DYNA3D와 ABAQUSÆxplicit의 결과가 

거의 동일하게 나왔다. 두 코드 모두 충격완충체를 등방성인 재질로 가정해 

해석한 결과 1988년 한국에너지연구소에서 실시한 시험결과 보다 좀 더 보 

수적으로 평가되었으나 건전성측면에서는 잘 만족하고 있었고， 두 해석코드 

모두 운반용기의 가상사고 조건을 해석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부재의 접촉조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납의 접촉조건에 따른 슬럼프 

현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는 9m 수직닥하이었다. 특히， 않n 상부수 

직낙하의 경우 납에 접촉조건을 주면 납의 관성력에 의한 슬럼프현상이 

Fuel-basket의 좌굴을 야기 하여 Fuel-basket에 큰 손상을 입 히 는 것 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격납경계인 내부 웰에는 이러한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격납 

경계의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되었다. 납의 접촉조건에 의한 슬럼프현상은 

9m 수평낙하와 1m 타격충격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다. 충격완충체의 재질을 

구현해 주는 문제의 경우 충격완충체를 이방성으로 구현하였을 경우엔 

Crush 높이가 커지면서 충격량을 훨씬 줄일 수 있었으며， 충격완충체를 등 

방성인 재질로 구현한 경우에 나타나는 9m 수직낙하시의 2차충돌 현상이 재 

• 137 • 



질을 이방성으로 구현한 경우엔 나타나지 않았다. 모텔링을 할때 

Fuel-basket을 웰로 구현한 경우에는 Solid요소로 구현한 경우보다 동일한 

조건에서 웅력값이 약간 높게 평가되었다. 

두 해석코드만을 비교해 보면 두 코드 모두 약간의 에너지 손실이 발생 

하는데， LS-DYNA3D에서 약간의 에너지 손실이 더 발생했지만 이것으로 

인한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접촉조건은 충격， 충돌 전문 프로그램인 

LS-DYNA3D가 ABAQUS!Explicit보다 좀 더 많은 모률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한 접촉조건을 구현할 수 있다. 두 코드 모두 운반용기 충격해석에서 비 

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해석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해석코드를 이용한 KSC-4 운반용기의 건전성측면을 응력을 기준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5.1-1과 같다. 표 5.1-1에 나타낸 응력값 

(maximum effective stress)들은 충격완충체를 등방성인 재료특성으로 하였 

고， 차폐체인 납과 레진에 접촉조건을 주지않은 경우이다. ABAQUS!Explicit 

의 수직낙하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대해 내부 웰의 응력보다 외부 웰의 응 

력이 좀더 높게 평가되었고， 9m 수평낙하에선 굽힘에 의한 영향으로 9m 낙 

하중 가장 높은 응력을 보였다. 두 코드간에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 

는 경사낙하이었는데 외부 웰의 응력은 거의 동일했지만 내부 웰의 응력에 

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데이터를 뽑아내는 위치가 약간 다르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표 5.1-1 LS-DYNA3D와 ABAQUS!Explicit의 응력값 비교 

LS-DYNA3D ABAQUSÆxplicit 

조건 
(MPa) (MPa) 

내부웰 외부웰 내부웰 외부웰 

수직낙하 260 262 278 273 

수평낙하 286 299 288 298 

경사닥하 174 262 258 263 

타격충격 302 Flutter 280 362 
L-

* }OO-
E'ffective stress usinJ! LS - DYNA3D 

X}OO 
Effective stress using ABAQUS/Expli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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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 (%)* 

내부웰 외부웰 

-6 -4 

1 0 

-33 0 

8 



2. 건의사항 

비선형해석을 위한 상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LS-DYNA3D와 ABA 
-QUSÆxplicit를 이용해 해석을 하려면 정확한 모댈링과 해석모댈의 정확한 

기계적 특성값이 필요하다. 특히 9m 자유낙하충격 해석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충격완충체의 실제 기계적 특성값이 필요하다. 두 해석코드에서 충격완 

충체의 정확한 특성을 충격특성을 보기 위해선 충격완충체로 쓰인 나무의 3 

축 방향 물성값을 알아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많이 겪은 부분은 해석코드의 신뢰성을 검 

증하는 부분이었다. 해석후 결과값의 신뢰성 검증은 KSC-4 운반용기 축소 
모델 시험값12)과 비교하였으며， 각 부분에서 응력한계값을 만족하는지를 확 

인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1/3 축소모델 시험측정값의 부정확성과 비교할 

만한 데이터가 Strain 값밖에 없었으며， 포괄적인 실험을 통한 실제시험값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하다. 또한 납의 슬럼프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가 지금껏 많이 이루어지고 었지 않으므로 차후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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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1 9m 수직낙하에 대한 LS-DYNA3D 전산입력자료 

*KEYWORD 

*incIude 

node el.k 

*incIude 

bc.k 

*include 

velocity.k 

*incIude 

define curve.k 

*include 

woo(Lelas toplastic. k 

$---+----1----+----2----+----3----+----4----+----5----+----6----+----7----+----8 

$ (2) CONTROL CARDS. 

$---+----1----+----2----+----3----+----4----+----5----+----6----+----7----+----8 

*CONTROL TERMINATION 

$ ENDTIM ENDCYC DTMIN ENDNEG ENDMAS 

.300E -01 0.000.000.000 

*CONTROL_TIMESTEP 

$ DTINIT SCFT ISDO TSLIMT DTMS LCTM ERODE 

MS1ST 

.αm .900 0 

*CONTROL_HOURGLASS 

$ lliQ QH 

.100 

*CONTROL_BULK_ VISCOSITY 

$ Q2 Ql 

l.500 .060 

*CONTROL SHELL 

$ WRPANG ITmST 

20.α)() 2 

*CONTROL_CONT ACT 

$ SLSF AC RWPNAL 

.loo 
$ USRSTR USRFAC 

o 0 

IRNXX ISTUPD THEORY BWC MITER 

-1 0 2 2 

ISLCHK SHLTHK PENOPT THKCHG ORIEN 

2 0 0 0 1 

NSBCS INTERM XPENE 

10 0 4.000 

*CONTROL_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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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GEN RWEN SLNTEN 

2 

*CONTROL_DAMPING 

$ NRCYCK DRTOL 

IDRFLG 

250 .001 .앉)5 

*CONTROL_OUTPUT 

DRFCTR 

RYLEN 

DRTERM TSSFDR IRELAL 

$ NPOPT NEECHO NREFUP IACCOP OPIFS IPNINT IKEDIT 

o 0 0 0.000 0 100 

EDTTL 

$---+----1----+----2----+----3----+----4----+----5----+----6----+----7----+----8 

$ (5) DA T ABASE CONTROL CARDS FOR BlNARY FILE 
$---+----1----+----2----+----3----+----4----+----5----+----6----+----7----+----8 

*DAT ABASE_BlNARY_D3PLOT 

$ DT/CYCL LCDT NOBEAM 

.150E-02 

*DATABASE_BlNARY _D3THDT 

$ DT /CYCL LCDT NOBEAM 

. 15OE-02 

$---+----1----+----2----+----3----+----4----+----5----+----6----+----7----+----8 

*DATABASLEXTENT _BINARY 

003 0 

0 0 0 0 0 0 

$---+----1----+----2----+----3----+----4----+----5----+----6----+----7----+----8 

$ 웅력값과 충격력을 그래프로 보기 위한 input card 

$---+----1----+----2----+----3----+----4----+----5----+----6----+----7----+----8 

*DATABASE_RWFORC 

.05OE-02 

*DATABASE_GLSTAT 

.05OE-02 

*DATABASLRCFORC 

.05OE-02 

*DATABASE_NCFORC 

.05OE-02 

*DATABASE_history _solid 

6753,6913,14505 

*DATABASE_ELOUT 

.05OE-02 

$---+----1----+----2----+----3----+----4----+----5----+----6----+----7----+----8 

$ (6) DEFINE PARTS CARDS 

$---+----1----+----2----+----3----+----4----+----5----+----6----+----7----+----8 

*PART contact 

$HEADING 

PART PID = 3 PART NAME :STEEL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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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PART __ contact 

$HEADING 

PART PID = 4 PART NAME :RESIN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4 4 4 

*PART __ contact 

$HEADING 

PART PID = 5 PART NAME :LEAD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5 5 5 

*PART contact 

$HEADING 

PART PID = 7 PART NAME :BALSA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7 7 7 

*PART __ contact 

$HEADING 

PART PID = 8 PART NAME :RED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8 8 8 

*PART contact 

$HEADING 

PART PID = 10 PART NAME :BASKET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10 10 10 

*PART contact 

$HEADING 

PART PID = 11 P ART NAME :RIGID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11 11 11 

$---+----1----+----2----+----3----+----4----+----5----+----6----+----7----+----8 

$ (7) MATERIAL CARDS 

$---+----1----+----2----+----3----+----4----+----5----+----6----+----7----+----8 

*MA T _plastickinematic 

$MATERIAL NAME:steel 

$ MID RO E PR SIGY E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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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913,186.69E+9, 0.32,258.426E +6 1894E+6 

*MAT、...p미l녀as앞tickinematic 

$MATERlAL NAME:RESIN 

$ MID RO E PR SIGY ETAN 

4 1710 3.86E+9 0.35 6O.50E+6 450.8E+6 

*MAT _plastickinematic 

$MATERIAL NAME:Lead 

$ MID RO E PR SIGY ETAN 

5 11070 98.98E+9 0.4 6.89E+6 183.26E+6 

* MA T "'plastickinematic 

$MATERlAL NAME:basket 

$ MID RO E PR SIGY ETAN 

10, 7913,186.69E+9, 0.32,258.426E +6 1894E+6 

*MA T _plastickinematic 

$MATERIAL NAME:Red 

$ MID RO E PR SIGY ETAN BETA 

8 3. 764E +02 l.563E +09 0.49 4.50E+7 0 

$ SRC SRP FS VP 

0 

*MAT _plastickinematic 

$MATERIAL NAME:BALSA 

$ MID RO E PR SIGY ETAN BETA 

7 1.602E+02 6.782E+08 0.49 1.364E+7 0 

$ SRC SRP FS VP 

0 
$---+----1----+----2----+----3----+----4----+----5----+----6----+----7----+----8 

*MAT RIGID 

$MATERIAL NAME:RIGID 

$ MID RO E PR N COUPLE 

11 7.85QE+03 2.α)()E+15 3.200E-01 O.α)()E+OO O.OOOE+OO O.α)()E+OO 

$ CMO CONl CON2 

$LCO or Al 

7 

A2 

7 

A3 Vl V2 V3 

M ALIAS 

$---+----1----+----2----+----3----+----4----+----5----+----6----+----7----+----8 

$ (7.1) SECTION CARDS 
$---+----}----+----2----+----3----+----4----+----5----+----6----+----7----+----8 

*SECTION SOLID 

$ SID ELFOR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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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_SOLlD 

$ SID ELFORM 

4 

*SECTION SOLID 

$ SID ELFORM 

5 

*SECTION SOLlD 

$ SID ELFORM 

7 

*SECTION_SOLlD 

$ SID ELFORM 

8 

*SECTION SOLlD 

$ SID ELFORM 

10 

*SECTION SHELL 

$PROPERTY NAME:PLA TE 

$ SID ELFORM SHRF 

11 2 .100E+01 3.0 

NIP 

$ T1 T2 T3 T4 

PROPT QR!IRID ICOMP 

1.0 .0 

NLOC 

0.500E-03 0.500E-03 O.많JOE-03 0.500E-03 

$---+----1----+----2----+----3----+----4----+----5----+----6----+----7----+----8 

$ 수송용기와 강체 바닥면의 접촉 

$---+----1----+----2----+----3----+----4----+----5----+----6----+----7----+----8 

*seLparUist 

7,8 

*CONTACT automatic SURFACE TO SURFACE 

$ SSID MSID SSTYP MSTYP SBOXID MBOXID SPR n‘PR 
11 2 3 o 0 

$ FS FD DC V VDC PENCHK BT DT 

1.αJOE-03 O.OOOE+OO O.아JOE+OO O.OOOE+OO O.αJOE+OO 00.α)()E+OO 1.αJOE+20 

$ SFS SFM SST MST SFST SFMT FSF VSF 

.lOOE+01 .100E+01 .lOOE+01 .lOOE+01 .lOOE+01 .lOOE+01 

$ 

$---+----1----+----2----+----3----+----4----+----5----+----6----+----7----+----8 

$ 납과 바스켓 사이 의 접촉조건 

$---+----1----+----2----+----3----+----4----+----5----+----6----+----7----+----8 

*CONTACT _automaticSURFACE_ TO_SURFACE 

$ SSID MSID SSTYP MSTYP SBOXID MBOXID SPR MPR 

10 5 3 3 0 0 

$ FS FD DC V VDC PENCHK BT DT 

1.αJOE-æ O.OOOE+OO O.αJOE+OO O.OOOE+OO o.αJOE+OO 00.α)()E +00 1.αJOE+20 

$ SFS SFM SST K‘ST SFST SFMT FSF V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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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E+01 .100E+01 .100E+01 .100E+01 .1 OOE+O 1 .100E+01 

$ 

*CONT ACT _automaticSURF ACE_ TO_SURFACE 

$ SSID MSID SSTYP MSTYP SBOXID MBOXID SPR MPR 

5 10 3 3 0 0 

$ FS FD DC V VDC PENCHK BT DT 

1.α)()E-03 O.α)()E+OO O.α)()E+OO O.αlOE+OO o.이)()E+OO 00.α)()E+OO 1.α)()E+20 

$ SFS SFM SST MST SFST SFMT FSF VSF 

.100E+01 .100E+01 .100E+01 .lOOE+01 .100E+01 .100E+01 

$ 

$---+----1----+----2----+----3----+----4----+----5----+----6----+----7----+----8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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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2 1m 타격충격에 대한 LS-DYNA3D 전산입력자료 

*KEYWORD 

*include 

nocle_el.k 

*include 

bc.k 

*include 

velocity.k 

$---+----1----+----2----+----3----+----4----+----5----+----6----+----7----+----8 

$ (I) TITLE CARD. 

$---+----1----+----2----+----3----+----4----+----5----+----6----+----7----+----8 

*TITLE 

1m-puncture 

$---+----1----+----2----+----3----+----4----+----5----+----6----+----7----+----8 

$ (2) CONTROL CARDS. 

$---+----1----+----2----+----3----+----4----+----5----+----6----+----7----+----8 

*CONTROL TERMINATION 

$ ENDTIM ENDCYC DTMIN 

.000E+00 0 .α)() .000 

*CONTROL_ TIMESTEP 

$ DTINIT SCFT ISDO 

MS1ST 

.α)() .900 0 

*CONTROLHOURGLASS 

$ IHQ QH 

.100 

*CONTROLBULK_ VISCOSITY 

$ Q2 Q1 

1.500 .060 

*CONTROL_SHELL 

$ WRPANG ITRIST 

20.000 2 

*CONTROL CONT ACT 

$ SLSFAC RWPNAL 

.100 

$ USRSTR 

0 

USRFAC 

O 

*CONTROL ENERGY 

IRNXX 

ISLCHK 

2 

NSBCS 

10 

$ HGEN RWEN SLNTEN 

2 

*CONTROL_DAMPING 

0 

0 

0 

ENDNEG 

.α)() 

ENDMAS 

TSLIMT DTMS 

ISTUPD THEORY 

2 2 

SHLTHK PENOPT 

0 0 

INTERM XPENE 

4.000 

RYLEN 

LCTM 

BWC MITER 

THKCHG ORIEN 

$ NRCYCK DRTOL DRFCTR DRTERM TSSFDR lREL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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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FLG 

정O .001 

*CONTROL_OUTPUT 

.995 

$ NPOPT NEECHO NREFUP IACCOP 

o 0 0 0.000 

OPIFS IPNlNT IKEDIT 

o 100 

$---+----1----+----2----+----3----+----4----+----5----+----6----+----7----+----8 

$ (5) DAT ABASE CONTROL CARDS FOR BlNARY FILE 

$---+----1----+----2----+----3----+----4----+----5----+----6----+----7----+----8 

*DAT ABASE BlNARY D3PLOT 

$ DT/CYCL LCDT NOBEAM 

.150E-02 

*DATABASE BINARY D3THDT 

$ DT/CYCL LCDT NOBEAM 

.150E-02 

$---+----1----+----2----+----3----+----4----+----5----+----6----+----7----+----8 

*DATABASE EXTENT BlNARY 

003 

000 

0 

0 0 

1 

0 

$---+----1----+----2----+----3----+----4----+----5----+----6----+----7----+----8 

$ 웅력값과 충격력올 그래프로 보기 위한 input card 

$---+----1----+----2----+----3----+----4----+----5----+----6----+----7----+----8 

*DATABASE GLSTAT 

.05OE-02 

*DAT ABASE_RCFORC 

.05OE-02 

*DATABASE_history _solid 

6181,581,181 

*DATABASE ELOUT 

.05OE-02 

$---+----1----+----2----+----3----+----4----+----5----+----6----+----7----+----8 

$ (6) DEFINE PARTS CARDS 

$---+----1----+----2----+----3----+----4----+----5----+----6----+----7----+----8 

*PART __ contact 

$HEADING 

PART PID = 3 PART NAME :STEEL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3 3 3 

*PART __ contact 

$HEADING 

PART PID = 4 PART NAME :RESIN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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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__ contact 

$HEADlNG 

PART PID = 5 PART NAME :LEAD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5 5 5 

*PART contact 

$HEADlNG 

PART PID = 10 PART NAME :BASKET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10 10 10 

*PART contact 

$HEADlNG 

PART PID = 11 PART NAME :RIGID 

$ PID SID MID EOSID HGID GRAV ADPOPT TMID 

11 11 11 

$---+----1----+----2----+----3----+----4----+----5----+----6----+----7----+----8 

$ (7) MA TERIAL CARDS 

* MA T J)lastickinematic 

$MA TERIAL NAME:steel 

$ MID RO E PR SIGY ETAN 

3, 7913,186.69E +9, 0.32,258.426E +6 1894E+6 

*MAT _plastic_kinematic 

$MA TERIAL NAME:RESIN 

$ MID RO E PR SIGY ETAN 

4 1710 3.86E+9 0.35 6O.50E+6 450.8E+6 

* MA T J)lastickinematic 

$MATERIAL NAME:Lead 

$ MID RO E PR SIGY ETAN 

5 11070 98.98E+9 0.4 6.89E+6 183.26E+6 

* MA T J)lastickinematic 

$MATERIAL NAME:basket 

$ MID RO E PR SIGY ETAN 

10, 7913,186.69E+9, 0.32,258.426E +6 1894E+6 

$---+----1----+----2----+----3----+----4----+----5----+----6----+----7----+----8 

*MAT_RIGID 

$MATERIAL NAME:RIGID 

$ MID RO E PR N COUPLE M AL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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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850E+03 2.α)()E+15 3.200E-Ol O.α)()E+OO O.α)()E+OO O.α)()E+OO 

$ CMO CONl CON2 

7 7 

$LCO or Al A2 A3 Vl V2 V3 

$---+----1- • --+----2----+----3----+----4----+----5----+----6----+----7----+----8 

$ (7.1) SECTION CARDS 

$---+----1----+----2----+----3----+----4----+----5----+----6----+----7----+----8 

*SECTION_SOLID 

$ SID ELFORM 

3 

*SECTION_SOLID 

$ SID ELFORl\‘ 

4 

*SECTION SOLID 

$ SID ELFORM 

5 

*SECTION_SOLID 

$ SID ELFORM 

10 

*SECTION_SOLID 

$ SID ELFORM 

11 

$---+----1----+----2----+----3----+----4----+----5----+----6----+----7----+----8 

$ 수송용기 본체와 강체바의 접촉 

$---+----}----+----2----+----3----+----4----+----5----+----6----+----7----+----8 

*CONT ACT _automaticSURF ACE_ TO_SURF ACE 

$ SSID MSID SSTYP MSTYP SBOXID MBOXID SPR 

3 11 3 3 

$ FS FD DC 

001 

V VDC PENCHK 

1 

BT 

1.αlOE-03 O.α)()E+OO O.αlOE+OO O.αJOE+OO O.α)()E+OO 
00.αlOE+OO 1.α)()E+20 

$ SFS SFM SST MST SFST SFMT FSF 

.100E+01 .100E+01 .100E+Ol .100E+Ol .100E+01 .100E+01 

MPR 

DT 

VSF 

$ 

$---+----1----+----2----+----3----+----4----+----5----+----6----+----7----+----8 

$ 납과 fuel basket 사이의 접촉조건 

$---+----1----+----2----+----3----+----4----+----5----+----6----+----7----+----8 

*CONT ACT _automaticSURF ACL TO_SURF ACE 

$ SSID MSID SSTYP MSTYP SBOXID MBOXID SPR MPR 

10 5 3 3 0 0 

$ FS FD DC V VDC PENCHK BT DT 

l.i아)()E-03 O.αJOE+OO O.OOOE+OO O.αJOE+OO O.α)()E+OO 00.α)()E+OO 1.α)()E+20 

$ SFS SFM SST MST SFST SFMT FSF VSF 

.100E+01 .100E+01 .100E+01 .100E+01 .100E+01 .100E+01 

151 



$ 

*CONTACT automatic SURFACE TO SURFACE 

$ SSID MSID SSTYP MSTYP SBOXID MBOXID SPR MPR 

5 10 3 3 0 0 

$ FS FD DC V VDC PENCHK BT DT 

1 αJOE-03 O.OOOE+OO O.αJOE+OO O.OOOE+OO O.OOOE+OO 00.αJOE+OO 1.αJOE+20 

$ SFS SFM SST MST SFST SFMT FSF VSF 

.lOOE+01 .100E+0l .100E+0l .100E+0l .lOOE+01 .100E+01 

$ 

$---+----1----+----2----+----3----+----4----+----5----+----6----+----7----+----8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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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3 LS-DYNA3D 해석을 위한 나무의 기계적 특성값 

1. 나무의 기계적 특성값을 비등방성으로 한 경우 

*MAT JIONEYCOMB 

$MATERIAL NAME:RED 

$---+----1----+----2----+----3----+----4----+----5----+----6----+----7----+----8 

$ MID RO E PR SIGY VF MU BULK 

8 3.764E+02 l.563E+Q9 0.49 4.50E+7 7.000E-l m 
$ LCA LCB LCC LCS LCAB LCBC LCCA LCSR 

2 2 3 3 3 3 O 

$ EAAU EBBU ECCU GABU GBCU GCAU APOT 

1.56E+9 3.12E+8 3.12E+8 4.68E+8 4.68E+8 4.68E+8 2 

$ XP yp ZP Al A2 A3 

0 0 0 1 0 0 

$ D1 D2 D3 TSEF SSEF 

0 0 

$ 

*MAT JIONEYCOMB 

$MATERIAL NAME:BALSA 

$---+----1----+----2----+----3----+----4----+----5----+----6----+----7----+----8 

$ MID RO E PR SIGY VF MU BULK 

7 1.602E+02 6.782E+08 0.49 1.364E+7 7.α)()E-l 0.0 

$ LCA LCB LCC LCS LCAB LCBC LCCA LCSR 

4 5 5 6 6 6 6 0 

$ EAAU EBBU ECCU GABU GBCU GCAU APOT 

6.77E+8 1.35E+8 1.35E+8 2.030E+7 2.030E+7 2.030E+7 2 

$ XP yp ZP Al A2 A3 

0 0 0 0 0 

$ D1 D2 D3 TSEF SSEF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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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무의 기계적 특성값을 둥방성으로 한 경우 

*MAT -IJlastickinematic 

$MATERIAL NAME:Red 

$---+----1----+----2----+----3----+----4----+----5----+----6----+----7----+----8 

$ MID RO E PR SIGY ETAN BETA 

8 3.764E+02 l.563E+09 0.49 4.50E+7 0 

$ SRC SRP FS VP 

0 

* MA T -IJlastickinematic 

$MATERIAL NAME:BALSA 

$ MID RO E PR SIGY ETAN BETA 

7 1.602E+02 6.782E+08 0.49 1.364E+7 0 

$ SRC SRP FS VP 

0 

여기서， 

RO 밀도 

E 탄성계수 

PR 포아송비 

SIGY 항복강도 

EAAU : Load curve A(LCA)를 따르는 탄성 계 수 

EBBU : Load curve B(LCB)를 따르는 탄성 계 수 

ECCU : Load curve C(LCC)를 따르는 탄성 계 수 

GABU : Load curve AB(LCAB)를 따르는 전단탄성계수 

GBCU : Load curve BC(LCBC)를 따르는 전단탄성계수 

GCAU : Load curve CA(LCCA)를 따르는 전 단탄성 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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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4 9m 수직낙하에 대한 ABAQUS!Explicit의 전산입력자료 

*HEADING 

Impact analsys of the 9 meter vertical cask drop 

1/2 symmetiric model 

all material has elastic-plastic behavior 

no contact condition that between inner shel1 and lead shield 

SI unit (meter, kg , 똥c， N) 

*********************************************** 
** CASK MODEL.INP - > Cask model data 

** CASK_RIGID.INP - > Rigid surface data 

*********************************************** 
*INCLUDE, INPUT=CASK_MODEL.INP 

* INCLUDE, INPUT=CASK_RIGID.INP 

*********************************************** 
** Cask material property definition 

*********************************************** 

*SOLID SECTION, ELSET=RED, MATERIAL=RED 

*MA TERIAL,NAME=RED 

*ELASTIC 

1.56E9, 0.49 

*DENSITY 

350 
*PLASTIC 

4.50E7.0.0 

4.50E7, 0.67 

*********************************************** 
*SOLID SECTION, ELSET=BALSA, MATERIAL=BALSA 

*MATERIAL,NAME=BALSA 

*ELASTIC 

0.67E9, 0.49 

*DENSITY 

163 

*PLASTIC 

1.36E7, 0.0 

1. 36E7, 0.68 

*********************************************** 
*SHELL SECTION, ELSET=OUTER_SHELL_SIDE, MA TERIAL=OUTER_SHELL_SIDE 

** The thickness of the outer shell - > O.OIOm 

0.010 

*MA TERIAL.NAME=OUTER SHELL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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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IC 

1. 87E 11 , 0.3 

*DENSITY 

7913 

*PLASTIC 

258.4E6, 0.0 

1033.9E6, 0.403 

*********************************************** 

*SOLID SECTION, ELSET=INNER_SHELL, MATERIAL=INNER_SHELL 

*MATERIAL,NAME= INNER_SHELL 

*ELASTIC 

1.87E11, 0.3 

*DENSITY 

7913 

*PLASTIC 

껑8.4E6， 0.0 

1033.9E6, 0.403 

*********************************************** 

*SOLID SECTION, ELSET=OUTER_SHELL_BOT, MATERIAL=OUTER_SHELL_BOT 

*MA TERIAL,NAME=OUTER_SHELL_BOT 

*ELASTIC 

1. 87E 11 , 0.3 

*DENSITY 

7913 

*PLASTIC 

잃8.4E6， 0.0 

1033.9E6, 0.403 

*********************************************** 

*SOLID SECTION, ELSET=RESIN, MATERIAL=RESIN 

*MA TERIAL,NAME=RESIN 

*ELASTIC 

3.86E9, 0.35 

*DENSITY 

1710 

*PLASTIC 

6O.50E6, 0 

72.34E6, 0.0075 

*********************************************** 

*SOLID SECTION, ELSET=LEAD, MATERIAL=LEAD 

* MA TERIAL,NAME=LEAD 

*E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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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8E9, 0.4 

*DENSITY 

1.l07E4 

*PLASTIC 

6. 89E6, 0 

34.45E6, 0.15 

*********************************************** 

** Boundry condition definition 

*BOUNDARY 

REF, ENCASTRE 

YSYMM, YSYMM 

*** Definition initia1 velocity - > 13.28rrνs 

*INITIAL CONDITIONS, TYPE=VELOCITY 

NALL, 3, -13.28 

*********************************************** 

*** History data defmition 

*STEP 

*DYNAMIC, EXPLICIT 

’ 0.030 

*********************************************** 

*** Define contact between impact limiter and rigid surface 

** Contact surface definition 

*CONTACT NODE SET, NAME=BOT 

BOT, 

*SURFACE DEFINITION, NAME=FLOOR 

FLOOR, SNEG 

*CONT ACT PAlR, INTERACTION =CONT ACT 

FLOOR, BOT 

*SURF ACE INTERACTION, NAME=CONT ACT 

** Suppose that friction between impact limiter and rigid surface is ignored 

*FRICTION 

0.0 

*REST ART,WRITE,NUMBER=80 

*END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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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5 1m 타격충격에 대한 ABAQUS!Explicit의 전산입력자료 

*HEADING 

Impact analsys of the 9 meter puncture cask drop 

1/2 symmetiric model 

all material has elastic-plastic behavior 

no contact condition that between inner shell and lead shield 

SI unit (meter, kg , sec, N) 

*********************************************** 
** CASK_MODEL.INP - > Cask model data 

** CASK_RIGID.INP - > Rigid surface data 

*********************************************** 
*INCLUDE, INPUT=CASK_MODEL.INP 

* INCLUDE, INPUT=CASK_RIGID.INP 

*********************************************** 
** Cask material property definition 

*********************************************** 
*SOLID SECTION, ELSET=INNER_SHELL, MA TERIAL=INNER_SHELL 

*MATERIAL,NAME=INNER_SHELL 

*ELASTIC 

1.87E11, 0.3 

*DENSITY 

7913 

*PLASTIC 

껑8.4E6， 0.0 

1033.9E6, 0.403 

*********************************************** 
*SOLID SECTION, ELSET=OUTER_SHELL, MA TERIAL=OUTER_SHELL 

*MA TERIAL,NAME=OUTER_SHELL 

*ELASTIC 

1.87Ell , 0.3 

*DENSITY 

7913 

*PLASTIC 

껑8.4E6， 0.0 

1033.9E6, 0.403 

*********************************************** 

*SOLID SECTION, ELSET=RESIN, MATERIAL=RESIN 

*MATERIAL,NAME=RESIN 

*ELASTIC 

3.86E9, 0.35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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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 

*PLASTIC 

6O.50E6, 0 

72.34E6, 0.0075 

*********************************************** 

*SOLlD SECTION, ELSET=LEAD, MATERIAL=LEAD 

*MATERIAL,NAME=LEAD 

*ELASTIC 

98.98E9, 0.4 

*DENSITY 

1.107E4 

*PLASTIC 

6.89E6, 0 

34.45E6, 0.15 

*********************************************** 

** Boundry condition definition 

*BOUNDARY 

REF, ENCASTRE 

*** Definition initial velocity - > 4.42m/s 

*INITIAL CONDITIONS , TYPE=VELOCITY 

NALL, 1, 4.42 

*********************************************** 

*** History data definition 

*STEP 

*DYNAMIC, EXPLlCIT 

, 0.060 

*********************************************** 

*** Define contact between cask and puncture 

** Contact surface definition 

*CONT ACT NODE SET, NAME=SIDE 

SIDE, 

*SURFACE DEFINITION, NAME=FLOOR 

FLOOR, SNEG 

*CONT ACT PAIR, INTERACTION=CONT ACT 

FLOOR, SIDE 

*SURF ACE INTERACTION, NAME=CONT ACT 

** Suppose that friction between impact limiter and rigid surface is ignored 

*FRICTION 

0.0 

*REST ART,WRITE,NUMBER=50 

*END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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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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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용기의 낙하충격 및 타격충격 안전해석 검증기술 개발을 
위 

해 본 연구에선 규제요건과 해석요건을 분석하였다. 운반용기의
 

충격해석방법으로 유한요소법을 채택하였고 사용한 해석코드는
 

LS-DYNA3D와 ABAQUS!Explicit이 다. 해석 코드의 신뢰 성 분석 

을 위해 KSC-4모텔에 대해 해석을 하였고， 두 해석코드의 
결과 

는 잘 일치하였으며 운반용기의 건전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업자에게 신뢰성 있는 해석기법을 제공하며， 표준화된 
안 

전해석 검증가술을 심사에 사용함으로써 효율적 및 선뢰성 있는
 

규제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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