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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로 원

자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

나 원자력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시키는 고준위 방사선 물질인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된다. 이에, 사용후 핵연료의 운반 

및 보관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용후 핵연료 수송용기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안

전규정에 의거하여 정상사고조건과 가상사고조건

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요구되고 있다[1]. 
이러한 사고조건 시험중 낙하시험은 운반환경

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낙하방향을 고려한 

시험이 수행하여야 한다[2, 3]. 그러나 낙하시험의 

경우 5가지 방향에 대해 충격완충체를 장착하여 

시험이 수행되기 때문에 시험에 필요한 모델 제작 

시 시간 및 금전적 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완충재질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을 

우선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해석적 모델을 도출해

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후 핵연료 수송용기 완충재

질의 충격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각각의 완충재질

에 대한 저속충격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수치해석

기법을 통해 저속충격시험 결과와 상호비교분석

을 수행하여 신뢰도 높은 유효모델을 도출하였다.
 

2. 완충재질에 따른 저속충격시험

저속충격 시험편은 ASTM 규정에 의거하여 제

작되었다. 시험은 인스트론(Instron)사의 Dynatup 
8250을 사용하여 1J, 3J 그리고 5J의 충격 에너지에

서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방성 재질인 발사목의 

경우 세 가지 방향(z, r, θ)에 대한 충격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등방성 재질인 우레탄폼은 단일방

향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은 저속충격시

험에 사용된 장비와 시편형상을 나타낸다.

Fig. 1 Impact test machine and specimens

3. 충격특성 평가를 위한 유한요소 모델링

충격해석은 재료의 비탄성 변형을 고려할 수 

있는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LS-DYNA 
3D를 이용하였다. 

이방성 재료인 발사목은 MAT_143 WOOD를 적

용하였으며, 등방성 재질인 우레탄폼과 샌드위치 

패널의 면재는 MAT_165 PLASTIC NONLINEAR 
KINEMATIC을 적용하였다.

샌드위치 패널의 유한요소 모델은 면재와 심재

에 솔리드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기본물성 시험을 

통해 도출된 각 방향별 물성정보를 적용하여 유한

요소 모델링을 하였다[4]. Fig. 2는 충격특성 평가를 

위한 유한요소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Fig. 2 Finite element models for impac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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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해석을 통한 유한요소모델 검증

충격해석은 실제 시험과 동일한 조건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해 시험과 동일한 충격에너지(1J, 3J, 
그리고 5J)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경계조건은 바닥 

고정 지그와 상부 지그를 모델링하여 접촉조건을 

부여하였으며 실제 시험환경과 동일하게 적용하

였다. 충격체와 면재는 표면 접촉 알고리즘(surface 
contact algorithm)인 면 대 면(surface to surface) 접촉 

조건을 사용하였다. Fig. 3은 충격에너지별 시험과 

해석의 하중이력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3 Time-force histories for various impact energy 
levels

Fig. 4 Comparisons with the experimental and 
numerical results for damage areas at 5J

Fig. 4는 5J에 대한 시험과 해석 충격손상영역을 

나타낸다. 각각의 충격에너지에 대한 해석결과, 
발사목의 경우 최대 13%(3J 나이테수직방향)의 

오차가 발생하였으며, 우레탄 폼 은 최대 8%(1J)의 

오차를 나타냈다. 이때, 발사목의 경우 보다 높은 

오차범위가 발생하였으나 이방성 재료와 시험편

별로 나이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높게 발생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수치해석적 기법을 적용하여 사

용후 핵연료 수송용기 충격완충체의 완충재질로 

고려되고 있는 발사목과 우레탄폼에 대한 충격해

석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유한요소모델은 재료의 기본물성시험을 통

해 도출된 물성을 적용하였으며, 시험과 동

일한 경계조건을 고려하여 모델링하였다.
(2) 발사목과 우레탄 폼의 충격해석결과, 충격에

너지 레벨에 따른 해석 및 시험결과가 10%이

내의 오차범위를 보여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며, 각각의 완충재질에 대한 기본

물성시험 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3) 도출된 표준유한요소모델은 향후 사용후핵

연료 수송용기의 낙하사고조건을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재료의 특성을 고려

한 설계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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