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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s the risk of the various external risk was increased, a study on the integrity assessment of the nuclear transport cask was 
needed. In this paper, an integrity assessment of the nuclear transport cask under the ballistic impact was studied. The projectile with L/D 
= 5 was used in simulation. The applied head shapes of the projectile were five types such as flat shape, conical shape, hemispherical 
shape, truncated conical and sliced flat shape, respectively. The range on the velocity of the projectile was 85 m/s to 680 m/s. The cask 
body of the nuclear transport cask was not penetrated by the projectile speed up to Vprojectile = 510 m/s. As the cask body was penetrated 
by the all types projectile with Vprojectile = 680 m/s and the cask lead in the nuclear transport cask was collided with the projectile. As 
the projectile moved to 31.3 mm in the cask lead, the cask lead was not penetrated by the projectile with Vprojectile = 680 m/s. The 
integrity assessment on the nuclear transport cask under ballistic impact up to Vprojectile = 680 m/s was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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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되는 사용 후 핵연료 및 부

품교체시 발생되는 압력관, 원자로관, 원자로관 삽입

체, 엔드피팅 등의 기타 방사성 물질은 컨테이너에 저

장된다. 방사성 물질을 저장한 컨테이너는 저장시설에 

보관되며, 이는 발전소 부지 경계내외에 위치한다. 컨
테이너는 저장시설까지 차량으로 운반되며, 운반하는 

동안 컨테이너를 운반 캐스크에 저장함으로써 방사성 

물질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선을 차폐할 수 있도록 하였

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을 운반

하는 수송용기는 건전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국내외에서는 이런 운반 용기에 대한 건전성을 유지하

기 위해서 다양한 낙하 조건 및 열 하중조건에 대한 구

조적 건전성 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1-3)

이 방사선물질 운반용기인 컨테이너와 운반 캐스크

를 차량으로 운반하는 도중에 낙하충격 혹은 진동 등

의 외력이 가해지게 되면, 운반 용기의 외부 충격에 대

한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Wu4)는 사용연료 저

장 용기가 수직으로 낙하되어 충격을 받을 때의 용기

에 대한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Wu는 저장 용기가 

수직으로 떨어지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5°로 기

울어져 낙하 한다는 가정에 대한 충돌 해석을 수행하

였다. Teng5)과 Lee6)도 낙하 충격에 대한 방사성 물질 

저장 용기에 대한 낙하 충격 해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Lee는 낙하 충격시 지면에 용기보다 작은 구조물이 존

재 할 때, 용기의 충격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방사성 물질 운반 및 저장 용기는 저장 시설로 이동 

중에 외부 온도에 대해서도 구조 안전성에 대한 평가

가 수행되어야 한다. Frano7)는 원자력 폐기물 용기에 

대한 열 해석을 수행하여 열에 대한 용기의 구조 안전

성을 검토하였다. 
이밖에 낙하로 인해 발생하는 충격력을 줄이기 위해

서 Lee8)는 red wood와 balsa wood와 같은 초탄성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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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완충제로써 적용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격납

용기등 원자력구조물에 대한 항공기 충돌 관련 연구가 

국내외에서 수행되었다.9~11) 이 연구들은 거대 충돌에 

대한 원자력발전소 및 원자력구조물에 대한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로 수행된 것이다. 이와 함께 방사

성 물질 운반 용기 및 저장 시설도 잠재적 테러의 표적

이 될 수 있으며 원자력구조물의 발사 충격에 따른 구

조 건전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12) 
발사 충격은 발사체를 일정 범위의 속도로 표적과 

충돌을 시키는 조건을 의미한다. 발사충격은 충격자의 

경우, 관통을 할 수 있는 최소 한계 속도를 의미하

며,13,14) 표적의 경우 관통이 발생되는 최대 한계 속도

를 의미한다.15)

최근 Kim16)은 탄자 충격을 받는 원자력 운반 용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원자력 운반 용기의 구조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연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성 물질 운반 용기의 발사 충격

에 대해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발사체의 기본 형

상은 원통형 형상이며, 지름(D) 대비 길이(L)의 비가 5
인 발사체를 적용하였다. 발사체의 속도는 85~680 m/s 
의 범위에 대해 적용하였다. 발사체의 끝형상에 따른 

운반 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 평판형, 
원추형 형상, 반구형 형상, 절단 원추형 형상, 사선절단 

형상을 적용하였다. 

2. 해석 형상 및 모델링

2.1 발사체의 형상 및 모델링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발사체의 형상이다. 발
사체의 지름(D) 대비 길이(L)의 비가 5 인 발사체가 관

통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적용하였다.17)

Fig. 2는 발사체 끝의 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기본형

상인 평판형 (a) 와 원추형 (b), 반구형 (c), 절단 원추형

(d) 그리고 사선 절단형 (e) 의 총 5가지 형상을 적용하

였다.

Fig. 1. Dimensions of the bullet.

(a) Flat head

(b) Conical head

(c) Hemispherical head

(d) Truncated conical head

(e) Sliced flat head

Fig. 2. Shape and cross section of the bullet.

2.2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형상 및 모델링

Fig.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컨테이너의 유한 요소

모델이다. 방사성물질 운반 용기의 크기는 635 X 609.6 
X 6.35 (mm3)이며, 원통형 구조 이다. 상부에는 컨테이

너 인양 및 하역에 사용되는 그래플 삽입체와 함께 상

판에 부착되어 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기 위한 운반 

플라스크를 설치하게 된다. 운반 캐스크와 컨테이너를 

구성한 전체 유한 요소 모델은 Fig. 4와 같다. 
운반 캐스크의 높이는 약 1,067 mm이며, 운반 캐스

Fig. 3. FE modeling of the c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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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E modeling of the transport cask.

크 안에는 컨테이너와 두께 150 mm의 납 차폐제로 이

루어져 있다. 

3. 해석 조건 및 재료

3.1 해석 조건본 연구에서는 방사성 물질 운반 용기

와 발사체의 충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LS-DYNA 
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발사체의 속도(Vprojectile)의 범위는 85~680 m/s이다. 
발사체의 위치는 운반 용기의 중간 위치에서 컨테이너 

방향으로 충돌 한다고 가정하였다. 운반 용기의 아래

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3.2 해석 재료

3.2.1 발사체의 재료

발사체의 재료는 4340 강을 적용하였으며, 재료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표에서 파손 변형률(failure 
strain) 과 경화 계수(hardening modulus) 는 충돌 해석을 

위해 필요한 변수로서, 특정한 변형률에 도달하면 유

한요소격자를 삭제(eroding)하여 발사 충격에 대한 유

한요소 모델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다.
발사체의 재료는 등방성-가공경화 소성 모델로 가정

하여 *Mat_plastic_kinematic 재료 방정식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19) 이 재료 모델은 재료의 탄소성 

영역을 구현 할 수 있는 재료 모델이며, Fig. 5는 FEM
에서 제시한 SS 선도이다. Fig. 5에서와 같이 이 재료 

모델에는 탄성계수(E : Young's modulus)와 경화 탄성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the 4340 steel penetrator18)

Material properties Values

Density 7900 kg/m3

Young's modulus 193 GPa

Possion's ratio 0.28

Yield strength 206 MPa

Failure strain 0.4

Hardening modulus 777 MPa

Fig. 5. Elastic-plastic behavior with kinematic and isotropic 
hardening in *Mat_plastic_kinematic.

계수(Etan : Hardening modulus)에 대한 입력을 통해서 

탄성과 소성 영역을 구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β 

는 경화 변수로써, 0일 때는 가공경화 거동을 보이며, 
1일 때는 등방성 경화 거동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0
을 입력하여 가공경화 거동을 하도록 설정하였다. 

3.2.2 방사성 물질 운반 용기의 재료

방사성 물질 운반용기는 크게 운반 캐스크와 안에 

설치되는 컨테이너로 분류가 된다. 운반 캐스크의 부

품은 86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컨테이너는 

총 8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6에서와 같이 

발사체는 방사성 물질 운반 용기의 지름 방향으로 충

돌하며, 충돌에 관여하는 운반용기의 부품은 운반 캐

스크와 컨테이너의 부품 중에서 각각 3개와 2개이고 

Table 2와 같다. 
충돌을 받는 운반용기 부품에 대한 재료 정보는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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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name Density
(kg/m3)

Young's 
modulus(GPa)

Possion's
ratio

Yield 
Strength(MPa)

Failure
strain

Hardening
modulus(MPa)

Container
Body pipe ASTM A 53

Type E Gr.B 7804 193 0.28 241 0.22 788

Waste Waste-SWC 7804 193 0.28 - - -

Transport cask

Cask lead Lead 11556 14 0.43 6 0.47 18

Inner drum CSA G40.21 GR 44W 7929 207 0.3 303 0.15 975

Cask body CSA G40.21 GR 44W 7929 207 0.3 303 0.15 975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the transport cask and container16)

2에서 제시되었으며, 각각의 부품에 대한 위치는 Fig. 7과 

같다. 운반 용기의 구성은 크게 캐스크 몸체 (cask body), 
캐스크 납(cask lead), 내부 드럼(inner drum), 컨테이너 몸

체파이프(body pipe) 그리고 방사선 물질(waste)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발사체는 먼저 캐스크 몸체에 충돌하며, 
캐스크 몸체의 관통 여부에 따라서 캐스크 납, 내부 드럼 

순으로 충돌하게 된다. 
운반용기 부품의 재료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모두 

*Mat_plastic_kinematic 재료 특성을 적용하였다. 

Fig. 6. Impact condition of the bullet.

Fig. 7. Part name of the nuclear transport cask.

4. 해석 결과 및 고찰

발사체의 충돌 속도는 85, 170, 340, 510 그리고 680 
m/s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발사체는 내부의 컨테

이너와의 충격 시 캐스크 몸체(cask body), 캐스크 납

(cask lead) 그리고 내부드럼(inner drum) 의 순서로 접촉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가지 발사체의 끝 형상과 속

도에 따라서 충돌 시 발생하는 캐스크 몸체와 캐스크 

납의 최대 응력 값은 Table 3과 같다. 관통이 되지 않고 

응력이 발생하면 응력 값을 표기 하였으며, 관통이 되

면 “X”를 그리고 발사체과 접촉이 없다고 하면 “ - ”를 

표기하였다. 

Table 3. Maximum stress of the transport cask

Head shape of 
bullet Vprojectile

Cask body
(MPa)

Cask lead 
(MPa)

Flat
head

projectile

85 m/s 161 -
170 m/s 303 -
340 m/s 360 -
510 m/s 428 5.97
680 m/s X 9.45

Conical
head

projectile

85 m/s 187 -
170 m/s 296 -
340 m/s 376 -
510 m/s 425 7.10
680 m/s X 10.43

Hemi
-spherical

head
projectile

85 m/s 142 -
170 m/s 304 -
340 m/s 351 -
510 m/s 444 6.32
680 m/s X 9.76

Truncated conical
head

projectile

85 m/s 163 -
170 m/s 303 -
340 m/s 360 -
510 m/s 414 6.92
680 m/s X 10.32

Sliced
flat

head
projectile

85 m/s 125 -
170 m/s 303 -
340 m/s 372 -
510 m/s 446 6.63
680 m/s X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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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projectile = 510 m/s (b) Vprojectile = 680 m/s

Fig. 8. The mesh of the cask body under the ballistic impact using the flat head projectile.

(a) Vprojectile = 510 m/s (b) Vprojectile = 680 m/s

Fig. 9. Stress distribution of the cask lead under the ballistic impact using the flat head projectile.

4.1 발사체의 충돌 속도에 따른 해석 결과

발사체의 충돌 속도가 510 m/s 이하일 때, 운반 캐스

크 몸체를 관통하지 않는다. 발사체의 충돌 속도가 

340, 510 m/s일 때, 최대 응력 값이 각 재료의 항복 응

력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는 이미 탄성 범위를 넘어서 

소성 거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파단 변형

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한요소격자가 존재한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사체의 충돌 속도가 510 
m/s 일 때, 캐스크 몸체가 변형이 되면서 남아있는 발

사체의 운동 에너지가 캐스크 납으로 에너지를 전달하

게 되면서 응력이 발생한다. 발사체의 충돌 속도가 680 
m/s 일 때는 캐스크 몸체는 완전히 관통이 되나, 캐스

크 납을 관통 하지는 못한다.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사체의 충돌 속도가 

510 m/s 일 때, 항복 응력에 도달한 이후 소성경화 계

수의 영향을 받아 응력이 증가를 하지만, 파손 변형률

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격자가 파손되지 않는다. 
발사체의 충돌 속도 

가 680 m/s 일 때, 캐스크 납을 보면 격자가 파손된 것

을 알 수 있다. 응력뿐만 아니라 파손 변형률에 유한 

요소 격자의 변형률이 도달하여 격자의 삭제가 발생하

게 된다. 격자가 파손 변형률에 도달하여 삭제가 되면, 
변형률이 없어지고 주변의 격자는 파손변형률에 도달

하지 않았지만 소성 변형 영역에 도달하여, 응력이 계

속적으로 증가하여 파손 위치보다 주변의 응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발사체 끝 형상에 따른 해석 결과

Fig. 10과 Fig. 11은 발사체의 형상별 발사체의 충돌 

속도에 따른 캐스크 몸체와 캐스크 납이 받는 최대 응

력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돌 속도에 따라서 운

반 캐스크에 영향을 주는 발사체 끝 형상은 다르다. 발
사체의 속도가 85 m/s와 340 m/s일 때, 원추형 발사체

가 구조물에 가장 큰 응력을 발생 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가 있다. 발사체의 속도가 170 m/s일 때, 응력의 차

이는 크지 않으나 반구형 발사체가 약간 크게 나타나

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사체의 속도가 510 m/s일 때, 반
구형 발사체가 큰 응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발사체의 속도가 680 m/s일 때, 캐스크 몸체가 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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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ress of the cask body after ballistic impact for 
projectile with various head shapes.

Fig. 11. Stress of the cask lead after ballistic impact for 
projectile with various head shapes.

되기 때문에 응력의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다. 
Fig. 11은 캐스크 납에 대한 최대 응력을 나타낸 것

이다. 발사체의 속도가 510 m/s와 680 m/s일 때, 캐스

크 납에서 응력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며, 원추

형 발사체이 가장 큰 응력을 발생 시키는 것을 확인하

였다. Fig. 12는 발사체 끝 형상에 따른 캐스트 납의 격

자 파손영역에 대한 그림이다. 평판형 탄두, 원추형 탄

두, 반구형 탄두, 절단 원추형 탄두, 사선절단형 탄두의 

(a) Flat head projectile

(b) Conical head projectile

(c) Hemispherical head projectile

(d) Truncated conical head projectile

(e) Sliced flat head projectile

Fig. 12. Stress distribution of the cask lead after ballistic 
impact with various projectile under Vprojectile = 68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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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발사체 형상에 대해서 캐스크 납의 파손된 격자

수는 각각 1, 4, 2, 4, 3개다. 캐스크 납의 파손 격자 개

수는 원추형과 절단 원추형의 발사체와의 충돌에 대한 

결과가 같다. 캐스크 납에 작용하는 최대 응력을 표기

한 Fig. 12과 비교하여 보면, 파손 격자 개수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 발사체가 캐스크 납으로 침투

한 깊이는 31.3 mm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사체 충돌에 대한 방사성 물질 운

반 용기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발사체의 끝 형상은 

평탄형, 원추형, 반구형, 원추 절단형 사선절단형으로 

5가지에 대한 발사체를 사용하였다. 발사체의 속도는 

85~680 m/s 범위에로 정하였다. 본 연구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① 발사체의 속도가 510 m/s이하에서는 캐스크 몸체

를 관통하지 못하며, 발사체의 충돌 속도가 680 m/s 일 

때, 관통하는 것을 관찰 하였다. 그리므로 발사체의 속

도가 510 m/s이하 일 때, 캐스크 몸체의 발사 충격에 

대한 구조 건전성을 가진다. 
② 캐스크 납은 발사체의 속도가 340 m/s이하 일 때, 

영향을 받지 않으나 발사체의 속도가 510 m/s일 때, 캐
스크 몸체가 변형이 되면서 충격력이 캐스크 납으로 

전달된다. 발사체의 속도가 680 m/s 일 때 직접적으로 

발사체와 충돌하게 되면서 영향을 받으나 내부까지 관

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캐스크 납은 발사 충격에 구조 

건전성이 확보하였다. 
 ③ 캐스크 몸체와 캐스크 납에 큰 영향을 주는 발

사체의 끝형상은 원추형 형상과 절단 원추형 형상이다. 
발사체의 충돌 속도가 680 m/s일 때, 캐스크 몸체는 관

통이 되지만 충돌하는 과정에서 줄어든 운동에너지가 

미비하게 캐스크 납으로 전달되나 캐스크 납은 관통되

지 않으므로 발사 충격에 대한 구조 건전성이 확보됨

을 평가하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충남대학교 자체 연구비의 지

원을 받았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IAEA, “Regulations of the Safe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s-2012 Edition, Specific Safety Requirements”, 
IAEA Safety Series, SSR-6, 2012.

2)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 
“Certificate Competent Authority For Special Form 
Radioactive Material”,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of Korea, No.2008-69, 2008.

3) US NRC, “Packaging of Radioactive Material for 
Transportation of Radioactive Material under Certain 
Condition”, NRC, 10 CFR Part 71, 2014.

4) T.Y. Wu, H.Y. Lee and L.C. Kang, “Dynamic Response 
Analysis of a Spent-fuel Dry Storage Cask under Vertical 
Drop Accident”, Annals of Nuclear Energy, Vol. 42, pp. 
18-29, 2012.

5) T.L. Teng, Y.A. Chu, F.A. Chang, H.S. Chin and M.C. Lee, 
“The Dynamic Analysis of Nuclear Waste Cask under 
Impact Loading”, Annals of Nuclear Energy, Vol. 30, pp. 
1473-1485, 2003.

6) Y.S. Lee, C.H. Ryu, H.S. Kim and Y.J. Choi, “A Study on 
the Free Drop Impact of a Cask using Commercial FEA 
Codes”,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235, 
pp.2219-2226, 2005.

7) R.L. Frano, G. Pugliese and G. Forasassi, “Thermal Analysis 
of a Spent Fuel Cask in Different Transport Conditions”, 
Energy, Vol. 36, pp. 2285-2293, 2011.

8) Y.S. Lee, H.S. Kim, Y.H. Kang, S.H. Chung and Y.J. Choi, 
“Effect of Irradiation of the Impact and Seismic Response 
of a Spent Fuel Storage and Transport Cask”,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232, pp. 123-129, 2004.

9) D.W. Seo and N.H. Chun, “Analysis of Containment 
Building Applied with Steel Fiber Subjected to an Aircraft 
Impact”, Proceeding of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pp. 2549-2552, 2012.

10) S. Koji, K. Namba and T. Saegusa, “Safety Analysis of 
Dual Purpose Metal Cask Subjected to Impulsive Load due 
to Aircraft Engine Crash”, Journal of Power and Energy 
Systems, Vol. 3, No. 1, pp. 72-82, 2009.

11) M.R. Sadique, M.A. Iqbal and P. Bhargava, “Nuclear 
Containment Structure Subjected to Commercial and 
Fighter Aircraft Crash”, Nuclear Engineering and Design, 
Vol. 260, pp. 30-46, 2013.

12) M. Abdul, “Preventing Nuclear Terrorism in Pakistan: 
Sabotage of a Spent Fuel Cask or a Commercial Irradiation 
Source in Transport”, The Henry L. Stimson Center, 2007

13) C. Cheng, F. Wang, X. Cheng, K. Fu, J. Liu, Y. Wang, T. 
Liu and Z. Zhu, “Effect of Microstructures on Ballistic 
Impact Property of Ti-6Al-4V Targets”,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A, In press, 2014.

14) J.H. Do, C.W. Jeon, Y.B. Song and S.H. Lee, “Ballistic 
Impact Properties of Mixed Multi-layered Amorphous 



양태호⋅이영신⋅이현승

Journal of the KOSOS, Vol. 29, No. 4, 201422

Surface Alloyed Materials Fabricate by high-energy 
Electron-beam Irradiation”,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 A, Vol. 598, pp.224-235, 2014.

15) G. Nilakantan, “Filament-level Modeling of Kevlar KM2 
Yarns for Ballistic Impact Studies”, Composite Structures, 
Vol. 104, pp, 1-13, 2014.

16) J.H. Kim, Y.S. Lee, H.S. Lee and S.H. Chung, “A Study on 
the Nuclear Transport Cask under Projectile Impact”, 
Proceeding of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pp. 735-738, 
2011.

17) J.H. Jo, Y.S. Lee, J.H. Kim and Y.W. B, “Study on 
Penetration Characteristics of Tungsten Cylindrical 
Penetrator”, Transaction A of Korean Society Mechanical 
Engineers , pp.428-433, 2012.

18) T.L. Warren and K.L. Poormon, “Penetration of 
6061-T6511 Aluminum Targets by Ogive-nosed VAR 4340 
Steel Projectiles at Oblique Angles” Experiments and 
Sim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mpact Engineering, 
Vol. 25, No. 10, pp. 993-1022, 2001.

19) LS-DYNA Version 971 Keyword User's Manual, Livermore 
Softw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