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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홉 

2 단계 PSA 기술개발 

11. 염구개밟의쪽혀 및 줄훌성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원전의 종합 안전생을 명가하는데 필수적인 확활론적 안전성 

팽가중 2 단계 PSA 기술개발 및 전산체재를 확립하는데 었다.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방사능 물질의 소외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대사고 발생시 격납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현상들의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명가할 수 있는 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일단 

격납건물과 방사선원항 분석기술의 확보 및 전산체제 개발이 이루어지면 안전성 

명가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나라 원전 노심손상 사고에 대한 운전원의 

대처능력 배양， 격납건물 건전성 확보를 위한 셜계 개선방안의 제시 또는 사고판리 계획과 

연계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111. 연구개밟의 내용 및 볍위 

본 연구는 사고경위 분석용 전산코드 개발， 격납건물 성능명가 방법론 개발， 그리고 

방사선원항 분석 방법론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한다. 첫번째 분야에 대한 연구내용으로는， 

PC 윈도우 환경하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2 단계 PSA 분석시 사고진행과정을 사건수목 

형태로 기술하고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사고결과를 정량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척 격납건물 사고경위 분석용 전산코드 CONPAS 률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1 



차년도에서 선정된 격납건물 사건수목 방법론올 기본으로 전산코드의 주요 가능올 다루는 

메뉴를 선정하고 판련된 윈도우 작업환경을 셜정하였다. 이어서 불확실생， 민감도， 

중요도분석 판점에서 사건수목올 정량화하는 일련의 정량화 알고리츰윷 개발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사건수목을 작성하는 모률과 정량화하는 모률을 개발하였다. 두 모률이 

개발된후 마지막으로 이들을 통합하고 검증하는 작업올 거쳐 전산코트 개발을 

완료하였다. 둘째， CONPAS 및 방사선원항 분석을 위한 입력자료 마련을 위하여 

격납건물의 지배적인 파손모드 및 파손부위와파손압력에 대한파손확률올 실험식에 의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취약도 모웰올 제시하였다. 셋째 최종목표인 방사션원항 분석 

전산코드의 개발에 이용될 방사선원항 분석모델의 일부를 개발한다. 특히， 

매개변수모델법올 사용한 방사선원항 (parametric Source Term) 분석모델의 개발을 위해 

NUREG-1150 프로그램의 일부로 개발된 방사선원항 평가코드인 ’XSOR’ 코드의 

핵분열생생물 방출모델을 검토하고 이를 표현한 기본 매개방정식을 홍합.개션한다. 

그리고 방출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되는 매개변수의 특성을 분석하고 매개변수의 데이타 

베이스를구축한다. 

IV. 연꾸개밟월과 

연구기간중 수행된 사고경위 분석용 전산코드 개발결과로 윈도우용 전산코드 CONPAS 

베타 버전이 개발되었다. 개발된 CONPAS 는 이전 DOS 환경하에서 개발된 전산코드에 

비하여 Usεr-Inteñace， 확장생， 재활용성퉁이 훨씬 용이하고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한 

정량화과정 또한 간편하고도 쉬훈 장정이 었다. 개발된 CONPAS 는 두개의 뚜렷이 

구별되는 그러나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 코드모률로 구성된다. 첫번째 모률은 

사고진행과정을 가술하는 사건수목을 작성하기 위한 사건수목작생 모률 (EDITOR) 이며， 

두번째 모률은 사고정위 정량화 및 분석결과를 중요도 민감도등 필요한 추가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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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사건수목 정량화 모률 (QUANTIFICA TION) 이다 EDITOR 모율에서는 

사고진행분석에 사용되는 5 총류의 사건수목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EDITOR 

모률의 또다른 특정은 작성된 사건수목 입력더l이타 및 정보를 정량화과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한변， QUANTIFICATION 모율에서는 EDlTOR 

모률에서 작성된 5 총류의 Event Tree 및 판련된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여 격납건물 

사건수목을 체계적으로 정량화할 수 었다. 특히 2 단계 PSA 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인 

불확실성 분석기능이 보강되어 보다 실제적인 사고분석이 가능해졌다. 

다음으로， 격납건물 성능평가 방법론 개발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격납건물 유형에 대한 

파손모드 조사， 격납건물 구조분석 방법론 검토가 이루어졌고 20여개 large dry 형태의 

가압 정수형 발전소에 대해 격납건물의 지배적인 파손모드 및 파손부위와 파손압력에 

대해 Da없b앓화 하였으며 격납건물의 파손확롤을 구하기 위해 단순화된 취약도 모웰올 

설정하여 앞에서 구한 다양한 파손모드를 모두 포함하는 취약도 곡선을그려 격납건물 

각각의 파손모드를 고려한 파손확률값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격납건물 파손과 판련된 

데이타베이스는격납건물해석시 또는방사선원항분석시 중요한 입력으로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방사션원항 분석모멜 개발에서는 방사선원항의 불확실성 분석시 기폰의 

대형해석 전산코드가 많은 횟수의 반복계산에 이용하기 어려운 단점올 개선한 KORSOR 

코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모탤로는 해석모탤을 단순한 계산체계로 치환하는 

매개변수모웰법을사용하였고 기폰 XSOR 코드의 버천들에서는 적용된 바가 없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기법올 도입하여 계산속도 및 사용자의 변의성올 매우 향상시켰다. 여기서는 

임의표본추출 방식을 찬탄한 기법으로 개선하였으며 초보자를 위한 압력방식의 개선 및 

결과처리를 위한 그래픽 옵션의 추가풍에 의한 입.출력 방식에 사용자의 연계성 (User 

Interface)올 강화하여 사용자의 코드이 용 수고를 많이 감소시 커 리 라 사료된다. 그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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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모렐에서 사용한 매개변수의 륙성올 분석하였고 매개변수의 데이타 베이스를 

NUREG-llSO 연구결과를 예제로 구축하였고， 국내 발전소인 고리 l호기률 대상요로 

일부변수에 대해 보강되었다. 

v. 혐구개훌훌뽕과의 활용계휩 

개발된 CONPAS 는 이전 DOS 환경하에서 개발된 천산끊드에 비하여 User-Inteñace 

확장성， 재활용생퉁이 훨씬 용이하고 데이타베이스를 활용한 정량화과정 또한 간변하고도 

쉬훈 장점이 있고 특히 2 단계 PSA 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인 불확실성 분석기능이 

보강되어 보다실제적인Level2 PSA 수행에 사용될 것으로기대원다. 

다음으로， 격납건물 성능명가 방법혼 개발철과 격납건물 파손과 판련된 데이타베이스는 

격납건물 해석시 또는 방사션원항 분석사 중요한 입력으로 사용훨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방사션원항 분석모웰 개발에서 KORSOR 코드는 방사션원항의 불확실성 

분석시 대형해석 전산코드가 가지는 단점올 개선하였기에 중대사고 해석시 방사션원항의 

불확실성 분석에 이용하기 적당하다. 또한 결과가 본 연구의 해당 장의 울진3，4호기를 

대상으로한 모의 분석에서 예시하였듯이 철과률 그래픽으로 처리하여 주므로 그 활용도를 

높였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채택한 매개변수모웰법의 기법은 대형 

전산코드의 상쩌한 계산을 대체하는 챙제척 장점이외에 기존의 전산코드가 갖지 못한 

새로훈 정보 (혹은 모웰)가 밝혀졌을 때 이를 쉽게 변수화시켜 정량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매개방정식의 툴에 필요사 새로운 발전소 특성 (예: IRWST 또는 

severe accident cr빼itl빼 Fan Cooler) 을 포함하도록 수정하여 새로훈 발전소의 방사션 원항의 

특성올 분석할 챙우에 훨형 코드로서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일부 구축된 

lV 



매개변수 데이타베이스는 해석전산코드에 의한 방샤선원항 데이타를 계속 모아가는 

방샤선원항 데이 타베 이스의 원형 (Prototype )으로 이용할 수 있으리 라 여 겨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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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μml’n앓ry 

1. Title 

Development of Level 2 PSA Technology 

11.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the development of the computer code system for Level 2 

pr，어)8bili와ic 열fety assessment of nuclear power plants. Maintaining the containment integrity is 

very important to minimize the off-site release of radioactive materials during the severe 

accident. Its peñonnance can be evaluated sy앙emati대lψ by using containment event tree 

te따rique 대n 뼈n띠e the various 않vere accident 앓narios within the containment logically. If 

any vulnerabilities to the 앓vere accident are identified through the systematic evaluation of 

containment. the peñonnance would be enhanced by hardware anψ'or software changes. The 

developed computer code system will be u앓d not only in the systema디c evaluation of the 

containment peñonnance but also in the operator training, plant design improvement. 따lCl/or 

development of the accident management program.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야 ofthe prl매ect can be divided into three 와않s: (1) development of computer c때e for 

없퍼lyzing the accident progression event tr않s， i.e., CONPAS, (2)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containment structural an외ysis， and (3) development of methodology for s이rrce term 

없퍼lysis. The research scope of the first area is to develop the computer c때e which can 

construct the accident progression event trees (APETs) under PC Window environmen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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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뻐ltify the con잉mαed APETs. The scope covers the structure of CONP AS design s뿜cification 

for APET logic diagram 려iting， and the related window environment for c때ing bas벼 on an 

accident progression logic selected in the first r잃arch y않r (EDITOR Module). From the 

viewpoints of uncertainty, importancε， and 않nsi디꺼tyar뻐ly앓，tI않n the next work was to 

develop algorithm for quanti훨ing the APET logic diagram constructed (QUANTIFICA TION 

Module). Once the two m여ules were developed, the remaining work was to integrate them and 

finally validated the c여.e. Second, to prepare the input for CONP AS and associated source term 

analysis, the 잔agility m때el was suggested to easily calculate the containment failure pr야mbility. 

Third, part of source term 없talyzing m뼈.el is developed which will be 따ed in the final source 

term 뻐외y깅ng ∞de. Specifically, for 뼈rame띠cso따'ce term model, fission pr때uα release 

m때.el in ’XSOR’ α빼 which is developed for source term estimation to support the NUREG-

1150 program is re꺼ewed and improved through the integration of the basic parameσic 

equa디ons for PWR and BWR. In addition, the charaαeristics of major p따ameteπ 야ed for input 

of fission product rel앓se model is analyzed and data base for major 뼈I없neteπ is established. 

IV. Re훌ults 

As a result of development of computer c여e for accident progression 없빠Iysis， CONP AS beta 

version 뻐s been developed. Comparing with the existing computer c때e operated under DOS 

environment, the present ∞de provides a flexible ∞de re뼈ability and user interface, convenient 

빼ition of 10밍c diagram and data operation, and systematic qua때fication of the results. 

CONPAS ∞de is comprised of two distinct, but closely related c때.e mod띠es: (1) event tree 

editor moduJe (EDITOR) for generating 빠 10밍c diagr와ns d없;cribing accident progression and 

(2) event tree quant띠cation moduJe (QUANTIFICATION) for uncertainty, import뻐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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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ity 없삐lysis and for additional use of the calculated 앓quence fr，여uencies. EDITOR 

m때ule can generate 5 types of event trees for systematic accident progression analysis. 

Additionally, the m때ule can ∞nstruct a CONP AS database for use in the quantification process 

of event tree input data and the relate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QUANTIFICATION 

mod띠e 때n q때ntify the APETs constructed in the EDITOR module by using the CONP AS 

database. On야 a ∞mplete fun띠on for unceπainty analysis was incorporated into the CONP AS 

QUANTIFICATION mod띠e， it was expected tbat realistic accident progression 없삐lysis can be 

made by CONP AS. 

The specific tasks included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containment 싫ilure m때e for the 

various containment types, and the methodology establishment for the containment structure 

analysis. Over twenty large dry PWR containments were analyze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methodology for containment structural analysis, especi외ly with regard to the containment 

없ilure m여e. The simplified fragility m때el was 뻐ed to calculate the containment failure 

probability and the total containment 없ilure fragility 마πe was ∞mputed by combining the 

fragility curves for the individual 싫il따e locations. 까le probability tbat the containment will fail 

by at 1않5t one of the 싫ilure m때es is calculated using the total containment fail따efr팽lity 

curve. The database relating to the containment 없ilure will be used as an important input not 

only in the containment analysis but 외50 in the 50urce term analysis. 

For the last, KORSOR computer α삐e which improved the difficulties of developed large 

computer α찌.es for 50urce term analysis es야~i외ly for the difficulty in un야rtainty 없삐lysis， 

which needs large number of r，야>eated calculations, is developed. KORSOR used p하때e띠C 

model approach which converts ∞mplicated 50urce term 없mlysis models into simple 대lc띠ating 

algorithm and enhanced both computing speed and users interface via window progra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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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first among ’XSOR’ ∞de versions. Especi외Iy， 앓rnpling scheme is simplified and both 

input scherne for the user as a beginner and graphic option as a post processor are added which is 

considered to save user's effort in ∞de use. The charaα.eristics of par없netric data which 뻐려 in 

the analysis m뼈el is analyzed and the NUREG-I150 datab잃e is construαed as an exarnple 

which is fortified by Kori-l database for some parameters. 

v. Proposal for Appllcation훌 

Cornparing with the existing computer α녕eo뿜r와ed under DOS environment, the present αKle 

pro찌des a flexible α녕e reusability and user interface, convenient edition of logic diagram and 

data operation, and systernatic quantification of the results.. As a complete function for 

uncert없nty analysis was incorporated into the CONPAS QUANTIFICATION module, it was 

expected that realistic Level2 PSA analysis can be rnade by CONPAS. 

The specific tasks included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the containrnent failure mode for the 

various containrnent types, and the methodology establishment for the containrnent structure 

없뻐lysis. The database relating to the ∞ntainment 훨i뻐-e will be 뻐려 as an important input not 

only in the containrnent analysis but 외so in the source term 뻐alysis. 

KORSOR code is appropriate in source term uncertainty 따lalysis as the defect in large computer 

αxles as the tools for the uncertainty analysis is improved. KORSOR is more available as it has a 

function to convert the source term results into plots which is demonstrated in ex없nple an외ysis 

for Ulchin 3,4 units. Moreover, the p없-ametric model approach has a merit that new issues (or 

models) 않nbe 앓sily addressed in the α삐e as new 뼈rameters when needed, in addition to the 

fin없lcial merit in substituting large computer codes. T피s means that KORSOR can be use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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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type α삐e in which new plant features like IR WST or severe accident credited fan coolers 

need to be inserted. For the last, present parametric source term database can also be used as a 

prototype database which can be updated via accumulating source term data calculated from large 

computer αx1es like STCP or MAAP c때.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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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저I 1 짱 서 뿔 

제 l철 연훈개발의쭉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생율 정량적으로 명가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로 최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확률론적 안전성 명가 (PSA) 방법은 일반적으로 밀접한 세 단계 (1, 2, 

3 단계)로 나누어 수행된다. 특허 원자력 안전성연구 (RSS) 에 의해， 1979 년에 발생한 

미국의 TMI-2 사고 가능성이 예측댐에 따라 PSA 방법은 원자력 규제기판과 

원전사용주동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실제 발전소의 안전성 

평가에 적용되어 왔고 그 철과 기폰 왼전에 내재된 여러 취약정올 도출하였다. 

국내에서도 최근의 개량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개발에서는 안전성을 총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로 PSA 률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원자력발전소의 종합 안전성 측면에서 

TMI-2 중대사고로부터 얻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격납건물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이며 

이러한 챔은 1986 년 체르노벌사고 발생이후 그 중요성이 한충 부각되었다. 이것은 

격납건물이 원자력발전소 사고시 방사능물질의 방출을 막을 수 있는 최종적인 

방호벽이며 격납건물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곧 발전소 위험도를 최소화 시킬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중대사고시 격납건물의 건전성올조사하고방사선원항방출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2 단계 PSA 의 주 업무이며， 2 단계 PSA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대사고 실험 및 

전산코드 계산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파악한 후 가능한 노심 손상 사고경위로부터 

파생되는 중대사고 진행과정을 기술하는 격납건물 사건수목올 구성하고 이들을 정량화한 

후민감도분석 및주요도분석을통하여 사고결과에 중요한 인자를찾고 이것을바탕으로 

불확실성을 분석함으로써 사고철과를 명가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들은 중대사고 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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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진행과정을 모멜링해야하고 필요한 자료의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올 요구한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여러 

전산코드를 개발하여 실용화하여 왔으나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전산코드는 전무하여 PSA 

수행사 전산코드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2 단계 

PSA 를 수행할 수 있는 전산체제를 자체 개발하는 것이며， 이눈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고청위 분석용 전산코드 개발， 격납건물 성능형가 방법론 개발， 그리고 

방사션원항 분석방법론 개발이라는 세가지 분야를 종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고경위 분석용 전산코드 개발의 목표는 여러 종류의 사고진행율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격납건물파손모드와이에 따른방사성물질 방출경로파악하고사고결과를 정량화하는데 

있다. 격납건물 성능명가방법론 개발의 목표는 격납건물 건전성올 유지하기 위한 

격납건물 내압저항능력의 정확한 계산 내압저항능력을 초과할 시 방사성 물질의 초기 

누출을 야기하는 격납건물의 예측가능한 모든 파손모드의 파악을 통해 기존의 복잡한 

계산절차를 단순화하는 격납건물 구조분석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방사선원항 분석방법론 개발의 목표는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을 거쳐 도출된 주요 

사고청위에 대하여 격납건물 파손시 주위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양， 에너지， 

시간， 여타 특성을 대표하는 방사션원항의 결정 및 그에 따른 방사션학적 결과를 형가하는 

방법론 및 데이타베이스 분석용 전산코드를 개발하는 것이다. 

제 2혐 연우수행범위및때용 

연구범위 및 수행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경위 분석용 전산코드 개발 

- 전산코드개발을 위한 작업환청 셜정 및 Design Spec. 작성 (메뉴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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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 정량화 알고리즘 작성 (ET 들사이의 정보처리) 

-EDITOR 모률 (pDS, CET, DET, STC) 개 발 

- QUANTIFICATION 모률 (불확실생， 민감도， 중요도 계산기 능 보유) 개발 

- 데이타베이스 및 사용자 Interface 셜계 

- 프로토타입 시스댐 통합 및 코드검증 

-매뉴얼 작성 

(2) 격납건물 성능명가 방법론 개발 

• 격납건물구조분석 방법론개발 

-기존격납건물구조분석 방법론조사 

- 기존 격납건물 파손모드 및 파손확활에 대한 자료수집 

-기폰 격납건물 파손모드 및 파손확률에 대한 자료분류방법 개발 

• 격납건물 파손확롤 추정 실험식 개발 

- 격납건물파손모드및 확률추정올위한 데이타베이스체제 설계 

(3) 방사션원항 분석방법론 개발 

-방사선원항특성 분석 

- ’XSOR’ 코드의 계산 알고리즘 검토 

- 매개변수 데이타베이스 구축 

- 전산코드개발을 위한 작업환경 설정 및 Design Spec. 작성 (메뉴 및 기능) 

- PARAMETRIC DATA BASE 모률 개발 

- RANDOM SAMPLER 모률 개 발 

-BINNER 모률 개 발 

- ST ANAL YZER (방사선 원항의 정 량화) 모률 개 발 

- 방사선원항 및 불확실성 모의 분석 

- 프로토타입 시스탬 통합 및 코드검증 

(4) 2단계 PSA 수행 천산코드 개발 

• 2단계 PSA 수행 방법론 정립 

- 2단겨1 PSA 수행 방법론정립을위한방향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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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경위분석용전산코드개발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PC Window 환정하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2 단계 PSA 분석시 

사고진행과정올 수목형태로 작성하고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사고컬과를 정량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격납건물 사고경위 분석용 전산코드 CONPAS 

(CONtainment ~erformance 뺑lysis furstem) 를 개발하는 것이다. CONPAS 의 특정은 각 

사고진행과정의 가시적인 추적하기 용01하도록 소형 현상학적 격납건물 사건수목 

(Phenomenological Con때inment Event Tree, CET) 올， 정량화 과정은 상세하도록 대형 

보조사건수목 (Decomposition Event Tree, DET) 기본개념으로 하고 사고진행 각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정량화 하는 일련의 작업이 윈도우 환정하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CONPAS 는 두개의 뚜렷이 구별되는 그러나 상호 밀접한 판계를 갖는 코드모률로 

구성된다. 첫번째 모율은 사고진행과정을 기술하는 사건수목을 작성하기 위한 

사건수목작성 모률 (EDITOR) 이며， 두번째 모률은 사고경위 정량화 및 분석결과를 

중요도， 민감도둥 필요한 추가분석에 이용하는 사건수목 정량화 모률 

(QUANTIFICA TION) 이다. EDITOR 모률에서는 사고진행분석에 사용되는 5 종류의 

사건수목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즉 (1) 격납건물계통 사건수목 (Plant Damage 

S때te Event Tr않， PDS ET), (2) 발전소 손상군 (pl뻐t Damage State, PDS), (3) 현상학적 

격납건물 사건수목 (CET), (4) 보조사건수목(DET)， 그리고 (5) 방사션원항 군 (Source Term 

Category, STC). EDITOR 모률의 또다른 특정은 작성된 사건수목 입력데이타 및 정보를 

정량화과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CONPAS 의 정량화 

과정 은 PDS ET 를 사용하여 PDS 률 PDS 및 DET 를 사용하여 CET를， PDS 및 CET를 

사용하여 STC 를 정량화하므로 각 단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입력 데이타는 PDS ET 와 

DET 이다. 따라서 EDITOR 모률에서는 정량화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PDS ET 와 DET 의 

1-4 



모든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한편‘ 

QUANTIFICA TION 모률에 서 는 EDITOR 모률에 서 작성 된 5 종류의 Event Tree 및 PDSET 

와 DET 와 관련된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여 PDS. CET 및 STC 정량화 작업올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률에 서 다룰 수 있는 분석 의 총류로는 사고정 위 정 추정 (point Estimate), 

사고정위 불확실성 정량화， 주요사고 경로에 대한 중요도 분석， 주요사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분석결과의 재구성 풍이다. 

전산코드 개발올 위한 초기 작업으로서 윈도우용 작업환경율 셜정하고 사고경위 분석을 

위한 전산코드 메뉴 및 관련된 기능올 셜정하여 전체적인 셜계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어서， 불확실성， 민감도， 중요도 분석 관점에서 PDS. CET. STC 를 정량화하는 일련의 

정량화 알고리즘올 셜계 작성하였다. 이들을 기본으로 하여 CONPAS EDITOR 를 개발， 

완료하였으며 CONPAS QUANTIFICATION 모률도 Point Estmate 와 U ncertainty 분석을 

위한 기본구조를 개발하고 추가적인 계산올 위한 작업을 수행했다. 마지막으로， 

정량화시 사용자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원하는 기능 및 정보를 포함하도록 

데이타베이스를 설계 EDITOR 모률에 추가하였고 CONPAS 매뉴얼을 작성함으로써 

코드개발이 완료되었다. 

2. 격납건물성능명가방법론개발 

격납건물 성능명가의 주요 목적은 격납건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격납건물 

내압저항능력의 정확한 계산 내압저항능력을 초과할 시 방사성 물질의 초기 누출올 

야기하는 격납건물의 예측가능한 모든 파손모드및 지배적인 파손모드 결정과 파손모드별 

파손 확률을 명가하는 것이다. 이 분야의 연구결과는 격납건물 해석시 사용될 CET 또는 

방사션원항 분석올 위한 업력자료로 사용될 뿔만아니라 중대사고 현상 및 방사선원항 

분석코드 (예를들면 , MAAP, STCP, MELCOR)풍의 입력자료로도 칙접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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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위하여 여러가지 격납건물 유형에 대한 파손모드 조사， 격납건물 구조분석 방법론 

검토가 이루어졌고 20여개 large dry 형태의 가압 경수형 발전소에 대해 격납건물의 

지배적인 파손모드 및 파손부위와 파손압력에 대해 Oatabase화 하였으며 격납건물의 

파손확률을 구하기 위해 단순화된 취약도 모델을 셜정하여 앞에서 구한 다양한 

파손모드를 모두 포함하는 취약도 곡션을그려 격납건물 각각의 파손모드를 고려한 

파손확률값올 계산하였다. 

3. 방사선원함분석방법론개발 

원자력 발전에 수반되는 위험도(risk)는 최종적으로 발전소 인근 주민에 피폭 또는 

홉수되는 방사선량에 의해 명가되며 이의 평가를 위해서는 주요 사고경위가 도출되어야 

하고 그 발생확률이 산정되어야 함은 물론 사고시 방사션원항(source term) 및 그에 따른 

불확실성 분석 결과가 결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방사선원항이란 원전의 중대사고시 

주위환정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양 에너지 시간‘ 및 여타특성을 의미하며‘ 원전의 

위험도는 발생확률은 작으나 일단 발생할 경우 극심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사고에 

크게 가언하므로 이에 따른방사선원항의 결정은 원전의 안전성 명가에 필수적이다. 

이러한방사선원항의 불확실성을정량화하는방법은크게 해석적 방법 (Analytical Method) 

과 매개변수 모델법 (Parametric Model Method) 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해석적 방법은 

모텔이 간단한 경우 수치적분법이나 미분민감도법과 같은 여러가지 해석적 방식들울 

이용하거나 또는 중대사고 해석과 같이 모멜이 복잡한 경우 해석 전산코드를 이용해 

불확실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변수들의 조합 

( combination)에 대해 방사선원항의 계산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사용되는 주요 변수의 

갯수가 많을 시에는 수많은 계산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측， STCP 또는 MAAP 둥과 같은 

중대사고 해석용 대형 전산코드를 사용하는 본 방법으로 원전의 방사선원항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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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수행할 경우， 수많은 계산시간 및 수고가 요구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매개변수 

모벨법의 특정은 해석모멜을 보다 간단한 유사식으로 치환한 매개변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처럼 매개변수 모델법은 매개변수식을 이용한 단순한 계산체계를 바탕으로 

수행횟수에 별 제한없이 불확실도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복잡한 원전의 방사선원항의 불확실성을 해석하는 데 적합한 기법으로 팽가되었다. 또한. 

이 방법은 최근의 NUREG-1150 연구의 방사선원항 불확실도 분석에서 적용되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광범위한 방사선원항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원전을 몇개의 내부경계로 

구분하고 보유량(inventory )과 경계누출량을 기초로 한 간단한 질량 보존식을 매개 

변수식으로 개발한 계산체계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NUREG-1150 연구(XSOR 코드)의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윈도우 프로그래밍 

방식을사용하여 사용자 편리성 및 속도가 향상된 KORSOR 코드를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기존 XSOR 코드의 PWR, 대형 건습 격납건물 버천 (SURSOR, ZISOR 퉁)의 특성올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NUREG-1150 매개변수 데이타베이스외에 본 과제에서 개발된 

고리 l호기의 데이타때이스와의 연계도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임의표본추출 (Random 

Sampler) 방식을 간단한 기법으로 개선하였으며， 입출력 방식에 사용자의 연계성 (User 

Interface)을 강화하였다. 특히， 초보자를 위 한 입 력 방식 의 개선 및 결과처 리를 위 한 그래픽 

옵션의 추가는많은사용자의 코드이용수고를감소사커리라여겨진다. 

4. 2단계 PSA 수행 전산코드개발 

본 연구에셔 추진하고 있는 2 단계 PSA 수행 전산코드 개발은 사고경위 분석용 전산코드 

(CONPAS) , 격납건물 성능팽가 방법론， 및 방사선원항 분석 방법론을 종합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이것은 CONPAS 를 주 구조 (Main Frame) 으로 하여 격납건물 파손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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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위한 모률을 CONPAS 의 한 모률로 접속시키고 이어서 방사선원항 분석 모률을 

CONPAS 와 연결시킴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 결과 2 단계 PSA 의 핵심적인 요소인 

사고경로분석 및 방사션원항 분석울 일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울 중심으로 본 보고서는 제 2 장에서 사고정위 분석용 전산코드 

개발에 판한 내용을 수록 하였으며 제 3 장에서는 격납건물 성능명가 방법론 개발에 관한 

내용， 제 4 장에서는 방사션원 분석방법론 개발에 판련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수행된 연구에 대한 결론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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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고경위분석용전산코드개발 



쩌| 훌 잡 사훌껄위 뿔캡흩 쁨잖흘훌훌개 醫

제 I 협 재 훌 

2단계 PSA의 핵심분야인 격납건물 해석의 주요 목적은 여러총류의 격납건물 파손형태와 

그에 따른 방사능 물질 방출갱로의 분석 및 정량화에 았다. 이를 위해 l단계 PSA로 부터 

파악된 주요 사고갱위와 격납건물 방호 계통의 작동유무를 체계적으로 조합하여 구성된 

발전소 손상군(Plant Damage States) 사건들을 초기 조건으로 하여 격 납건물 내부에 서 

가능한 모든 사고진행과정을 현상간의 인과판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격 납건물 사건수목(Containrnent Event Tree)을 구성 한다. 

RSS[2-1]연구이후로 원자력 선진국들은 각각의 격납건물 해석 및 CET논리체계를 

개발하여 왔으나 아칙도 기술방식에는 논쟁의 여지가 많고，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또한 기존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아칙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논리적 한계점을 

파악하는데 어려웅이 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격납건물 건전성을 분석하기 위한 

국내 나름의 해석기술 및 CET논리구조를 확보하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2단계 PSA의 기술지점올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개발되어온 

격납건물 사건수목 방법론에 대한 특성 및 장.단정 분석으로부터 우리의 방법론을 

선정하는것이 시작단계이다. 

본 연구의 최종 목표는 위에서 션정한 방법론을 중심으로 PC Window 환경하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2 단계 PSA 분석시 사고진행과정을 수목형태로 작성하고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사고결과를 정량화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격납건물 사고경위 

분석 용 전산코드 CONPAS 않윌월tainment ferformance 웰talysis fu'stem) 를 개 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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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현재개발중인 CONPAS 는 사고분석올위한기본사고진행논리로 HNUS 에서 

개발된 DOS 용 전산코드 NUCAP+ [2-2, 2-3J 에서 사용된 사고진행분석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으나 2 단계 PSA 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인 불확실성 분석기능의 보강과 작업의 

편의성올 개선하기 위하여 윈도우 환경하에서 이용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다. DOS-Based 

Code 에 비하여 Window-Based C떼e 의 가장 큰 잇점은 사용자가 사건수목을 작성하고 

Database 를 구축， 정량화하고 결과들을 다루는 모든 작업이 다양한 방법으로 손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CONPAS 의 특정은 각 사고진행과정의 가시적인 

추적 이 용이 하도록 소형 현상학적 격 납건물 사건수목 (Sma11 Phenomen이ogica1 

Containment Event Tree)을 이 용하고， 상세 한 정 량화 과정 을 위 해 대 형 보조사건수목 뼈rge 

Decomposition Event T~않)을 개념으로 하여 사고진행 각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정량화 하는 일련의 작업이 윈도우 환경하에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요약할수있다. 

CONPAS 는 두개의 뚜렷이 구별되는 그러나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는 EDITOR 모률과 

COMPUTER 모률로 구성된다. EDITOR 모률에서는 사고진행분석에 사용되는 다음 5 

총류의 사건수목올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1) 확장 사건수목 (plant Damage State 

Event Tree, PDS Eη， (2) 발전소 손상군 (plant Damage State, PDS), (3) 현상학적 격 납건물 

사건수목 (CEη， (4) 보조사건수목(DET)， 그리 고 (5) 방사션 원항 군 (Source Term Category, 

STC). 2 단계 PSA 분석 판점에서 PDS ET 에 의하여 격납건물 영역으로 확장된 수많은 

노심손상 사고청위는 PDS Logic Diagram 에 의하여 그룹화된다. 다음으로 격납건물성능 

및 방사선원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들로부터 하나의 종합적 CET 를 

구성한다. 물론 CET 각 사건에 대응되는 상세한 사고경위들은 DET 를 작성함으로써 

기술될 수 있다. 이 경우 DET 의 최종분기점들은 CET 사건들의 분기점과 일치해야 

하는것이 필수적이다. 최종적으로 CET 최총분기점들은 STC Logic Diagram 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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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화된다. 이 러 한 일련의 사건수목 Logic Diagram 의 작성 이 EDITOR 모률에 의 하여 

이루어진다. 

한변， COMPUTER 모률에서는 EDITOR 모률에서 작성된 5 종류의 Event Tree 및 PDSET 

와 DET 와 판련된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여 PDS, CET 및 STC 정량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률에 서 다룰 수 있는 분석 의 총류로는 사고청 위 점 추정 (point Estimate), 

사고경위 불확실성 정량화， 주요사고 경로에 대한 중요도 분석， 주요사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분석결과의 재구성 등이다. 이들 분석은 정량화 과정에 이용되는 사건수목들을 

사건분류를 위한 논리규칙 (Event Classification Logic R띠e) 을 이용하여 대웅되는 

사고경위를 추적하고 이들올 챙로집합 (Path Set)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따라서 정량화 단계에 있는 사건수목 분기정은 고유의 경로집합을 갖게되고 이들에 

주어진 입력을 할당 및 변경함으로써 원하는 분석을수행할수 있는 것이다. 

CONPAS는 참조코드인 NUC뻐+에 비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외에도 불확실성분석올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다. CONPAS 에서 수행하는 불확실성 분석은 CET 및 

STC 에 국한되며， 불확실성의 주요 입력은 DET 에 포함된다. 정량화시 이들은 

입력변수의 상판판계를 고려한 Latin Hypercube Sampling (LHS) 방식에 의하여 격납건물 

사건수목 및 방사선원항 분석모탤을 통하여 전파된다. 또한 정량화된 결과를 사용하여 

사고진행의 각 단계에서 얻어진 중간 결과를 이용하여 중요도 및 민감도분석을 수행한다. 

중요도 분석은 최종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경로를 파악하고 민감도 

분석은 최종결과에 대한 주요사건의 영향올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여러 

분석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들은 결과의 재구성 단계에서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형태 (pie, 

Bar, Graph 둥) 로 면집된다. 

2절에는 CONPASoJ]셔 사용되는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논리 선정과정 및 컬과， 그리고 

사용논리에 대한 검증방법이 기술된다 3 절에서는 CONPAS Code의 사건수목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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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률(EDITOR)의 기본적 인 기 능을 기 술하고 4 절에 서 는 정 량화과정 올 COMPlITER 모률올 

이용하여 상세히 기술한다. 또한 5 절에서는 중대사고 현상분석코드로 부터 생산되는 

테이타를 도형화하여 사고진행을 분석올 도와주는 C때e Plotter와 정향화 결과를 

편 집 하는데 보조적으로 사용되 는 Text Editor 동의 CONPAS보조모률을 기 술한다. 6 철은 

CONPAS의 여러가지 기능을 윈도우 화면을 통하여 상세히 셜명하며， 마지막으로 7 

절에는 참고문헌이 정리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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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뽑 사고참행뽑석방볍홈선정 

CONPASoQ서 사용하기 위한 격납건물 사건수목 분석 방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폰의 

방법들을 특성에 따라 다음의 6가지 범주로 나누고 체계적인 명가를 통하여 기술적인 

장단점을 명가하였다. [2-4]: 1) 재래식 격납건물 사건수목 방법 (Conventional CET), 2) 

사고 진행 사건 수목 방법 (APE'η， 3) 격납건물 사건 수목 / 현상학적 고장 수목 방법 

(CETIPFT), 4) 격 납건물 사건 수목 / 분해 사건 수목 방법 (CETIDET), 5) 축약된 격 납건물 

사건수목 방법(SCE'η， 그리고 6) 사고진행 단계별 사건수목 방법(APSET). 

지금까지 개발.사용되어용 다양한 격납건물 사건수목 방법론을 위의 범주로 나누어 

분석하여 표2.1에는 격납건물 사건수목 방법의 기본구조에 따른 여러가지 특성이‘ 표 

2.2에는 각 방법론의 해석 특생을 주요 항목으로 세분화한 상세 비교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이들을 바탕으로 사건수목 방법론이 갖추어야 할 7가지 주요요건이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1) 사건수목의 구조는가능한한단순하게 하되 사고경위의 정량화과정은 체계적일 것 

(2) 분기점 확률개념의 적용에 일판성이 있을 것 

(3) 불확실성분석 및 민감도분석이 용이할 것 

(4) CET내의주요 사건및현상들을합리적방식으로모사할것 

(5) 주요 사고 경로 및 중간절과의 추적 이 가능할 것 

(6) 새로운사건의 추가 및 붙필요한사건의 제거퉁 CET수정이 용이할 것 

(7) Front-End 사건을 적 절허 고려 하여 Front-End 사건과 격 납건물 사건들 사이 의 

상호작용을적절허 허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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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지 주요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의 정점사상올 고려하는 사건수목과 

이를 보완하는 보조수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폰 격납건물해석 방법에서는 

보조수목으로 PFT 와 DET 두가지를사용하고 있는데， 표 2.3 에서 보여진 것처럼 나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PFT 는 격납건물 해석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요건 4) 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PFT 구조 자체가 모든 사상을 

독립적으로 구성， 정량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표 2.2 와 표 2.3 에서 보는바와 같이 

DET 는 위에서 고려된 거의 모든 요건을 만족 시킨다. 특히 사고진행 순서에 따른 

사상간의 종속성에 익하여 CET 가 구성되는 현재의 격납건물 해석방법에서는 

보조수목으로서 PFT 보다 DET 가 보다 적절하다고 환단된다. 하지만， CETIDET 방식의 

DET 사건들 사이의 종속성을 적절히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단점은 DET 

논리의 고유한 성질이므로 그 자체를 제거할 수는 없으나 DET 사상간 총속성을 가지는 

사건들이 고려될 경우 그 사건올 CET 정정사상으로 포함시켜 이후의 사건들과 종속성올 

다룸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부수적인 컬과로 CET 구조 자체가 비대해져 

CETIDET 방식의 주요 장점의 하나인 간결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고진행에 중요한 사건만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경위 분석방법 

평가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ETIDET 방식을 사고경위 분석용 전산코드개발익 

기본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선정된 분석방법론을 이용하여 CONPAS의 논리를 개발하였고‘ 그렴 2.1은 

CONPAS의 기본 논리 및 주요 기능을 보여준다. CONPAS 논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APET방식과 비교하였으며 불확실성 중요도 및 민감도 분석에 대한 논리검증도 

수행하였다. [2-4J. 이와같이 입증된 CONPAS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수행되는 울진 3，4호기 

[2-5] 및 월성 2, 3, 4, 호기 [2-6]에 대한 2단계 PSA를 수행중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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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 사건구성에 따른 격납건물 사건수목의 분류 및 륙성 

Classification 

Criteria Types General Characteristics 

Size Sma11 CET lmp1icit considerations of many phenomeno10gies 
lnability to treat import없1l uncertainties explicit1y 
On1y two branches per top event 
Hidden dependencies among physic.떠 phenomena 
Difficulty to carη out the detailed quantification 
Ease to identify the dominant accident pathways 
Ease to construct, review, 없ld understand 
Difficulty in addition of mitigation or recovery actions 

Large CET Direct í“íncκco마rpo야rat“ion 0야fresl뼈띠ul파1t잉ts for d벼ífferlπ'ent mechanístíc codes 
& different experts’ OpíIÙOns 

Inlπco마rpo아ra디tion 0아fa떠메11 types of accidents into a single σee 
Very litt1e computer time for a single evaluation 
Ability to treat important uncertainties explicit1y 
Multiple branches per top event 
Difficulty to identify the dominant accident pathways 
Difficulty to construct, review, and understand 

Structure Accident Inefficíent to identify top events specific to each sequence since 
S야cific physi，때1 phenomena may be affected by the inside송ontainment 
CET conditions rather than the characteristics of core melt 앓quence 

itself 
Different trees for different types of accident 

General Increase of the number of top events by considering all possible 
CET accident sequences 

Incorporation of all ηpes of accidents into a singl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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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깨존 격납건물 사건수목에 때한 특성 및 장단정 비교 

CET 유형 Conve매01껴ICET APET CETIPFT CET/DET SCET APSET 
비교항목 WASH 야빼eePRA에2-4( Surry PRA(용-3( SP뻐RAmR에，80+ Surry IPE(2-14( ZIon PRA(2.1어 。f MARK_II(2-17J 

14OQ12.11 (BV2 PSA*.)llðl (NUREG-1150) NUREG-1150 ADOIκation 
사건수목구성· 
수목구조 General General GeneraI+PDS Ger홉ral General Accident S야ciflc General + PDS 
수목크기 Small Small La띠e Sm해| Small SπIéII1 Large 
정상사건수 5 17*, 12 •• 71 10 9 10-15 40 
분기접수 2 2 다흥분기 2 다충분기 2 2 
보조수목사용 사용안함 사용안할 사용안함 사용함 사용함 사용안함 사용안함 
사상확짧개념 삼대빈도 상대빈도· 후관적확뿔및 후관적확짧 추판적확觸 추판적확뿔및 추관적확關 

(계추륭관!적확톨 •• ) 상대빈도혼용 삼대빈도혼용 
사고진행모의 힌상중심 및 힌상 계톨및현상 힌삼풍십 힌상풍십 계룡및힌상 현상중심 

(힌상풍심**) 

사건수목정량화: 
정량화수준 개략적 상세함 매우상셰함 상세함 상세함 상A뼈함 상세함 

IV 민감도분석 수행안함 수행안함 수행함 수행안함 수행함 수행합 수행안함 

。。 물확실성분석 수행안함 수행안합 수행함 수행안함 수행안합 수행안함 수행안합 

사건수목해석: 
해석코드필요성 를필요함 톨필요* !필요함 •• j 필요합 필요함 필요함 톨필요함 톨필요함 

도식 화정 도및(She하) 
수목구성 검토 

S매'" 우gh쉬eS 읍heet S륙in잡ghe함 orMu뻐찌e l매mp우@북S뼈잡e함 S간in단ghe함 Sh훌* S간il단19he함 Sheet S북in잠gle함 SI홉e S어ir 려멍k 읍 orMulti때e 

수목분석정도 매우단순함 다앙함 매우다양함 다양함 다양함 다양함 때우다양함 

주요사고경위분석 매우힘듭 비교적쉬읍 매우어려읍 매우쉬읍 때우써읍 매추쉬읍 비교적 어려읍 

사건수목기능: 
사상간종속성 고려안함 적짙히 고려함 상세히고려함 적짙히 고려함 적징히고려합 적철히 고려함 적짙히 고려함 
감소.획륙조치 고려안합 고려안함 CET 에서 고려함 PDS 에서 고려함 PDS 애서 고려합 CET 에서 CET 에서 고려합 
매개변수사용 사용안합 사용안합 CET 에서 사용합 정량화시사용함 DET 에서 사용함 고려함 사용안함 
ESF 동특성 고려안함 고려안할 고려함 고려안함 고려안함 사용안함 고려함 

고려안할 



표 2.3. 격 납건물 사건수목 정 량화를 위 한 두 보조수목의 특정 

Criteria DET Logic PF1‘Logic 

Event Descrip디on Accident progression 10밍c: Event functionallogic (AND, OR., etc.): 

tirne dependent functional relationships of events 

Event States Multiple branch 9nly two ~tes (~uccess or Failur~ 

Dependency Good, but bad between DETs Bad 

Pr，야mbility 1γøes Subjective Subjective 

Probability De때iled by conditional prob. Rough because ∞ndition외 prob. can not 

Assignrnent k 양fectively hanl배ed 

Top Event Relatively bad, appropriate Go여， closely linked to top events 

Q뼈ntification grouping is required to obtain Top 

Event Prob. 

Q뼈ntifica디on Multiplication of conditional probs. Top down recursive algorithrn (Exaα) 

Logic Rare event approxirnation (Rough) 

COßl뎌se Relatively bad, tirne-ordering fairly Go여， but tirne-ordering could not be 

subjective effectively 뼈n띠ed 

Modeling with Lirnited by coarse tirne-frame Irnpossible, 따tless fault trees 없t 

Event definitions redefin해 

Re응olution 

Handlingof Goc:잉， but tree could becorne very Handled by only sirnplified 

Cornplex large ∞rnbina다ons， 

Sequences not sequences, but results not unduly 

affected by that 

Software Go여 Very Go여 

develoj)!!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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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 CONPAS 의 기본논리 및 주요 기능 



제 3 철 CONPAS ET EDITOR 훌률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ETEDITOR 모률은 격납건물 사고진행분석에 사용되는 5 가지의 

사건수목을 작성하고 정량화시 필요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각 

종류의 사건수목은 나름의 특생을 지니기때문에 사건수목을 구성하는 작업도 조금씩 

달라진다. 이번절에서는 이러한 여러 종류의 사건수목의 기능 및 데이타베이스의 

구축과 관련된 사향을 기술한다. 

1. PDS ET 의 작성 

그립 2.2 에서 보여진 PDS ET 는 PDS Logic Diagram 올 정량화 하는목적으로 사용된다. 

PDS ET 는 Level 1 에서 사용되는 System Event Tree 와 같으며 단지 Level 2 사건을 

분석하기 위한 몇몇 Containment Event 를 첨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정량화 과정 

또한 System Event Tree 경우와 마찬가지로 Fa띠t Tree 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그립에서 

보듯이 PDS Lo밍c Diagr없n의 기본구조는 다음의 107ß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1) Event 

Description, 2) Event C여e， 3) PDS ET Sequence Number, 4) Assign혀 PDS Number, 5) PDS ET 

S여uence Frl여uency， 6) PDS ET S여uence C여e， 7) PDS ET Initiator, 8) PDS ET Branch. 9) End 

ofPDS Branch(pDS), 그 리 고 10) Logic Diagram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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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Frame of PDS ET Logic Diagram 

@ 

n 1.09&3 

그립 2.2 CONPAS PDS ET Logic Diagram 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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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S 의 작성 

그립 2.3 에서 보여진 PDS Logic Diagr빠1은 냐vel2 PSA 의 시작점으로서 냐vel 1 과 Level2 

를 연 결하는 Bridge Tree 이 다. 따라서 PDS Event Tree 로부터 Data 를 넘 겨 받아 Level2 

사건을 기술하는 CET 에 넘겨주는 역활을 한다. 물론 PDS Logic Diagram 과 CET Logic 

Diagram 은 단 General TI야 각각 하나씩만 작성하면 되나， Data 가 전달되면서 각 PDS 

Sequence (그립 2.3 에서 PDS# 에 해당) 는 고유의 정량화된 CET 를 각각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PDS Sequence 의 수에 해 당하는 정 량화된 CET 를 생성 해야 한다. 

PDS Logic Disgram 은 PDS Event Tree 를 사용하여 정량화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PDS 

Logic Diagram 의 각 Event 와 PDS Event Tree 의 Sequence 를 연결하는 논리규칙 ιogic 

R띠.e)을 필요로한다. 각 Rule 은 2 개 이상의 분기점으로 이루어진 사건수목의 정상사건에 

하나씩만 적용되며 π-깐IEN’ 조건문들로 작성한다. 각 π’ 절은 해당사건수목의 주어진 

분기점에 대하여 참 (TRUE) 또는 거켓 (FALSE) 이 될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조건들올 

기술하고 각 ’πIEN’ 은 해당 분기점에 의하여 취해질 수 있는 현 정상사건의 분기점을 

지정한다. 한예로아래에서는완성된구조의 Rule 올보여준다. Rule 작성에 판한자세한 

지침은 참고문헌 [2-7]에 기술되어 었다. 

IF P:RECSPRAYS = NO; 
까iEN NO; 
IF C:RS-EARL Y = NO FAlLURE; 
THEN YES; 
IF P:RECSPRAYS =YES • P:POWRECOV = PRIOR CONT FAIL; 
THENYES; 
IF C:RS-EARL Y = FAILURE • P:SBO = NO; 
THENNO; 
DEFAUL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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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S Logic Diagram은 그 림 2.3에 서 보듯 이 빼Event Description, GEvent Code for Rule ‘ 

ePDS Number, ÐPDS Frequency, 용PDS lnitiator, ePDS Branch, 빼End ofPDS Branch 

(PDS) ‘ 그리고 OLogic Diagram Tit1e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의미는 참고문헌 2-4 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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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3 CONPAS PDS Logic Diagram 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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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ET 의 작성 

그립 2.4 에서 보여진 CET Logic Diagram 은 냐vel 2 PSA 의 주된 내용으로서 사고진행을 

순서적으로 인과관계에 의하여 기술하는 논리구조이다. 하지만 CET 는 주요 사고진행 

사건만올 다루고 세부사건들은 DET 에서 기술되고 정 량화되며 이들은 PDS Event 와 현재 

고려하고 있는 CET 사건 전단계 사건들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논리규칙에 

따라 CET 에 자동적으로 할당된다. 물론 PDS Logic Diagram 과 마찬가지로 CET Logic 

Diagram 또한 General Tree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 Data 가 전달되면서 각 PDS Sequence 

(그립 2.3 에 서 PDS# 에 해당) 는 고유의 정 량화된 CET 를 각각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PDS 

Sequence 의 수에 해당하는 정량화된 CET 를 생성해야 한다. Logic Diagram 올 작성하는 

방법은 PDS Logic Diagram 과 같으나， 주된 차이점은 CET Event 정량화를 위하여 DET 

Event 에 할당된 확률값을 사용하므로 각 CET Event 에 대웅되는 DET Data File 올 필요로 

한다는것이다. 

DET 는 PDS 률 초기 조건으로 하여 CETLo밍c Diagram 올 정 량화하는목적 으로 사용된다. 

CET 각 Event 에는 고유의 DET 가 하나씩 할당된다. 하지만 CET Logic Diagram 에는 각 

Branch 의 내용올 나타내는 Code Name 만 할당되고 PDS 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논리규칙 αogic R띠e) 은 사용되지 않는다. 단지 DET 에서만 이들 논리규칙이 사용되어 

CET 정량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즉， 일반적으로 DET Logic Diagram 은 정상사건 (DET 

Top Node) 의 분기점 (Branch) 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DET 최종분기점 갯수만큼의 

고유한 DET Sequence 가 발생하나， 이들 DET 각 Sequence 또는 Sequence Group 은 PDS 및 

CET 이전분기점과의 종속관계에 따라 현 CET 분기캠에는 고유의 DET Sequence 가 

결정되어 DET 내의 모든사건들이 각 PDS 에 대용되는 CET 를 정량화 하는데 모두 

사용된다. 그렇지만 DET 에 의한 CET 정량화 결과 (CET Branch Probability,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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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ET 의 작성 

그렴 2.4 에 서 보여 진 CET Logic Diagram 은 Leve12 PSA 의 주된 내 용으로서 사고진 행을 

순서적으로 인과관계에 의하여 기술하는 논리구조이다 하지만 CET 는 주요 사고진행 

사건만올다루고세부사건들은 DET 에서 기술되고정량화되며 이들은 PDS Event 와현재 

고려하고 있는 CET 사건 전단계 사건들간의 인과판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논리규칙에 

따라 CET 에 자동적으로 할당된다. 물론 PDS Logic Diagram 과 마찬가지로 CET Logic 

Diagram 또한 General Tree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 Data 가 천달되면서 각 PDS Sequence 

(그립 2.3 에서 PDS# 에 해당) 는 고유의 정량화된 CET 를 각각 발생하게 되므로 결국 PDS 

Sequence 의 수에 해당하는 정량화된 CET 를 생성해야 한다. Logic Diagram 을 작성하는 

방법 은 PDS Logic Diagram 과 같으나， 주된 차이 점 은 CET Event 정 량화를 위 하여 DET 

Event 에 할당된 확률값올 사용하므로 각 CET Event 에 대웅되 는 DET Data File 을 필요로 

한다는것이다. 

DET 는 PDS 를 초기 조건으로 하여 CET Logic Diagram 을 정 량화하는목적 으로 사용된다. 

CET 각 Event 에는 고유의 DET 가 하나씩 할당된다. 하지만 CET Logic Diagram 에는 각 

Branch 의 내용을 나타내는 C여.e Name 만 할당되고 PDS 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논리규칙 αogic RuIe) 은 사용되지 않는다. 단지 DET 에서만 이들 논리규칙이 사용되어 

CET 정량화를 위하여 사용된다. 즉， 일반적으로 DET Logic Diagram 은 정상사건 (DET 

Top Node) 의 분기점 (Branch) 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DET 최종분기점 갯수만큼의 

고유한 DETS여uence 가 발생하나， 이들 DET 각 Sequence 또는 Sequence Group 은 PDS 및 

CET 이전분기점과의 종속관계에 따라 현 CET 분기점에는 고유의 DET Sequence 가 

결정되어 DET 내의 모든사건들이 각 PDS 에 대웅되는 CET 를 정량화 하는데 모두 

사용된다. 그렇지만 DET 에 의한 CET 정량화 결과 (CET Branch Probability,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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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빼ability) 둥은 최종적으로 @빼tified CET 에 나타나야 한다. 여기서 STC Category 

할당은 CET 정량화시에는 나타날 수 없으므로 STC 계산시 자동적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CET Logic Diagrarn 의 기본구조는 그립 2.4에 나와 았듯이 OEvent Description, 훌Event code 

for CET Event and to be 뻐혀 in DET Logic Rule, 훌CET Sequence Number, 훌STC Category to 

be Assign벼 from Quantified CET, OCET Sequence Frl여uency’ 빼CET initiator, 용CETBr없lch， 

훌CET End Branch, f)Logic Diagram Title, 그리 고 GÞDET File Incorporation 으로 구 성 되 며 , 

자세한설명은참고문헌 2-4에 언급되어 었다. 

4. DET 의 작성 

그립 2.5 에서 보여진 DET Logic Diagr빼 은 CET 를 정량화하기 위한 입력으로만 

사용된다. 하나의 DET Logic Diagrarn 에 사용되 는 Event (Branch) 는 그 DET 내 의 

사건들과 종속관계를 이롤뿔 다른 DET Event 들과는 종속관계에 있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CET Event 각각에 대하여 대용되 는 하나의 DET 를 구성 해야 하며 CET 정 량화시 

각 DET Endpoints (S여uenc않) 들은 대용되는 CET Event (Branch) 에 할당된다. 즉 Ncet 

개의 Event 를 갖는 CET 는 대용되는 Ncet 개의 DET 를가져야 한다. 

DET 는 PDS S여uences 을 초기 조건으로 하여 CET Logic Diagram 올 정 량화하는목적 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DET Logic Diagram 에 는 각 Branch 의 내용을 나타내는 Code Name 및 

PDS 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논리규칙 (Logic Rule) 이 입력으로 할당되어야 한다. 입력시 

Logic Rule 올 표시 하기 위 하여 Branch 하단에 ’R’올 type 한다. Logic Rule 이 외 의 Branch 는 

'U' (Uncertainty Data), ’P’(Point Data) 동의 입 력 이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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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 Logic Diagram의 기 본구조는 OEvent Description, 용Event Code Used in DET Logic Rule 

‘ 훌DET Sequence Nunber, 명DET Initiator, ODET Branch, <<DDET End Branch, 그리 고 

률DET Logic Diagram Title 로 구성되며， 각 요소에 대한 자세한 기술은 참고문헌 2-4에 

언급되어 있다. 

5. STC 의 작성 

그립 2.6 에서 보여진 STC Logic Diagram 은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CET En때이nts 

(Sequences) 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STC Endpoints 에 할당하는 역 할을 한다. PDS 와 

마찬가지로 정량화를 위해서 Logic Rule 이 사용되는데 Logic Rule 에서 고려되는 Event 

들은 PDS Event, CET Event 들이 다. 그 이 외 의 모든것 은 PDS Logic Diagram 과 같다. 

6. 정량화데이타베이스구축 

CONPAS 코드에서 정량화과정은 5 종류의 데이타 파일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중 PDS‘ 

CET, STC 부분은 종합적인 사건수목에 의하여 기술되므로 각각 하나의 데이타 파일을 

생성하나 PDS ET 부분과 DET 부분은 여러개의 사건수목으로 구성되므로 많은 데이타 

파일이 생성된다. 즉 PDS ET 에서는 Level 1 에서 고려된 많은 초기사건 각각에 대하여 

사건수목이 구성되므로 초기사건 수만큼 데이타 파일을 지니게 된다. 또한 DET 부분은 

CET 정상사건 수만큼 사건수목 및 판련된 데이타 파일을 지니게 되므로 이들을 일일이 

다루는 것은 복잡하고 계산시간도 많이 걸린다 따라서 PDSET 및 DET 부분은 각각 PDS 

빛 CET 정량화에 판련된 데이타 파일을 모아 데이타때이스를 구축하므로써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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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이를 위하여 CONPAS EDITOR 모률에서는 

Softw없’ACCESS’를 이용하여 데이타베이스를구축할수 있는 기능을 첨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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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Frame of CET Logic Diagram 

타따hm (E Ev태Itl Event 2 Event3 Event 4, 5 (킨 o @ PDS Description DescriptiCIII DescriptiCIII Dc짜빼m피 

D만 ι @ DETI DET2 DET3 DET 4,5 .. 
SEQ# STC# PROB 

FilcN찌찌g FilcNamc FilcNamc FilcNamcs 

꽤밟.~ Event 1 Event 2 Event 3 Evcnt 4,5 
CodeNamc C여，cName CodeNamc Code Namcs 

에 
--------- g 0 

@ Yes 
1 ‘ 30E-3 

0 

Nonc A1p뻐 3 

0.262 
0.0001 

No 

0.9999 
---------

@) 
HOTLEG No 

PDS# 0.72 

SGTR --------- m 

0.018 

그 림 2.4 CONPAS CETLo밍c Diagram 의 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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ø Basic Frame of DET1 Logic Diagram 

마따 from C!: Event 1 Event2 Event3 Ev없14， 5 ... o 
PDS Descr뼈ion α없뼈ion 않떠ption Des야ψ，tÍI야u 

SEQ# 

당1IIyQ: Event 1 Event 2 Ev，히113 Event 4,5 ... 
DummyGαIe C얘cNamc Cα:le Name C얘eName C얘cNamcs 

@ @ 
SGTR SGTR 

..•.•.• ‘ .....• , •• 

R 

o 
EVENTV ... ‘ ... “ ........ 2 

R 

Low None • • • • , • • • • • • • • • • • • 

R 

None 

Intermcd따야 0.99 

R H야 .... 명 

NONE 0.01 

R None 

0.262 
H때1 

lIot t-~ 

R 0.72 

SGTR •.•......• ’ nldct 

0.018 

'--

그 림 2.5 CONPAS DET Logic Diagram 의 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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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Frame of PDS Logic Diagram 

타따 from æ Evcnt 1 Evcnt 2 Evcnt 3 Evcnt 4, S 0) o 
PDSET Dcscription Dcscription Description Dcsσlptlon‘ 

STC# Freq 

타따 ~ Evcnt 1 Evcnt 2 Evcnt 3 Evcnt 4,5 
DummyCode C여cNamc CodcNamc CodcNamc C때eNamcs 

NoCf 
@ 

5 16E-6 •.• ‘,.,.,.,., 

5.16E-6 

2 4.2 2E -6 

Early 
] 

No Cool 4.87E-6 

@ 4.08E-3 

No Bvoass Late 

4. 23E-3 1.1 4E-3 

VeryLate 

앤1 2.92E-3 

C∞l 
5.53E-3 ‘ ... “ .. ‘ •••• 

1.57E-4 

EVENTV 

1.60E-4 

SGTR . nstc 1.1 4E-3 

1.14E-5 

그 립 2.6 CONPAS STC Logic Diagram 의 생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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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협 CONPAS COMPUTER 훌흘 

COMPUTER모률에서는 ETEDITOR 모률에서 작성된 5 종류의 Event Tree 및 PDS ET 와 

DET 와 판련된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여 PDS, CET, 및 STC 정량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률에 서 다룰 수 있는 분석 의 종류로는 사고경 위 접 추정 (Point Estimate), 

사고경위 불확실성 정량화， 주요사고 경로에 대한 중요도 분석， 주요사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분석결과의 재구성 퉁이다. 아래에서는 COMPUTET모률의 개발과 판련된 지침 

및정량화방법을기술한다. 

l. 사건수목분석 

사건수목 분석은 크게 PDS 논리도 분석 DET 및 CET 논리도 분석， 그리고 STC 논리도 

분석 등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PDS Logic Diagram 을 사용하여 PDS 

사건올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PDS 초기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PDS 최종사건에 

이르는 모든 사건올 추적하여 사고경위에 따른 PDS 사고경위를 결정하고， 각 PDS 

사고경위에 따라 주어진 사건올 분류하는 것이다 PDS 분석 후의 결과물로 PDS 

사고경 위 를 구성 하는 Top Node, Branch C여e 와 PDS 사고경 위 에 할당되 는 PDS 

Frequency를 얻 을 수 있다. 

DET Lo밍c Diagram 을 사용하여 DET 사건올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 PDS 에 

대하여 CET 내의 이전사건들간의 종속관계를 고려함으로써 DET 에 할당된 확률값올 

CET 각분기점에 체계적으로할당하는것으로 각 CET 분기점을이루는 DET 사고경위 

및 대웅되는 분기점 그리고 그들의 확률들올 구하는 것이 DET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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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된다. DET 분석의 주요결과는 CET 각 분가점에 활당되어질 DET Endpoint 

Probability 이고 보조결과로 CET 각 분기점에 할당되어질 DET 사고경위를 구성하는 

Sequence C때e를 얻 는다. 

CET Logic Diagram 을 사용하여 CET 사건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 PDS 를 

초기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응되는 CET 모든 사건을 추적하여 PDS 를 결정하고， 각 

CET 사고정로에 따라 주어진 사건을 분류하는 것으로， 각 CET 사고경로를 이루는 정상 

사건 및 대웅되는 분기점들을 구하는 것이 CET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된다. CET 

분석이 완료되면， CET Sequence 를 구성하는 Top N띠.e， Branch C때e 와 CET Sequence 

Frequency를 결과로 얻 게 된다. 

STC Logic Diagr，없n 을 사용하여 STC 사건을 분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 PDS 및 CET 

사건들이 STC 에 어 떤식으로 연결되 는가를 기 술하고 PDS&CET에 저장된 값 (Probability, 

Frequency)들을 Ca11 하여 STC Sequence 에 할당하는 역 할을 한다. 따라서 각 STC 분기 점 

및 STC Sequence 그리고 그들의 확률들올 구하는 것이 STC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되 고， STC 분석 의 최 종 결과물은 STC 각 분기 점 에 할당되 어 질 Br없lch Probability 및 STC 

Sequence Probability와 STC 각 Endpoint 를 구성 하는 Sequence C때g 이 다. 이 상 네 가지 

논리 에 관한 분석 수행 절차는 참고문헌 [2-8]에 자세 히 기 술되 어 있다. 

2. CONPAS 정량화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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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PAS에서 정량화하는 변수로는 PDS 분기점 및 PDS 발생 벤도， CET 분기점 및 

종컬점에서의 빈도， 그리고 STC 분기점 및 방출군에 대한 빈도 퉁이 었다. PDS 정량화는 

PDS ET로 부터 시작되며， PDS ET S액uence 에 대웅되는 PDS 변호 가 사용자 에 의하여 

할당된 정우와，그렇지 않은 2가지 경우모두정량화할수 었다. 

CET 정량화는 PDS와 DET 정량화 결과를 이용하여 수행한다. DET 사건은 뺑 PDS 

사건에만종속적인정우 eCET 사건에만총속적인정우 훌 PDS 사건및 CET 사건모두에 

총속적인 정우， 그리고 웰 PDS 사건 및 CET 사건과는 무관한 정우 (이경우 단지 

확률값만이 할당됨) 중 하나에 속하게 되며， 이때 흉， 흉， 훌 은 Rule Input 이며， 0 는 

Probability Input 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값 (규칙 혹은 분포값)을 

적용하여 정량화를 수행한다. 

STC 정량화는 PDS와 CET 정량화 데이타 베이스를 사용하여 각 정첩사상에 해당하는 

규칙에 따라 사고경위의 조합이 결정되어 확률값이 합쳐진다. 자세한 CONPAS 정량화 

알고리즘은 참고문헌 2-8에 기술되어 었다. 

3. CONPAS 파일시스탱 관리 

일반적으로 상세한 Level 2 PSA 를 위해서는 대략 50 - 100 개 정도의 데이타 파일들이 

사용된다. CONPAS 에서 사용되는 파일 확장명온 그들익 특성올 반영하기 위하여 간단한 

규칙이 사용되는 데 주요한파일은다음과같다. 

• Level 1 과의 Interface 를 이루는 파일은 .KSQ 를 취하며 이는 계통사건수목 작성 사 

자동적으로 생성되고 사고경위에 대한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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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건수목과 관련된 데이타 및 정량화된 출력파일은 그 사건수목의 속성을 

나타내는 2 개의 선행문자로시작된다. 그중 데이타파일은마지막문자가 T 로 

끝나며 정량화된 사건수목은 D로 끝난다. 아래에서는 사건수목관련 파일의 

확장명을보여준다. 

KEx 계 통사건수목 (SET) 

.KPx 발전소 손상군 (PDS) 

.KCx 격 납건물 사건수목 (CET) 

KGx 여 러 PDS 로 부터 합성 된 결과를 포함하는 정 량화된 CET 

KXx STC 항목이 제거된 일반적인 CET LogiζDiagram 

.KDx 분해사건수목 (DET) 

.KSx 방사선원항 방출분류 (STC) 

• 정량화시 사용되는 상호 연관된 (Link) 파일이나 사고분류를 위한 Rules 을 

포함하는 파일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KxG 정량화시 사용되는상호연판파일들 

.KxR PDS, DET, STC 에 대 한 Rules 정 보를 포함한 파일 (Rule Table) 

• 불확실성분석 판련 파일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 CUD CET 불확실성 분석 입력파일 (Input Deck) 

.UCN CET 불확실성 분석결과(그래픽 데이타) 

USN STC 불확실성 분석결과(그래픽 데이타) 

.LOG STC 불확실성 분석결과(통계량) 

• 중요도분석 관련 파일온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 

.Txx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생성된 중요도 분석결과 (Importance Table) 

.IMP 특정한 중요도 인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생성 (그래픽 데이타) 

.xTx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생성된 중요도 분석결과 (그래픽 데이타) 

민감도분석 관련파일은모두 .SNT 로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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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및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생성된 사고경위 매트릭스 파일은 다음과 같다 . 

. AMX 사고경위 SETs 에서 정량화된 PDS 에 이르는정보를포함 (Matrix) 

.CMX 정 량화된 PDS 에서 정 량화된 STC 이 르는 정보를 포함 (Matrix) 

.MMX 사고경 위 SETs 에 서 정 량화된 STC 이 르는 정 보를 포함 (Matrix) 

• 사건수목 정보를 포함한 데이타베이스를 포함하는 파일은 모두 .MDB로 주어진다. 

이 폐이 타베 이스는 모두 MS Access와 접 속되 어 있다. 

• MAAP, ISAAC, 및 MELCOR 와 같은 현상학적 전산코드에 의하여 생성된 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 

. Dxx 코드계산결과(데이타파일) 

.TXT .Dxx 파일과 결부되는 변수제목올 포함한 파일 (텍스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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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철 CONPAS 보조 훌률 

CONPAS 에 서 는 Leve12 사고경 위 정 량화를 위 한 ET Editor 및 ET Computer 모률이 외 에 도 

격납건물 사건수목작성에 중요한 인자를 제공하고 중대사고 현상분석결과를 

이 용하는보조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Code Plotter 과 Level 2 사고경 위 정 량화 결과를 

참조하고 편집하는 데 보조적으로사용되는 Text Editor 모률올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보조모률들은 그 자체로는 한계가 있으나 ET Editor 와 ET Computer 와 

결부하여 사용하면 Level2 PSA 를위한 많은정보를제공할수 있다. 

C때e Plotter 를 。l용하여 Plotting 할 수 있는 중대사고현상 해석코드 결과로는 MAAP [2-9] , 

ISAAC [2-1이， 빛 MELCOR [2-11] 동이 있다 MAAP 및 MELCOR 는 일반적인 PWR 

타입의 중대사고를 해석하는 전산코드이며， ISAAC 은 PHWR 타입의 발전소 중대사고를 

해석할 수 있는 전산코드이다. MAAP 과 ISAAC 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데이타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C때e Plotter 사용시 각 Code Specific 항목만 내부적으로 지정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뿐 같은 Plotting 형식을 취한다. 한편， CONPAS 에서 Text Editor 는 주로 

@불확실성 입력자료 작성시， ø 사건수목 정량화 결과(불확실성， 중요도， 민감도등) 정검 

(View) 시， 그리고 @사건수목 데이타 파얼올 조사할 시에 사용된다. 물론 이들 작업시 

TEXTEDITOR 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CONPAS 셜 치 프로그램 을 작동시 이 두모률 또한 

지정된 디핵토리에 함께 저장되므로 일단 설치프로그램으로 CONPAS 를 설치하였으면 

Main Control Window 를 통하여 이들을 작동시킬 수 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제6절 

후반부에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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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쩔 CONPAS 끊포개뽑 

1. Main Control Window 작흉 

CONPAS 를 작동하기 워하여 사용자가 해야할 첫번째 얼은 윈도우 프로그램 판리자에의 

아이콘그룹 CONPAS 1.0 에 있는 CONPAS 아이콘을더블클릭하여 여는것이다. 그러면 

그립 2.7 과 같은 CONP AS Main Control Window 가 스크린상에 나타난다. 모든 작업 은 이 

Main Control Window 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CONP AS Main Control Window 에는 

작동가능한 5 개의 메뉴가 주어져 었다.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T Editor) 사건수목 편 집 시 사용되 는 사건수목 편 집 기 를 Open 

[Co빼uter) 사건수목 정 량화시 사용되 는 사건수목 정 량화 모률을 Open 

[Text Edito디 : 입력작성 및 결과출력시 사용되는 텍스트 편집기를Open 

[Co뼈 Plottl때 : 중대사고해석코드절파를이용하기 위한 Code Plotter 을Open 

[담it) : CONPAS 종료 

짧羅騙編樓鷹騙騙轉編轉樓數聯樓樓樓樓購購훌훌 

그림 2.7 CONPAS 주 제어 모률에 대한 윈도우 화면 (Main Control Window) 

2. 사행축흩협접기 작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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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P AS ET Editor 에서는 Level 2 PSA 에서 사용되는 파일들을 운용할 수 였는 기능을 

재공하고 있다. 즉 필요한 파일을 복사하고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며 새로운 

사건수목을 만들고 가존 샤건수목을 수정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CONP AS Main Control 

Window 에서 ET Editor 을 Open 하면 그럼 2.8 와 같은 Editor 모체 (Mother Window) 가 

나타난다. 모체 윈도우에는 단지 사건수목 파일을 다루는 일만 수행하는 데 그 

주요가능은다음과같다 

[Ne삐 ; 새로운사건수목을생성한다 (아o}콘範) 
[Open] : 가존사건수목을야en 한다 (아이콘羅) 
[Close] Main Control Window 로 되 돌아 간다 

[CφIy] 가존 파일을 다른이름으로 복사한다 

[Delete) 불펼요한 파일을 삭제한다 

[Exit] ET Editor 종료 

çopy 
Delete 

그 립 2.8 CONPAS Main Contro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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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예제실행을 위해 마련된 한 사건수목 (SAMPLE.KCT) 를 [Ope띠 메뉴를 이용하여 

불러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OpenJ 메뉴률 더블클력하면 그립 2.9 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눈 폐 사용자는 C:\CONPAS'\SAMPLE 디렉토리에 준비된 SAMPLE.KCT 를 

션택하여 직접 더블클력하거나 이를 션택한 다음 [OK] 버턴을 누르면 된다. 

폈響뿔홉農嚴홉購購聯뽑驚體農뿔홉聯農廠홉購홈훌훌 

8amp.k81 
8ampl.kdt 
aampl.ke‘ 
aamp2.kdt 

lis:t F헤es: 빼 .upe: 
|Tree file8 [-.k엔l 

Jl.irectoriS8: 

c:、conpa8、8am때e 

옳 C야lpa8 

廳 8ample

첼혔 編붙 월혔 

I흠슬술뚫 
|j]j:j:~_I찌흉 

|따辦“재;치쫓 

o B.ead Onl, 

그림 2.9 Main Control Window 를 통한 SAMP.KCT Open 

그러 면 사건수목올 편 집 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의 작업 영 역 (Client Area) 이 나타나고 그 위 에 

사건수목이 직 접 보여 지 는 사건수목 활성 창 (Event Tree Active Window)이 나타난다. 모든 

사건수목의 편집은 이 작업영역에서 수행되며 통사에 여러개의 사건수목을 열어놓고 

다중작업 (M띠ti-Operation) 을 수행할 수도 았다. 그림 2.10 은 Main Control Window 에서 

선택된 사건수목 SAMP.KCT 를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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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VDlT 

그렴 2.10 ET Editor 에 서 보여 지 는 SAMP.K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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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홉 편 집 (Event Trees Edi엔on) 3. 

현재 매뉴들은 사건수목 편집을 위한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2.10 에 보여진 

작업영역 때 되었을 작업중인 사건수목의 파일이름은 활성창이 최대화 (Maximize) 

(Norm외) 일경우에는 사건수목 보통 상태 상단부분 (Window Caption) 에 나타나며， 

활성창의 상단부분에 나타나고， 최소화 α힘nimize) 되었을 경우에는 작업영역 하단부분에 

사건수목 활성 창은 상단의 사건수목 정상사건 영 역， 아이콘 형태로 축소되어 나타난다. 

!:E한 분기점 중앙의 분기정 영역， 우측의 사건경위 명역 크게 3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영역 하단부분에는 사건수목 자체를 스크린 좌우로 이통시킬 때 사용하는 수형 이통줄 

오른쪽 끝에는 사건수목을 상하로 (Horizontal Scroll Baη 가 있으며 사건 경 위 영 역 

한편 사건경위 영역에서는 Sequence 이통사커는 수직 이통줄 (Vertical Scroll Baη 가 있다. 

# 와 Probability 두가지 속성만 나타나 있는 데 나머지 사건경위 판련 속성을 보고자 할 

이상으로 ET 경우에는 이 명역 하단에 있는사건경위 전용수형이통줄을 사용하면 된다. 

Editor 영역의 구조가 파악되었으면 그림 2.10 에 주어진 SAMP.KCT 가 윈도우상에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몇가지 편집작업을 해보자. 

사건수목작성 

INVC∞L 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마우스로 

INVC∞L 항을 선태한 다음 [Edit]-[E띠t Head] 를 누르거나 

직접 INVC∞L 을 더블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데이타 속성을 볼 수 있다. 

먼저 마우스로 정상사건 

정상사건 영역의 

n I ·‘ 

다른 

정상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단지 각항목의 내용만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있올것이다. 

Group Event : 

Description : DEBRIS COOLED IN-VESSEL 

INVCOOL 

SAM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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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Status : <작업 불능> 

(2) 새로운 정상사건의 추가는 INVCOOL 항을 션택한 다음 [EditJ-[Add Head] 를 

누르거나 직접 대웅되는 아이콘을 더블클릭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이 경우 

사용자는 대화상자에 의하여 두가지 추가양식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 데‘ 

하나는 현재 선택한 정상사건 속성을 그대로 이어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무 

속성도 갖지않은 새로운 정상사건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상사건 추가결과 

새로운 정상사건에 해당되는 분기점들도 새로 추가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상사건의 삭제는 해당 정상사건을 선택한 다음 [Edit]- [Delete HeadJ 를 

누르거나 직접 대웅되는 아이콘을 더블클릭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01 때 

INVCOOL 은 삭제가 되지않음을 발견할 수 있는 데 이것은 INVCOOL 이 Line 

Branch 로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INVCOOL 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점들을 모두 Line Branch 로 삭제한다음 수행해야 한다. 

앞에 서 추가된 정 상사건은 분기 점 작업 을 하지 않은한 모두 Line 8ranch 로 

이루어져있기때문에삭제가가능함을알수있을것이다 정상사건삭제결과 

해당 정상사건의 분기점들도모두삭제됨을 알수 있을 것이다. 

(4) 다음으로 분기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본다. 우선 정상사건 INVCOOL 에 

해당되는 두번째 분기점 COOL 을 마우스로 션태한 다음 (이 경우 해당 

분기점은 Red 로 변하고 이 지점까지의 사건경위가 녹색으로 표시된다) [EditJ

[Edit Branch] 를 누르거나 직접 해당 분기점을 더블클릭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데이타 속성을 볼 수 있다. 다른 분기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단지 각항목의 내용만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Description : 

Name: COOL 

Probability: 0.0 

(5) COOL 에 새로운 분기점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로 COOL 을 선택한 다음 

[E띠t]-[Add Branch] 의 [In없 Up] 이 나 [Insert DownJ 을 누르 거 나 직 접 대 용되 는 

아이콘을 더블클릭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전자의 경우는 COOL 위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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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되며 후자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쪽에 추가된다. 새로운 분기점이 추가되면 

대용되는사건경위도새로생성됨올알수있을것이다. 하지만분기정 작업시 

정상사건은 전혀 변함이 없다. 

(6) 분기점 COOL 올 삭제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로 COOL 을 선택한 다음 [Edit]

[Delete Branch] 를 누르거나 직접 대웅되는 아이콘을 더블클릭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이 분기점이 삭제되면 대웅되는 사건경위도 삭제됨올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분기점 작업시 정상사건은전혀 변함이 없다. 

(7) 다음으로 사건경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본다. 우선 마우스로 사건경위 6 에 

해당되는 영역을 선택한 다음 [E며t]-[E띠t Se며 를 누르거나 직접 해당 

사건경위를 더블클릭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데이타 

속성 을 볼 수 있다 Sequence 항목의 앞에 나타나는 숫자는 해당 정 상사건의 # 

를 의미하며 초기 분기점은 0 이 된다. 이어지는 문자들은 해당 사건경위률 

이루는분기점들이다. 

Sequence # : 6 

Prφability: 0.1230215 

BinlD: 

D앓며ipti메: 

Sequ밍lC8 : O:PDS I:HIL F A표 2:NO COOL 5:NO 6:FA표 

지금까지의 단계로 KCT 타입 사건수목의 면집작업은 끝이 난다. 다음으로 

SAMP.KCT 의 각 속성올 스크련에 Display 하는 작업을 수행해 본다. 이 작업은 메뉴 

[Display]를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8) 그림 2.10 의 사건수목 SAMP.KCT 에는 정상사건의 Group Event lDescription 

lHeadN때le 항목과 분기정의 Branch Narne /Probability 항목 그라고 사건경위의 

Sequence # !Frequency 항목이 나타나 있는 데 사건 수목을 처 음 Open 하면 

정상사건의 GroupEvent 와 Description， 분기점의 Probability 는 보여지지 않는다. 

사건수목 면집사 각 사건수목 속성올 스크련상에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는 

[Display]-[Display Pl1φertie헤 메 뉴를 열 면 나타나는 대 화상자에 서 해 당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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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선태하면 된다 (그림 2.11 참조). 스크린상에 이들을 나타내고싶지 

않으면 해당속성을 다시눌러 선태을 해제하면 된다Display 대화상자에는 

다음과 같은 속성이 준비되어 있다. 

Head View: Group Event 

EventName 

Description 

8ranch View : Branch Name 

Description 

Probability 

흠聽홉)뿔홉홉.톨薰훌훌篇홉홉廠홉홉홉홉 

그림 2.11 사건수목 Display 지정용 대화상자 

(9) 스크린상에 보여지는 사건수목의 크기를 조절하고자할 경우에도 [Display]

[Display Properties] 메뉴를 열면 나타나는 대화상자에서 해당되는 속성을 

선택하면 된다 Display 대화상자에는다음과 같은속성이 준비되어 있다. 

Slrelch View : Nonn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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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View 

OvelVÏew 

Norma1 View 를 선택하면 분기캠이 CONPAS 에서 디폴트로 지정된 크기로 

바뀌며 Local View 를 선택하면 사용자가 지정한 크기의 분기점으로 변경된다. 

이상의 두가지는 모두 수명사이즈만 변경되며 수명.수직 사이즈를 모두 

변경하고자 할청우에는 Overview 를 선택한다. 그려면 현재 펼쳐 진 

모체윈도우에 적합한 크기로 사건수목이 조절됨을 볼 수있다. 

(1이 사용자가 현재 작업중인 사건수목에 대한 요약된 정보를 보고자할 경우에는 

[Display]-[Display Event Li쩌 메뉴를 눌러보면 된다. 그러면 해당 사건수목 

정상사건의 수 /분기점 수 /사건청위 수와 사건수목 속성에 대한 요약된 정보가 

대화상자에 나타난다. 그 결과사용자는 7/34/9 와사건수목 속성표를차례로 

볼수있을것이다. 

(ll) 한편 작업이 끝난 사건수목 SAMP.KCT 정보를 MS Access 를 이용한 

데 이 타베 이 스를 만들어 저 장하고자 하는 경 우에 는 [Options]-[Generate New DB] 

를 이용하면 된다. 이 메뉴를 열면 데이타베이스 이름올 지정하는 그립 2.12 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데 사용자는 여기에 이름을 할당하면 된다. 주의할 

챔은모든데이타베이스파일은확장명 MDB 를취하므로반드시 이를준수해야 

한다. 대화상자의 OK 버턴올 누르면 지정된 데이타베이스 파일이름과 고려된 

사건수목 이름이 나타나고 데이타베이스화를 위한 몇가지 버턴이 보여지는 데 

사용자는 이 중 Update DB File 이 나 Append File to DB 를 누르면 자통적 으로 

지정된 데이타베이스에 저장된다. 만일 제거하고 싶다면 Remove File from DB 

버턴을 누르면 지정된 데이타베이스에서 선택한 사건수목 정보가 삭제된다. 

폐이타베이스 수정시도마찬가지인데 주요 차이챔은 기존 데이타베이스 파일을 

불러서 작업하는 것이다. 이 경우 [Options]-[Generate New DB] 메뉴를 열면된다. 

2 - 37 



그림 2.12 데에타베이스 생성용 대화상자 

사건수목데이타추가 

지금까지의 단계로 KCT 타입 사건수목에 대한 데이타베이스화는 끝이 난다. 이상의 

작업은 모든 종류의 사건수목에 공히 적용되며 각 타입에 특정적인 작업은 아래에서 

이루어 진다. 주요 특정은 KET 타입인 경우 분기접 01름과 사건경위 빈도를 할당하는 

것이고， KDT 타입인 경우에는 격납건물 파손모드 확률을 할당하는 것이며， 

KPTfKDTIKST 타 입 인 경 우에 는 사 건 분류 균 칙 (Event Classification Logic Rules) 을 

할당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아래에서 이를 차례로 수행해 보자， 

(1 2) KET 타입의 사건수목은 Level2 PSA 의 입력으로 이용되지만 기본적으로는 

Level 1 특정적인 사건수목이다. 따라서 Level 1 PSA 에 요구되는 정보를 

다루는 것이 추가적으로 훨요한 데 CONPAS 는 이를 위한 두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KET 에서는 분기접 이름이 정상사건 이름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이 경우 사용자가 분기접 이름을 일일이 할당하지 않고 

[Options]-[H않d Based Branch Name] 메뉴를 이용하면 쉽게 할당된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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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단분기점 (F외lure Branch) 의 0] 름 모두는 해당 정상사건 이름으로 대치된다. 

일단 이 메뉴를 이용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경우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ET Editor 올 빠져 나오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었다. 만일 사용자가 파일올 저장하였다면 원래의 파일로 되돌아 가기 

위해서는 CONPAS 가 제공하는 Backup 파일을 복원시키든지 해당 분기점 

이름올 칙접 수정하는 일 밖에 없음올 알 수 있을 것이다. 기능올 

해제하고자 하는 정우에는 이 메뉴를 다시한번 누르면 이전의 기능으로 되돌아 

간다. 

다른 KET 특정적인 측면은 사건경위 빈도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KET 사건경위 빈도는 Level 1 PSA 코드계산으로 할당되는 데 특별한 경우 

분기챔 확률을 이용하는 정우가 있다. CONPAS 눈 이 경우를 취급하고 있는 데 

이는 [Options]-田r때chBased S여 Freq] 메뉴를 작동시쳐 수행한다. 즉 이 메뉴가 

션헥되면 사건경위 빈도는 해당 분기점들의 곱으로 계산될 수 있다. 0]0] 

할당된 빈도는 그대로 남아 았으므로 원래의 빈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Op디ons]-[Head B잃ed Branch N:없n어 를 이용했올 때와같은 작업올 수행하면 

된다. 이 기능을 해제하고자할 정우에는 다시한번 이 메뉴를 누르면 이전의 

기능으로되돌아간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업영역으로 불러온다. 

C:\CONPAS\SAMPLE 

CONPAS '-'- 한 

에 있는 SAMPI.KET 를 

작업영역내에서 다중작업이 

가능하므로 SAMP.KCT 가 올라 있는 상테에서 SAMPl묘T 을 û]야n 해 본다. 

그리고난다음앞에서 기술한기능을시험해보면그결과를확인할수있다. 

KDT 타입 에 적용될 수 있는 특별한 기 능은 격 납건물 파손모드 확률의 ET Editor 

내에서 자동할당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CONPAS\SAMPLE 에 있는 

SAMP4.KDT 를 작업영역으로 불러온다. 현 재 의 SAMP4.KDT 에 는 Parameter 

값들이 할당되어 있는Line Branch 를 가진 정상사건이 없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SAMP4.KDT 를 약간 변경해 본다. 우선 정상사건 FRDCH 에 

새로운 정상사건을 추가하고 해당되는 각 분기점에 Parameter 값을 입 력해 본다. 

주의해야할 점은 이들 값드。 E. "'C 격납건물내에서 현재 사건까지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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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을 때 기대되는 압력을 의미하므로 항상 양의 값 (Positive Value) 을 

가져야한다. 일단 이 작업이 끝나면 [Options]-[Assign CFP to Fmodes] 메뉴를 

선택한다. 

그림 2.13 격납건물 파손모드 확률지정용 대화상자 

그 컬과 Parameter 분기점의 위치와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격납건물 파손모드에 

대한 확률분포를 지정하는 그렴 2.13 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데 사용자는 

Enter Head ID 에 Parameter 를 입력한 정상사건 # 에 숫자 4 를 입력하고 그 아래 

부분에 나타나는 파손모드 Leak 를 선 택 (현 재는 Failure Mode 가 하나만 

주어졌으므로 Leak 만 선택， 만일 두개가 주어지면 Rupture 도 선택해야함) 한 

다음 가능한 Distribution Tηr 과 Distribution Parameter 를 입 력 하고 마지 막으로 

Assign CFP 버턴을 누르면 대응되는 파손모드에 주어진 값들에 의한 

파손확률이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할당된다. 

(1 4) 이 제 SAMP4.KDT 에 Event Classification Rules 을 할당해 보자 우 선 

SAMP4.KDT 의 어 느 분기 점 에 Rule 이 할당되 어 있는지 파악하기 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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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J -[Display PropertiesJ 메뉴를 열어 Branch View 영역에 있는 Probability 

항목올 선택한다. 그 결과 현재 작업중인 SAMP4.KDT 의 분기점에는 할당된 

확률값과 Rule 분기점엄을 나타내는 ’<< -- ’ 보여지는 데 그중 정상사건 RCSP 

에 해당되는 분기점 Rule 올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 정상사건 영역의 RCSP 

부분올 더블클릭 하면 나타나는 대화상자의 가장 아래 항목 Rule Status 의 DET 

R띠e Branch 가 선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해당 분기점이 Rule Branch 

임을 의미한다. Rule 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EditRule 버턴을 눌러본다. 그 

절과 Rule 을 할당할 수 있는 Text Area 영역에 아래의 Rule 이 입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Rule 의 의미는 다음 장에 기술되므로 여기서는 Rule 편집 

기능만 시험해 본다. 옆에 있는 여러가지 면집버턴올 이용하여 Rule 올 수정해 

본다. 

IF P:VESL=FAILEO*P:CSR=FAILEO; 

THEN HIGH; 

IF P:VESL=ON*P:CSR=ON; 

THEN LOW; 

OEFAUL T MEOIUM; 

작성된사건수목프린트 

여기까지 수행했으면 사건수목 편집기능은 끝이난다. 이제 작성된 파일을 저장하고 

프린트하는 기능을 살펴보자. 이들 모두는 [FileJ 메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1 5) 우선 작성된 사건수목을 저장하기전에 사건수목의 특성을 전체적인 나타내는 

제목 /사용자동 부수적인 정보를 입력한다. 이를 위해서 작업영역에 있는 

SAMP.KCT 를 마우스로 다시 선택 하고 [E띠tJ-[E띠t TitleJ 메 뉴를 열어 본다 

그러면 부수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데 SAMP.KCT 정우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입려되어 있음을 볼 수 있올 것이다. 사용자는 이 

작업공간에 필요한정보를입력할수었다. 

Title: Fig.3-2 Generai Sample C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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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omments: 

User Name: Kiahn 

Page Insert : 

일단 TitIe 정보가 입력되고 나면 작성된 사건수목을 저장해 본다. 파일 저장은 

두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새로 작성된 파일의 이름을 

할당하거나 기존 파일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대치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File]-[Save As) 메뉴를 01 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파일이름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저장하는 경우이다. 새로눈 파일을 만들어 저장하는 것 이외에는 

가존파일의 Backup 파일 ("'.-xx) 이 자동적으로 생성되어 사용자가 참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작성된 파일을 프린터해 보자 CONPAS 는 다양한 프린터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 데 이들은 [File] -[Print. .. ] 메뉴나 [File]-[Multiple Print] 메뉴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전자의 경우는 선택된 사건수목을 하나씩 프린트하는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여러개의 사건수목을 통사에 프린트할 때 사용된다 

우선 전자의 경우를 시험해 보기위하여 [File ]-[Print. .. ] 메뉴를 열어본다. 그 결과 

나타나는 그렴 2.14 와 같은 대화상자에는 프린트시 나타날 사건수목의 

특정적인 항목이 보여지고 二l 옆에는 여러가지 옵션이 보여질 것이다. 

사건수목 특징적인 항목은 KET 특정적인 항목과 모든 사건수목에 공통적인 

항목이 보여지는 데 KET 전자의 경우는 KET 타입이 선택되었을 때만 항목을 

선태할 수 있게끔 (EnableIDisable) 되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Margin /Size /Font 

등 사건수목 프린트 속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용자가 사건수목 항목과 프련트 속생을 적절히 선택하고 Print... 

버튼을 누르면 현재 PC 에 연철된 Printer 로 해당 사건수목이 프린트 됨을 알 수 

있을것이다 

한면， 여려개의 사건수목을 동시에 프린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ile]-[Multiple 

Print] 메뉴를이용할 수 있는 데 이 에뉴를 누르면 프련트할 사건수목을 지정할 

수 있는 대화상자와 앞에서 프련트 대화상자가 차례로 나타난다. 사용자는 

이들을 이용하여 파일을 선택하고 프린트 옵션을 적절히 선택하면 선태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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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목이 지정된 옵션으로 동시에 프련트됨올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기능은 

되도록 같은 타업의 사건수목들올 동시에 프련트할 때 그효과가 배가되며 여러 

타엽의 사건수목을 동시에 프련트할 경우에는 프련트 옵션을 확인하는 것을 

간과해서는안된다. 

그립2.14 사건수목프린트항목지정용대화상자 

윈도우상에서사건수목정리 

마지막으로작업영역에 존재하는여러개의 사건수목을정리하는기능올살펴보자. 이 

기능은 모두 [Window] 메뉴에서 이루어지는 데 일반적으로 MS Window 에서 제공하는 

기 능과 유사하므로 MS Window 를 많이 사용해본 사용자는 이 부분을 생 략할 수 있다. 

(1 7) 윈도우를 정리하는 기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는 데 하나는 사건수목을 

아이콘화하여 작업영역에 정리하는 것이고 다른하나는 사건수목 그 자체를 

작업영역에 재 배치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사건수목 오른쪽 상단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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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버튼 (Minimize Button) 이나 [Window]-[Hide] 메뉴를 사용하여 사건수목을 

아이콘화한 다음 [Window]-[Arrange Icons] 메뉴를 누르면 된다. 그 결과 

아이콘화된 사건수목들은 작업 영 역 하단에 차례로 정 렬된다. 

후자의 경우는 [Window]-[Cascade] 나 [Window]-[Tile] 메뉴를 누르면 된다. 그 

결과 사건수목들은 Cascade 와 Tile 형 태로 작업 영 역 에 재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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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컨수붐 청 량화 데 이 타 (Data. for Quanti한cation) 

CONPAS 에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사건수목에 대한 편집기능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공되었다고 불 수 있다. 이제 다음으로 예제에서 제공된 사건수목 여러 종류의 

사건수목을 한번 점 검 해 보자 C:\CONPAS\SAMPLE 에 는 앞에서 언급한 SAMP.KCT 

이외에도 PDS Lo밍c Diagram SAMP.KPT 와 이것의 정량화에 입력으로 사용되는 

SAMPl.K:ET/SAMP2.KET 를 볼 수 있올 것이다. SAMPl.표T/SAMP2.KET 의 주요 특정은 

PDS 정량화에 사용되는 사건경위 빈도가 할당된 것이며 SAMP.KPT 의 특정은 이 두가지 

입 력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Event Classification Logic Rule 이 모든 정상사건에 

할당된 것으로 요약된다 (실행예제 (14) 참조). PDS 정량화눈 이 사건수목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같은 디핵토리에는 SAMP.KCT 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4 개의 

KDT 파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4 개의 KDT 파일을 사용한 이유는 SAMP.KCT 가 4 개의 

정상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KDT 타입의 사건수목 정상사건에도 

SAMP.KPT/ SAMP.KCT 사건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Rules 올 볼 수 있을 것이다 

(실행예제 (14) 참조). 이 SAMP.KCT 정량화는 이들 KDT 와 앞에서 이루어진 SAMP.KPT 

정량화 결과를 이용하여 이루어 진다. 다음으로 제공된 사건수목은 SAMP.KST 이다 

SAMP.KPT 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수목의 정상사건에도 Rules 이 할당된 것을 볼 수 있을 

것 이 다 (실 행 예 제 (14) 참조). 이 R띠es 은 SAMP.KST 정 량화시 SAMP.KPT 와 SAMP.KCT 

정량화 결과를 논리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SAMP.KCT 및 SAMP.KST 

불확실성 분석올수행하기 위한 입력으로 SAMP.CUD 가 제공되어 있는데 TEXTEDITOR 

올 이용하면 그 파일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이 이 실행예제에서 제공한 

파일들이다. 일단그내용이 제대로파악되면 다음순서인 정량화단계로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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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컨수톰 청 량화 (Event Trees Quantification) 

사건수목 정량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사용자가 해야할 첫번째 순서는 사건수목 

정 량화모률 Computer 을 여 는 것 이 다. 이를 위 하여 ET Editor 를 최 소화버 튼 (Minimize) 을 

이용하여 스크린상에 아이콘상태로 두거나 [File]-[Exit] 메뉴를 이용하여 ET Editor 음 

종료하면 이전에 열어둔 Main Control Window 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Computer] 

버튼을 눌러 Computer 모률을Open 한다. 

그립 2.15 Computer 모률의 Main Window 

그 컬과 그립 2.15 과 같은 Computer Main Window 가 생성될 것이다. 이 Computer Main 

Window 는 ET Editor 의 작업 영 역 과 유사한 역 할을 한다. 이 제 이 Main Window 에 

제공된 메뉴를 이용하여 앞에서 마련된 사건수목을 정량화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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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메 뉴를 살펴 본다[File] 메 뉴에 는 [File Allocation Utilities] 

서브메뉴가 지정되어 있는 데 이 메뉴를 열어보면 어떠한 디헥토리도 설정되어 

우션 (18) 

사건수목정량화시 있지않은 디핵토리 썰정용 대화상자를 볼 수 있올 것아다. 

사건수목 총류별 디핵토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청우에는 CONPAS 눈 모든 

사건수목 파일이 하나의 디핵토리에 모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정량화 철과도 

데이타 파일이 사건수목 모든 현재 따라서 저장된다. 디핵토리에 그 

C:\CONPAS\ SAMPLE 에 들어 있으므로 디헥토리 지정없이 CONPAS 에 의한 

지정항목에 디렉토리 모
 

또한 있다 . ..... 
T 수행할 정량화를 

C:\CONPAS\SAMPLE 로 디 렉토리 를 지 정 하여도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 온다. 

다음으로 [File]-[Import Qu때tified ET S떼 를 열어보면 KET 타입 사건수목의 

사건경위 빈도를 외부로부터 입력할 수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데 여기셔 

(19) 

디렉토리를 SAMPLE 로 지정하면 현재 작업중인 KET 파일 SAMPl.표T 와 

SAMP2.KET 가 보여짐을 알 수 있을 것아다. 사용자가 대웅되눈 KSQ 파일에 

빈도값을 변정하고자할 경우 해당 KET 

지금은 KSQ 파일이 주어져 있지 파일을 선택하고 [Import] 버튼을 누르면 된다. 

않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없다. 

저장된 새로운 데이타로 사건경위 

만일 예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ET Editor 

에셔 KET 파일을 불러 저장하면 (Save) 대웅되는 KSQ 파일이 생성되므로 TEXT 

EDITOR 을 사용하여 KSQ 사건갱위 값을 변경하고 이를 저장한다음 이 메뉴를 

사용하면변경된사건경위 빈도가새로지정띔을알수있을것이다. 이상으로 

Computer Main Window 에서 사건수목정량화를위한환경이 모두설정된다. 

Point Estimate 

이제 예제에 주어진 두개의 KET 파일올 이용하여 SAMP.KPT 파일을 정량화해 

이를 위하여 우선 [Compute]-[point Estimate] 메뉴를 눌러 본다 그러면 

그립 2.16 과 같은 정량화를 위한 대화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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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자. 

(20) 



그립 2.16 정량화시 관련 사건수목을 연결하기위한 대화상자 

우선 SAMP.KPT 가 들어있는 드라이브/디 렉토리를 셜정하고 TreeType 을 *.kpt 

로 지정하면 대화상자의 파일리스트에는 SAMP.KPT 가 보여질 것이다. 

다음으로 왼쪽에 있는 PDS 버튼을 눌러본다 그러면 또 다른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데 이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사용자는 PDS 정량화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CONPAS 에는 두가지의 PDS 정량화 방식을 제공하고 있는 데 그 하나가 

이 예제에서 수행하는 Rule 을 01용하는 것 (Rule Based Quantification) 이고 다른 

하나가 뾰T 사건수목의 사건경 위 에 할당된 PDS# 를 이 용하는 것 (PDS Number 

Based Quantification) 이 다. 후자의 경 우 사용자가 PDS # 를 직 접 할당한 후나 

Rule 에 의하여 정량화할 때 동시에 수행되는 PDS # 할당기능을 이용한 다음 

활용하면 계산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PDS # 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요건도 받지 않으나 Rule 올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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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요건이 있는 데 한번에 수행할 수 있는 PDS 정량화는 선택된 KET 

사건수목의 합은 50개를 그리고 총 사건정위 총 수는 2000 개를 넘지않아야 

한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두.세번으로 나누어 정량화한 다음 관련 

KET 파일에 PDS # 할당하고 이를 다시 PDS Number Bas혀 Quantification 기 능을 

이용하면 KET 수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예제에서는 KET 에 PDS # 가 

할당되어 있지않으므로 모두 Rule Based Quantification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일단 이 옵션이 지정되고나면 그 아래에 제공된 기능을 이용하여 정량화하고자 

하는 KET 들을 지정한다. 여기서는 C:\CONPAS\SAMPLE 에 있는 두개의 KET 

를 모두 선정한다. 이제 현재의 OK 버튼을 눌러 대화상자를 빠져나오면 

SAMP.KPT 를 정량화하는 방식은 모두 설정되었다. 사용자가 해야할 마지막 

일은 그립 2.16 의 Run 버튼을누르는 것이다. 그러면 CONPAS 는 SAMP.KPT 를 

자동적으로 정량화하여 그 결과를 SAMP.KPD 에 저장한다 (ET Editor 를 

이용하여 SAMP.KPD 파일을 확인해보기 바람). 일단 정량화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보조수목 KET 각사건경위에 대웅되는 PDS# 지정여부를묻게되는 데 

OK 버튼을 누르면 SAMP.KPT 정량화에 사용된 KET 사건경위에는 PDS # 가 

자동적으로 할당된다. 사용자는 이 PDS # 를 점검함으로써 원하는 정량화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PDS 정량화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또다른 작업은 중요도 분석시 이용되는 

AMX 메트릭스 파일올 만드는 일이다. 이것은 그립 2.16 의 Run 버튼 바로위에 

있는 Ma띠x for Imp 버튼올 이용하면 쉽게 만들어 진다. 이 버튼은 정량화를 

수행하기 전에는 작업불능 상태로 있지만 정량화가 제대로 수행되고 난후에는 

작업가능 상태로 변한다. 필요시 Show Rule 버튼을 이용하여 PDS 정량화시 

사용된 &피es 의 내용이나 Show Resu1t 버튼율 이용하여 정량화된 결과 

(SAMP.KPD) 도 살펴볼 수도 있다. Show Result 버튼 또한 정량화를 수행하기 

전에는 작업불능 상태로 있지만 정량화가 제대로 수행되고 난후에는 작업가능 

상태로변한다. 이상으로 PDS 정량화와관련된모든작업은완료된다. 

(21) 다음으로 앞에서 정량화된 결과 SAMP.KPD 와 4 개의 SAMP.KDT 를 이용하여 

SAMP.KCT 률 정량화해 보자. 이를위해 먼저 그렴 2.16 의 Tree 꺼pe 올 *‘kct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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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다. 그러면 파일리스트에는 SAMP.KCT 가 나타날 것이다. 이 파일을 

마우스로 지정하고 CET 버튼을 누른다. 그 결과 SAMP.KCT 와 연결될 KPD 

파일을 지정하기 위한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데 마우스로 SAMP.KPD 를 누른다. 

그러면 오른쪽 Linked Tree 부분 (SAMP.KCT 가 미리 지정되어 있음) 에 방금 

지정한 SAMP.KPD 가 지정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OK 벼튼을 

누르면 사용자에 의한 사건수목 할당은 완료되고 현재의 대화상자는 사라지게 

된다 SAMP.KCT 정량화의 마지막 단계는 그럼 2.16 의 Run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그러면 CONPAS 는 SAMP.KCT 를 자동적으로 정량화하여 그 결과를 

각 PDS 에 대응하는 SAMP.KCD (SAMP- l.KCD - SAMP-4.KCD) 에 저장한다 (ET 

Editor 를 이용하여 이 파일들을 확인해보기 바람). 

필요시 Show Rule 버 튼을 이 용하여 SAMP.KCT 정 량화시 사용된 Rules 의 

내용을 살펴볼 수도 있다 Show Rule 버튼 또한 정량화를 수행하기 전에는 

작업불능 상태로 있지만 정량화가 제대로 수행되고 난후에는 작업가능 상태로 

변한다. 이상으로 CET 정량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완료된다. PDS 

정량화시외는 달리 CET 정량화시에는 어떠한 종류의 Bin # 나 메트릭스 파일을 

만들지 않는다. 

(22) CET 정량화가 완료되면 여러 PDS 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합생할 수 있다. 이 

작업은 [Operate)-[Composite CET) 를 이용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이 매뉴를 

누르면 그림 2.17 과 같은 대화상자가 올라오는 데， 초기 에 는 PDS Range 항목을 

제외하고 어떠한 값도 지정되지 않는다. CET 를 합성하기 위한 초기 작업은 

Select DB 버튼을 이용하여 합성하고자 하는 CET 및 이와 연결된 KPD 파일의 

이름을 저장하고 있는 DB 파일을 지정하는 것이다. 이 파일은 Point Estimate 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데 CET 경우에는 KCG 타입으로 지정되어 있다. ò.1 제 

사용자가 Select DB 버튼을 눌러 SAMP.KCG 를 선택하면 그림 2.17 과 같이 각 

항목이 지정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남은 일은 합성하고자하는 PDS 범위를 

PDS Range 항목에서 지정하고 Run 버튼올 누르는 것이다 합성된 결과는 

SAMP.KGD 파일에 저장된다 (ET Editor 를 이용하여 확인해보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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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17 CET 합성을위한 대화상자 

(23) Point Estimate 의 마지막 작업은 앞에서 정량화된 결과 SAMP.KPD 와 4 개의 

SAMP.KCD 를 이 용하여 SAMP.KST 를 정 량화하는 일 이 다. 이를위 해 먼저 

그립 2.16 의 Tree Type 을 *.k앙 로 지정한다. 그러면 파일리스트에는 

SAMP.KST 만 선택되어 나타날 것이다. 이 파일을 마우스로 지정하고 STC 

버튼올 누른다. 그 결과 CET 정량화 정우와 유사한 SAMP.KST 와 연결될 KPD 

및 KCT 파일을 지정하기 위한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데 마우스로 SAMP.KPD 와 

SAMP.KCT 를 차례로 누른다. 이 대화상자에서는 KPD 파일과 KCT 파일을 

선 택 적으로 지 정 할 수 있고 오른쪽 Linked Tree 부분 (SAMP.KST 는 미 리 

지정되어 있음) 에는 최총적으로 선택한 파일들로 지정되므로 순서에 상판없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OK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에 의한 사건수목 

할당은 완료되고 현재의 대화상자는 사라지게 된다. 이제 OK 버튼을 눌러 

대화상자를 확져나오면 SAMP.KST 률 정량화하는 방식은 모두 설정되었다. 

사용자가 해야할 마지막 일은 그립 2.16 의 Run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그러면 

CONPAS 는 SAMP.KST 를 자동적으로 정량화하여 그 컬과를 SAMP.KSD 에 

저장한다. 일단 정량화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CET 정량화 파일 KCD 각 

사건경위에 대용되는 STC # 지정여부를 묻게되는 데 OK 버튼을 누르면 

SAMP.KST 정량화에 사용된 KCD 사건정위에는 STC# 가 자동적으로 할당된다. 

2 - 51 



사용자는 이 STC # 를 점검함으로써 원하는 정량화가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ET Editor 를 이용하여 SAMP.KSD 파일을 확인해보기 바람). 

STC 정량화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또다른 작업은 Matrix for Imp 버튼을 

사용하여 중요도 분석시 이용되는 CMX 빛 MMX 메트릭스 파일을 만드는 

일이다. 이 버튼은 정량화를 수행하기 전에는 작업불능 상태로 있지만 

정량화가 제대로 수행되고 난후에는 작업가능 상태로 변한다. 필요시 Show 

Ru1e 버튼을 이용하여 STC 정량화시 사용된 Rules 의 내용이나， Show Result 

버튼을 이용하여 정량화된 결과 (SAMP.KSD) 도 살펴볼 수도 있다. Show Result 

버튼 또한 정량화를 수행하기 전에는 작업불능 상태로 있지만 정량화가 제대로 

수행되고 난후에는 작업가능 상태로 변한다. 이상으로 STC 정량화와 관련된 

모든작업은완료된다. 

Importan∞ Analysis 

(24) 일단 Point Estimate 정량화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그 결과률 이용하여 중요도 

빛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우선 Point Estimate 정량화시 중요도 및 

민감도 분석에 사용되는 메트릭스 파일을 만들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파일관리자를 사용하여 C:\CONPAS\SAMPLE 를 확인해보기 바람). 메트릭스 

파일이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Compute]-[Importance Analysis] 를 사용하여 

중요도 및 민감도 분석올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언급될 [Operate]

[Matrix Operation] 을 이용하여 다시 생성하면 된다. 중요도 및 민감도 분석은 

어느것을 먼저 수행해도 상판이 없으나 여기서는 중요도 분석을 먼저 수행해 

본다. 이를위해 이제 [Compute] -[Importance Analysis] 메뉴를 를 눌러보자. 

그러면 그램 2.18 과 같은 중요도 분석항목을 가진 대화상자가 나타남을 볼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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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중요도분석올위한대화상짜 

그림 2.18 의 대화상자률 이용하여 6 가지의 중요도 분석올 수행할 수 있다. 즉 

그림 2.18 의 Importance Level 항목을 차례로 기술하면，<D 각 PDS 에 대한 

초기사건의 중요도， CD 각 STC 에 대한 초기사건의 중요도，(3) 착 PDS 에 대한 

초기사건 사건경위의 중요도， @) zt STC 에 대한 초기사건 사건정위의 중요도， 

@ 각 STC 에 대한 PDS 의 중요도 그리고 @ 각 STC 에 대한 CET 사건정위의 

중요도퉁이다. 

중요도 분석을 위해 해야할 첫번째 일은 Select Input 버튼올 이용하여 중요도 

압력언 .메트릭스 파일올 션정하는 것이다. CONPAS 눈 중요도 항목 지정시 

판련 타업의 메트릭스 파일의 확장명을 Open 대화상자에 자통적으로 보여준다. 

특 @ 과 @ 은 *.AMX. <5> 와 @ 은 *.CMX 그리고 @ 와 @ 는 *.MMX 로 각각 

지정한다. 따라서 사용짜는 지정된 타입의 메트릭스 파일만 선택하면 된다. 

일단 판련 메트릭스 파일이 선택되고나면 Run 버튼을 눌러 계산올 수행사킨다. 

그러면 중요도 분석결과는 그래픽처리를 위한 데이타 파일은 각 중요도 항목의 

오른쪽에 표시된 파일확장명으로 저장되고 중요도 테이블은 Tx.x 로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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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확장명으로 저장된다 (이들은 모두 대화상자를 붙러 사용자가 훨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있음). 예를들면 예제에서 주어진 사건수목으로부터 

계산된 각 PDS 에 대한 초기사건의 중요도 분석결과중 그래픽파일은 SAMP.ITP 

에， 중요도 테이블은 SAMP.TIP 에 저장된다. 이로써 중요도 분석은 모두 

완료되며， 그 결과는 TEXT EDITOR 나 WORD PROCESSOR 를 사용하여 

살펴보거나프린트할수있다. 

Sensiüvity Analysis 

(25) 민 감도 분석 은 [Compute] -[ Sensitivity Analysis] 메 뉴를 이 용하면 된다. 먼 저 01 

메뉴를 마우스로 눌러본다. 그러면 그럼 2.19 과 같은 민감도 수행을 위한 

대화상자가나타날것이다. 

그립 2.19 민감도분석을위한 대화상자 

그립 2.19 의 대화상자률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3 가지 수준의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즉 @ 각 PDS 에 대한 초기사건의 민감도 @ 각 STC 에 대한 

초기사건의 민감도@각 STC 에 대한 PDS 의 민감도. 

민감도 분석을 위해 해야할 첫번째 일은 Select Input 버튼을 이용하여 중요도 

입력인 메트릭스 파일을 선정하는 것이다. 중요도 분석과 마찬가지로 CON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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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민감도항목 지정시 관련 타입의 메트릭스 파일의 확장명을Open 대화상자에 

자동적으로 보여준다. 즉 @ 과 @ 는 *.AMX, (J) 은 *.CMX 로 각각 지정한다. 

민감도 분석시 *.MMX 는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지정된 타입의 메드릭스 

파일만 선택하면 된다. 일단 판련 메트릭스 파일이 선택되고 나면 Data View 

버튼올 눌러 각 항목의 연판관계를 보여주는 대화상자를 불러온다. 그림 2.20 

은 민감도 항목 Sensiti찌ty of Initiatoπ to PDS 를 지정하고 Select Input 버튼을 

눌러 SAMP.AMX 파일을 선택한후 Data View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는 

초기값을보여주는대화상자이다. 

그립 2.20 민감도분석시 초기값올보여주는 대화상자 

그렴 2.20 에는 여러가지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데 왼쪽 부분에서는 민감도 

입력에 대한 정보를 오른쪽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우선 민감도를 파악하고자하는 입력변수 (예저1에서 

LLOCAPDS, NLOCAPDS) 를 마우스로 지정한다. 그러면 선태된 변수의 위치가 

Sel없edS며 # 에 나타난다. 다음으로 선정된 변수에 대한 변화값 (반드시 

퍼센드로 지정) 을 % Variation 항목에 지정하고 Enter 키를 누른다. 그러면 그 

옆에는 선정된 변수의 변화된 값이 나타난다 (이 경우 Enter 키는 션정된 변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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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값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사용자가 

수행해야할 마지막 작업은 Run 버튼율 누르눈 것이다. 그 결과 오른쪽 

부분에는 지정된 변수의 변화량에 대한 민감도 분석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필요시 그 결과를 Save As File 버튼올 이용하여 민감도 테이블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다. 이상으로 민감도 분석은 완료되며 다른 민감도 항목이나 변수에 

대한 민감도 분석도 같은 순서로 수행하면 된다. 

Uncertainty Quantification 

정량화 작업의 마지막 순서는 불확실성 정량화이며 앞에서 수행한 계산과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하지 만 Point Estimate 분석으로 모든 Event Classification Logic Rules 이 모두 

정상적으로 입력됨을 확인한후에 수행하면 보다 효율적이다. 불확실성 분석시는 

위에서 수행한 정량화와 달리 DET 불확실성 정보를 포함한 입력파일 (Unce때nty 

Input Deck) 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붙확실성 분석은 [Compute ]-[Uncertainty Quantification] 매뉴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이 

메뉴를 눌러보면 Point Estimate 시 상요된것과 통일한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데 주요 

차이점은 CET 불확실성 분석시 U-Sampling 버론이 이용되는 것과 PDS 버톤이 항상 

이용불능상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STC 불확실성 분석시는 불확실성 입력파일이 

이용되지 않으므로 U-Sampling 버튼 또한 사용불능상태로 됨을 알 수 있올 것이다. 

STC 불확실성 분석은 CET 불확실성 분석철과를 이용하므로 이를 수행하기 전에 CET 

불확실성 분석이 먼저 수행되어야 한다. 일단 C:\CONPAS\SAMPLE 애 SAMP.CUD 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면 불학실성 분석을 직접 수행해 보기로 하자. 

(26) 먼저 CET 불확실성 분석올 위하여 Point Es디mate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립 2.16 

의 TreeT얘es 에서 *.kct 타업을 지정한다. 그리고난 다음 파얼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SAMP.KCT 를 선택하고 CET 버튼을 누르고 동시에 나타나는 파일연결 

πree Li따) 대화상자에서 SAMP.KPD 룰 지정하고 빠져나온다. 그러면 그립 

2.16 의 U-Sampling 버튼이 작업붙능 상태에서 작업가능 상태로 바뀌어 있음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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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을 것이다. 이 U-Sampling 버튼을 누르면 그립 2.21 와 같은 Samplig 

타입을지정하기 위한대화상자가올라용다. 

그림 2.21 Sampling 타입지정 대화상자 

여 기 서 Sample Type αatin Hypercube Sampling Type I Monte Carlo 꺼pe Sampling) 

올 지정하고 Load Data File 을 눌러 지정된 디렉토리에 있는 SAMP.CUD 를 

선택한다. 사용자가 취해야할 마지막 단계는 그립 2.16 의 Run 버튼을 눌러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사키는 것이다. 그 철과는 (SAMP-1.UCN - SAMP-4 .UCN) 

파일에 저장된다. 이로써 CET 불확실성 정량화는 완료된다. SAMP.UCN 에는 

각 Sample 에 대한 PDS 조건부적 CET 사건경위 확률이 저장되어 었다. 

(27) 일단 CET 붙확실성 분석 이 수행되고 나면 남은 일은 STC 붙확실성 분석을 

수행하는 것 이 다. 기 본적 으로 STC 불확실성 분석 은 Point Estimate STC 분석 과 

통일 한 순서 로 이 루어 진다. 죽 Tree Types 에 서 *.kst 를 지 정 하고 SAMP.KST 를 

파일리스트에서 선택하여 STC 버튼올 누르면 나타나는 대화상자를 이용하여 

SAMP.KPD 와 SAMP.KCT 를 선택하고난 다음 그립 2.16 의 Run 버튼을 누르면 

SAMP.KST 에 대한 불확실성 정량화 작업은 마무리 된다. Point Estimate 경우와 

주요 차이점은 불확실성 분석시 KCD 파일에 STC Bin # 를 따로 할당하지 

않으며 메트릭스 파일도 만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SAMP.KST 붙확실성 

분석컬과 그래픽처리를 위한 데이타는 SAMP.USN 통계처리 컬과는 

SAMP.LOG 에 각각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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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릭스파일생성 

(28) 메트릭스 파일은 중요도 및 민감도 분석의 입력으로 사용되므로 이들 분석을 

수행하기전에 반드시 점점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메트릭스 파일은 Point Estimate 수행시 만들 수 있는 데 이때 만들지 않았을 

경우에는 [Operate]-[Matrix Operation] 메뉴를 이용하여 만들 수도 있다. 이 

메뉴를 열어보면 그립 2.22 과 같은 대화상자가 올라온다. 이 대화상자를 

이용하여 두가지 타입의 메드릭스를 만들 수 있다. 우선 만들고자하는 메트릭스 

타입을 선정하고 (한 예로 AMX) 오른쪽에 있는 Select DB 버튼을 눌러보면 해당 

메드릭스 파일올 구생하는 데 필요한 사건수목 파일올 포함하고 있는 DB 파일 

타입이 나타난다. 사용자는 C:\CONP AS\SAMPLE 디헥토리에 있는 SAMP.KPG 

률선택하고따져나온다. 남은일은 Run 버튼을누르는것이다. 그결과같은 

디핵토리에는 SAMP.AMX 파일이 만들어짐을 볼 수 있을 것이다 CMX 타입을 

선택할 정우에는 MMX 파일도 통시에 만들어진다. 

그립 2.22 Matrix 파일 생성을 위한 대화상자 

2 - 58 



6. 정 량화 결과의 효래픽 처리 (Results Plot) 

이상으로 사건수목 정량화와 관련된 모든 작업은 완료된다. CONPAS Computer 모률의 

마지 막 기 능은 정 량화시 사용된 Event Classification RI띠es 올 CONPAS 내장 형 식 으로 

프린트하고 정량화된 결과를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모든 그래픽 작업은 [Plot] 

메뉴를 이용하여 수행된다. 

R내8 프린트 

(29) 기 본적으로 CONPAS 에 서 는 모든 사건수목 정 량화를 위 하여 Event Classification 

Rules 을 사용한다. 이들은 사건수목 정량화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량화 완료후에는 보고서 풍에 활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프련트할 수도 있다 Rule 내용의 프린트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TEX1’ EDITOR tf WORD PROCESSOR 를 사용하는 방식 이 고 

나머지 하나는 CONPAS 지정형식으로 Computer 모률에서 [plot]-[Logic Rule 

Table] 메뉴를이용하여 프련트하는방식이다. 여기서 언급되는내용은후자의 

정우에 해당된다. 먼저 [plot]-[Logic Rule Table] 메뉴률 눌러보자. 그러면 그림 

2.23 과 같은 Rule 지 정 용 대화상자가 올라온다. 

그렴 2.23 Rule 프린트를 위한 대화상자 

2 - 59 



a@ 

·N 

{
k
*
?
{

뼈
동
니
 
-
훌
{
아
 

{
K
{
뼈
행π
{
K
 
에
강
뽑
 i。
l
A버
，
여
，
배
 

*N.N 

땐
H
U
 

.
{
니
F
τ
빠
{
c
 τ{때
*
*
{
。
 

빼
 
# 
-F 

{
생
빼
디
 
ω
U틱
펀

&
E
l
 i。
돈
’
【SZ
}
 바
머
 
씨
{
띠{
κ합
폼
n
 

하
파
째
방
패
 버
여
，
배
 ( = 

[
) 

@
등
응
도
 i뎌 뻐
 깐
패
 버
여
뻐
 

. 
τ
 패
 

멘
{
빼
많
힐
 τυ
{
때
*
*
 
-
。빼
 {
g
S
ω
m
 

i
g강
A
}
l
{
ω
-
-

노
 ·
매
힐
뼈
 마꾀
비
 

.
{
니
 

-
。
* 
씨
미
싸
 
빼
ψ
 {
며
 

u
l
i￠ 름
김
A
}
 매에
한
 
매
*
I
 .
{
니
τ
*
 빼
양
 ”
γ
 빼
 빼
#
{
내
{
」
 

숱
힘
 #
m나
때
w
r
 
-
。
멘
{
디
 

{
W뾰
힐
 

{K{K**{

<

씨
루
。
 
입
슴
 
딩
ω
S
υ
l
υ
m
 
{
이
 

[
N.N

땐
n
 

멘
{
미.n
 

.
{
니
·
훌
닮
링
 

뼈
 ←
A
냥
.
A
E〈
m
 

마
”γ
힘
{
〈
 
씨
{
때{
K뎌
{
빼
미
꾀
비
 람·
빼
 
써
삐
삐
놈
 
u
u
i←
i
u
u
·
ω
m
 

뎌
{
빼
행K-
K
 
빼
 υ
·
i￠
u
&。
」
m
디
A
}
 

{
〈
루
。
 

&
」{
[
F
ω
l
a
i
 

rkF 

.
*
‘
때
 
품
삐
꾀
비
 뻐
 ”
ω
·
i￠ 
패
*
*
{
〈
 
-
τ
 
←
A
냥
.
A
E〈
m
 때
륭
 {W 



이 메뉴를 눌러보면 그렴 2.24 과 같은 중요도 그래픽처리용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데 여 기 에 논 2 가지 의 Plot ηpe 과 14 가지 의 Plot Source 를 처 리 할 수 

있 다. 한 예 로 Plot Type Pie Chart Plot 으로 Plot Source Level 1 S액uences to PDS 

항목과 관련된 중요도 결과를 그래픽처리해 보자. 이를 위하여 사용자는 Plot 

Type 항목에서 Pie Ch없t Plot 를， Plot Source 항목에서 냐vel 1 Sequences to PDS 

를 마우스로 선 택 한다. 다음으로 Select Data File 벼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Open 

대화상자에서 관련 중요도 데이타파일을 지정한다 (plot Source 별로 데이타 

타입이 정형화되어 있음). 다음으로 Plot Data View 를 누르면 그립 2.25 와 같은 

중요도 분석데이타가 설정되어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그립 2.25 의 윗 

부분은 T따get Name 에서 PDS 2 를 지정했을 때 해당되는 정보를 보여준다. 

이제 T따get Name 에서 PDS 2 를 선정해보자 그러면 PDS 2를 구성하는 KET 

사건청위에 대한 정보가 Input Freq, Input Percent, Input Name 항목에 나타날 

것 이 다. 다음으로 Input Frl액 나 Input Percent 항목에 서 Plotting 할 변수의 수를 

마우스로 지정한다. 이 변수의 수는 첫번째 변수로부터 사용자가 지정한 

변수까지가 해당된다. 다음으로 Options 벼튼을 이용하여 Plotting 할 양식을 

선정하고 Plot View 벼튼을 누르면 방금 지정한 Target 의 변수들에 대한 그림이 

나타날 것이다. 거기서 이 그립을 직접 프린트할 수도 있고 그립 2.25 의 Plot 

Print 버튼을 이용하여 프린트할 수도 었다. 나머지 Target 과 Plot 변수에 

대해서도 위와같은 방식으로 Plot 할 수 있다. 표 2.4 는 예제에서 수행한 

중요도 분석결과 표 (SAMP.TEP) 를 보여주며‘ 그렴 2.25 에서 선택한 PDS 2 에 

대한 초기사건 사고경위들의 중요도에 대한 그래픽화면은 그림 2.26 (Pie Chart) 

과 그립 2.27 (Bar Ch따t) 에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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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중요도분석결과 (PDS 에 대한초기사건사건경위) 

Importance Ranks for PD5 

Rank PD5 No 
PD51 

2 PD52 
3 PD53 
4 PD54 

F매q. 

4.020E-06 
2.402E-06 
2.041E-06 
1.224E-06 

Percent Cum % 
41.499 41.499 
24.796 66.295 
21.069 87.365 
12.635 100.000 

Contribution of Each ET 5equence to PD5 

Plant Damage 5tate: 1 4.020E-06 41.499 % of 9.687E-06 
Freq. Percent Cum % 

5AMP2_59 1.000E-06 24.876 24.876 
5AMP1 53 1.000E-06 24.876 49.751 
5AMP2 53 1.000E-06 24.876 74.627 
5AMP1 59 1.000E-06 24.876 99.502 
5AMP2 55 1.000E-08 0.249 99.751 
5AMP1 55 1.000E-08 0.249 100.000 

Plant Damage 5tate: 2 2.402E-06 24.796 % 이 9.687E-06 
F매q. Percent Cum % 

5AMP2 52 1.000E-06 41.632 41.632 
5AMP1 52 1.000E-06 41.632 83.264 
5AMP2 510 1.0때E-07 4.163 87.427 
5AMP2 54 1.때OE-07 4.163 91.590 
5AMP1 510 1.000E-07 4.163 95.754 
5AMP1_54 1.때OE-07 4.163 99.917 

Plant Damage 5tate: 3 2.041E-06 21.069 % of 9.687E-06 
F매q. Percent Cum % 

5AMP1 511 1.000E-06 48.996' 48.996 
5AMP2_511 1. 000 E-06 48.996 97.991 
5AMP2 513 1.000E-08 0.490 98.481 
5AMP2 57 1.000E-08 O.뼈o 98.971 
5AMP1 513 1.000E-08 0.490 99.461 
5AMP1 57 1.000E-08 0.490 99.951 

Plant Damage 5tate: 4 1.224E-06 12.6표 % 이 9.687E-06 

5AMP1 517 
5AMP1 512 
5AMP2 512 
5AMP2_515 
5AMP1 515 

F매q. Percent Cum % 
1.000E-06 81.699 81.699 
1.000E-07 8.170 89.869 
1.000E-07 8.170 98.039 
1. 000 E-08 0.817 98.856 
1.0때E-08 0.817 99.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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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E-06 
1.000E-07 
1.000E-07 
1.000E-07 
1.000도 .07 

5AMP1 52 
5A삐P2 510 
5A삐P254 
5A삐P1 510 
5A삐P1 54 

그림 2.25 Plot 변수를선정하기 위한 대화상자 

(31) Level 2 PSA 의 대표적인 결과중 하나는 격납건물 파손모드에 대한 확롤이다. 

일반적으로 CET 및 STC Logic Diagram 을 구성할 때 이들은 중요한 인자로 

사용된다. 이들 파손모드에 대한 확률 (또는 빈도) 은 CET 및 STC 정량화 

결과인 KCD 및 KSD 사건수목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데 보다 요약된 결과인 

KSD 사건수목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대개 파손모드는 관련되는 

몇가지 STC 를 합성함으로써 결정되므로 그 확률값 또한 판련 STC 확률 (또는 

빈도) 을 모두 합한 값이 된다. 이러한 과정은 사용자가 수 계산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 그림 2.25 의 Plot Source Branch Type to Event률 이 용하면 보다 

효과적이다. 그 결과 또한 그래픽으로 처리된다. 이제 SAMP.KSD 에 나타난 

정보를 사용자가 셜정한 변수 (예 격납건물 파손모드) 로 변환시켜 그들을 

그래픽으로 처리하는 작업을 수행해 보자. 이를 위하여 우선 마우스로 Branch 

Type to Event (by User) 항목을 지 정 한다. 다음으로 Select Data File 버 튼을 눌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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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KSD 를 선택하고 Plot Data View 버튼을 누르면 그립 2.28 과 같은 

사용자가 Plot 변수를 생 성 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 

그림 2.28 사용자에 의한 중요도변수 지정용 대화상자 

초기 에 는 SAMP.KSD 의 모든 분가 점 이 Select Mode 항에 만 나타난다 (각 분가 정 

판련 확률 및 빈도는 내부적으로 할당되어 있음). 이제 이 분기점을 이용하여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 본다. 우선 Select Mode 에 서 분기 점 F와L 과 ALPHA 를 

선택한다. 그러면 Selected Mode 항에 이들이 나타날 것이다 Speciη Name 

항에서 이들을새로운 변수이름 LEAK 로 셜정하고 Add Data 버튼을 눌러본다 

그러면 새로운 변수 L없K 가 Data Name 항에 나타나고 FAIL 과 ALPHA 

분가정확률을합한값이 Data Freq 항에 나타난다. 이것이 사용자가새로 생생한 

Plot 변수와 값이된다. 이와같은 방식으로 다른 변수를 재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모두 Data Name 과 Data Frl여 항에 나타나다. 마지막으로 OK 버튼올 

누르면 지정된 변수들에 대한 Plot 결과를 볼 수 있올 것이다.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할 경우에는 Data Name 에서 그 변수를 지정하고 Remove Data 버튼올 

누르면된다. 

2 -64 



붙확실 성 분석 곁과 Plotting 

(32) 불확실성 분석결과의 그래픽처리는 모두 [plot]-[plot Uncertaìnty Data] 메뉴를 

이용하여 야루어진다. 이 메뉴를 눌러보면 그립 2.29 과 같은 불확실성 

분석결과에 대한 그래픽처리용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그 기본적인 구조 및 

수행절차는 그림 2.28 및 단계 (31) 과 유사하다. 주요 차이점은 그립 2.28 에서는 

초기변수로 분기 점이 이용되는 데 비하여 그럼 2.29 에서는 STC # 가 

이용된다는 접이다. 초기화면의 모든항에는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는다. 이제 

SAMP.KSD 의 STC# 변수를이용하여 새로운변수 LEAK 를만들어 보자. 

그림 2.29 사용자에 의한불확실성 변수지정용대화상자 

먼저 Load Data 버튼을 눌러 SAMP.USN 올 선정하고 빠져냐오면 Modes 항에 

STC # 가 지정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변수들은 모두 SAMP.KSD 의 

STC # 들이다. 다음으로 마우스로 Modes 항의 STC 2 와 STC 3 를 차례로 

지정한다. 그러면 Selected #항에 지정된 이들 STC 가냐타날 것이다. 다음으로 

Plot V，와 Name 에 새로운 변수이름 L많K 를 지 정 하고 Add Data 버 튼을 누르면 

PI아 Variables 항에 새로운 변수 LEAK 가 지정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LEAK 에 대한 불확실성 데이타는 STC 2 와 STC 3 가 합성된 것으로 단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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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겸우저럽 내부적으로 할당된다. 이와같윤 방식으로 다륜 변수를 재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모두 DataName 과 Data Freq 항에 나타나다. 마지 막으로 Plot 

Options 버튼을 이용하여 에서 Plot 양식을 지정하고 Plot View 버튼을 누르면 

지정된 변수에 대한 그래프가 나타난다. 불펼요한 변수를 제거할 겸우에는 Plot 

Variables 에서 그 변수를 지정하고 Remove Data 버튼올 누르면 된다. 표 2.5 눈 

SAMP.LOG 파일에 저장된 불확실성 분석결과를 보여주며， 그립 2.30 과 그림 

2.31 은 그림 2.29 에 서 STC 1 - STC 5 를 Plot 변수로 지 정 했을 때 나타나는 Line 

Draw 와 Data Box 에 대한불확실성 분포들에 대한그래프 화면을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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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불확실성 분석결과 (STC 분포에 대한통계량) 

Statistics for Quantifed STC Uncertainty 
Num ofSeq = 5 
Num of Sample = 100 

STC 1 
Min =2聊E-06
5 % = 2.954E-06 
Median = 4.1 때E-06 
95 % = 5. 175E-06 
M없 = 5.434E-06 
Mean = 4. 134E-06 
Var = 4.84OE-13 

STC2 
Min = 1. 191E때 
5 % = 1.618E-07 
Median = 4.411E‘07 
95 % = 5.342E-07 
Max = 5.149E-07 
Mean = 3.954E-07 
Var = 1.676E-14 

STC 3 
Min = 1 꿇E때 
5 % = 1.832E-09 
Median = 3.492E-09 
95 % = 6.912E-09 
M없 = 1.916E-애 
Mean = 4070E-09 
Var = 5 때3E-18 

STC 4 
Min = 1.210E-06 
5 % = 1.323E-06 
Median = 4.564타16 
95 % = 6.1뾰얘 
Max = 6.3않E-06 
Mean = 4.24OE-06 
Var = 2.323E-12 

STC5 
Min = 2 뼈8E때 
5 % =2.448E얘 
Median = 2.4얘E-얘 
95 % = 4.467E-06 
Max = 4.467E-06 
Mean = 9.131E-07 
Var =3.158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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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 화상자룹 홍 한 파 엘 지 정 (File Specification) 

CONPAS 에서 수행되는 작업판련 파일지정은 크게 두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그 

하나는 일반 파일 지정용 대화상자 (Common Dialog Box) 이고 다른 하나는 CONPAS 에서 

특별히 제공하는 파얼지정용 대화상자이다 (CONPAS Specific Dialog Box). 전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 제공되는 대화상자 (File New, File Open 둥， 그립 2.9 참조) 이므로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용법에 대한 셜명이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립 2.32 에 제시되어 있다. 

그립 2.32 CONPAS 에서 제공되는 파일지정용 대화상자 (Multiple Print 경우) 

(33) 그립 2.32 는 ET Editor 에서 여러개의 사건수목올 동시에 프린트할 때 프린트할 

파일들올 지정하는 CONPAS 특정적인 대화상자이다. 이 대화상자는 [File)

[Multiple Print) 메뉴를 이용하면 볼 수 있다. 우선 프린트할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Drive, 디 렉토리， 및 관련 사건수목 타입을 선정 한다. 그러 면 Select Trees to 

Print 항에는 지정된 다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판련타입의 사건수목 파일이 

모두 보여진다. 다음으로 마우스로 프린트할 파일을 지정하여 오른쪽의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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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튼을 누르거나 더블클력한다. 그러면 Selected 항목에는 방금지정한 파일이 

올라올 것이다. 나머지 파일도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면 된다. Add All 버튼은 

지정된 디핵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올 불러오는 기능을 갖고， Refresh 버튼은 

지정한 모든 파일을 Selected 항에서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별한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로 Selected 항에서 ::J... 파일을 지정한 다음 

더블클력하거나 Remove 버튼을 누르면 된다. 버튼올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항목에 었는 파일을 마우스로 지정하여야 원하는 버튼의 기능을 활용할 수 

었다. 모든 파일이 원하는 대로 지정됨을 확인한 후 OK 버튼올 누르면 파일 

지정이 모두 완료된다. 나머지 CONP AS Specific 파일지정용 대화쌍자의 

구조도 그립 2.28 과 같거나 유사하다. 

2 - 69 



::J..립 2.26 Pie 타입의 중요도 그래프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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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de Plotter 사용 

CONPAS C때e Plotter 의 작동은 제 6 절에서와 마찬가지로 Main Control Window 룹 열어 

C때e Plotter 버튼을 누름으로써 이루어친다. 그러면 그립 2.33 과 같은 Code Plotter 의 

Main Window 가 나타난다. 이 Code Plotter Main Window 에서는 프련를 양식지정을 

지정하거나 Plotter 할 변수를 선정하기 위한 대화상자를 불러오는 것이며， 그 주요기능 

(메뉴) 및 작업순서눈 아래에서 추어진다. 

그 립 2.33 Code Plotter 의 Main Window 

가. 주요기능 

(1) 멘늄 (FiI에 

[File] 온 Plotting 할 프련트와 프린드 양식을 지정하거나 Code Plotter 를 종료하는 

가능만을담당한다. 주요 하위메뉴의가능은아래와같다. 

(P꺼ntl하 Setup] Plotting 할 Printer 및 프 린드 양식 올 지 정 한다. 

[Exit] : C때e Plotter 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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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멘늄 [Co뼈 S애rce) 

Plotting 하고자 하는 데이타 파일과 결부된 중대사고 현상분석 코드이름을 

선정한다. 만일 그 데이타 파일이 MAAP 을 사용한 결과라면 [MAAP] 메뉴를 

누르면 된다. 주요 하위메뉴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MAAP] 

[ISAAC-PH] 

[ISAAC-P) 

[MELCOR) 

나. 더I 0 I E~ Plotting 

: 뼈뻐타입의 데이타 Plot (아이콘鐘) 
: ISAAC-PH 타입 의 데 이 타 Plot 

: ISAAC 타입의 데이타 Plot (현재 수행불능) 

: 뾰LCOR 타입 의 데 이 타 Plot (아。l 콘繼 ) 

Code Plotter 의 Main Window 의 [Code Source] 메뉴에서 코드타입을 지정하면 그립 2.37 과 

같은 Pl이 변수 지정용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모든 Plot 변수는 이 대화상자를 통하여 

지정된다. 한 예로 C:\ATEMP\많AMP2 에 지정되어 있는 MAAP 데이타 파일 

LLOCAl.D30 에 포함된 몇개의 변수를 Plot 해 보자. 이 데이타 파일은 셜치프로그램에는 

주어져있지 않으므로여기서는작업순서만숙지하기로한다. 

(34) 먼저 마우스로 해당 데이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드라이브 및 디렉토리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립 2.34 의 Select Input 항목에는 같은 디헥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종류의 데이타 파일이 나타날 것이다. C때e Plotter 에서는 *.Dxx 

파일확장명으로 이루어진 파일만을 데이타파일로 인식하므로 모든 데이타 

파일은 파일확장명 *.Dxx 를 취해야 한다. 이제 Pl이 하고자하는 데이타파일 

(여기서는 LLOCAl.D30) 을 하나 선택한다. 그 결과 All Variables 항목에는 

지정된 데이타파일에 포함된 모든 종류의 변수들이 나타날 것이다 01 

변수들에 대한 데이타 값은 모두 C때e 내부적으로 할당된다. 다음으로 Plot 

하고자하는 변수들을 All Variables 항목에서 선정한다. 선정방법은 마우스로 

원하는 변수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있는 Add 버튼을 누르거나 선택된 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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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로 더블클릭하면 된다. 그 결과 선태된 변수들은 모두 Plot Variables 

항목에 나타난다. 이 Plot Variables 항목에 나타난 변수들이 모두 Plot 되는 

변수들이다. 만일 Plot 변수들을 제거하고자할 경우에는 Plot Variables 항목에서 

채거하고자하는 변수를 선택하고 오른쪽의 Remove 버튼올 누르면 해당 변수가 

Plot Variables 항목에서 제거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11 Variables 에 

나타난 모든 변수를 Plot 변수로 취급하고자 할 정우에는 Add A11 버튼을 누르면 

되 고， 선태된 Plot 변수들을 모두 제거 하고자 하는 경 우에 는 Refresh 버 튼을 

누르면된다. 이러한과정올거쳐 원하는 Plot 변수들을지정할수있다. 

(35) 한편 Plot 시 각 Plot 변수에 대한 제목을 •. TXT 파일을 이용하여 삽입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뒤에서 언급될 Separate Parameters 용션을 이용하여 각 Plot 변수에 

대한 그래프가 각각의 Plot Box 에 나타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를위해 

사용자가 해야할 첫번째 순서는 특정한 데이타 파일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제목을 •. TXT 파일에 저장하는 것이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해당 데이타 

파일에 나타난 Plot 변수 순서대로 •. TXT 파일에 그 제목을 할당하는 것이다. 그 

결과 Plot 시 데이타 파일과 함께 지정된 TXT 파일의 각 변수에 대한 제목이 

션정된 Plot 변수에 대한 그래프에 자동적으로 할당된다. TXT 파일의 지정은 

그립 2.37 의 대화상자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즉 데이타 파일을 지정하고난 후 

판련된 TXT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디핵토리를 찾아 그 디핵토리를 열면 Select 

Text 항목에는 같은 디 렉토리에 있는 모든 TXT 파일이 보여지게 되는 데 

사용자는 마우스로 해당 TXT 파일올 선택하거나 Select Text 항목 바로 아래에 

있는 Text Box 에 그 파일이륨올 직접 입력하면 된다 

변수들이 모두 지정되고난 후에 수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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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34 Plot 변수션정을위한대화상자 

일단 Plot 변수들이 지정되면 〔빼ons 버튼을 이용하여 프린트시 보여지는 Plot 양식올 

선정하는 것이다. 그립 2.34 의 Options 버튼을 누르면 그렴 2.35 과 같은 Plot 양식올 

지정하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사용자는 이 대화상자를 이용하여 프린트시 

보여지는 Plot 양식올 지정할 수 있다. 그립 2.35 에는 다양한 종류의 선택항목이 

재시되어 있다. 그주요기놓은아래와같다. 

Dra꿰ng Type 

(36) Merge Sequences 는 여러개의 데이타 파일에 폰재하는 통일한 이름의 변수에 

대한 그래프률 하나의 Plot Box 에 모두 나타내는 기능을 지정한다. 

에를들면 그렴 2.34 의 Seleα Input 항목에 나타나 있는 데이타파일 

LLOCAl.D30 과 SBO.D30 파일에 통일한 변수 PCT 가 존재활 경우 

LLOCA l.D30 의 PCT 에 대한 그래프와 SBO.D30 의 PCT 에 대한 그래프가 

하나의 Plot Box 에 모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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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35 Plot Options 울 지정하기 위한 대화상자 

이때 Plot 변수는 LLOCAl.D30 과 SBO.D30 이 되면 PCT 는 목표변수 (Target 

Variable) 이 된다. 이 청우 Plot 변수를 선정하는 방식은 ø ,(J) 의 경우와 약간 

차이가 있다. 즉 LLOCAl.D30 과 SBO.D30 올 Plot 변수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립 2.34 에서 Merge Sequences 를 선택하고 빠져나온다음 LLOCAl.D30 

파일올 선택한다. 그러면 (1) 에서 언급된것과 마찬가지로 All Variables 

항목에는 이 데이타 파일에 포함된 모든 종류의 변수가 나타난다. 다음으로 

마우스로 원하는 Target Variable ’PCT’ 률 선정한다. 그러면 이 PCT 는 All 

Valriables 항목 바로아래에 있는 Text Box 에 지정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Select Input 항목에서 LLOCA l.D30 파일올 선택하고 Add 버튼을 

누르거나 더블클릭하면 하면 LLOCA l.D30 은 Plot 변수로 되어 Plot Variables 

항목에 지정된다. 마지막으로 SBO.D30 파일올 선택하고 Add 버튼을 누르거나 

더블클릭하면 이것 또한 Plot 변수로 되어 Plot Variables 항목에 추가된다. 

이려한과정을거쳐 원하는 데이타파일을 Plot 변수로만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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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Merge Sequences 가 데이타 파일이름을 Plot 변수로 취하고 Target Variable 에 

대한 그래프를 생성하는 데 비하여 Merge P:없없neters 는 같은 데이타 파일에 

있는 여러개의 Plot 변수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의 Plot Box 에 나타내는 기능을 

담당한다. Plot 변수를 선정하는 절차는 그럽 2.35 에서 Merge Parameters 를 

선택하는 것만 제외하면 (1) 과 모두 같다. 예를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택된 그림 2.34 의 Plot Variables 항목에 보여지는 Plot 변수들은 모두 하나의 

Plot Box 에 나타난다. 

(38) Merge P하ameters 가 선택된 Plot 변수들에 대한 그래프를 하나의 Plot Box 에 

나타내는 데 비하여 Separate Parameters 는 Plot 변수들에 대한 그래프가 각각의 

Plot Box 에 독립적으로나타내는가능을담당한다. 선택된 Plot 변수들의 수에 

따라 4 가지 타업의 형식이 지정되어 있다. 이들은 일단 Plot 변수들을 

선정하면 그 수를 점검하여 정형화된 방식으로 코드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지정되나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다시 지정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하나의 

변수만 지정되면 One per page, 2 개의 변수에 대하여는 Two per page, 3-4 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Four per page, 그리고 그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는 Six per page 

가 자동적으로 지정된다. 이들은 한 혜이지에 그려지는 그래프의 수를 

의미한다. 

Max Plot Time 

(39) Code Plotter 에서는 데이타 파얼에서 지정된 최대 Plot Time (X-축에 위 치 됨) 

까지만 그래프를 나타내게 된다. 하지만 필요시 사용자는 어느 특정한 

시간대에 해당하는 데이타 값만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도 었다 Max Plot Time 항목이 이러한 가능을 담당하고 있는 데 

사용자가 원하는 최 데 Plot Time 을 입력하면 그 시간대까지만 그래프로 나타날 

것이다.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으면 례이타 파일에서 주어진 최대 Plot Time 

까지 그래프로 나타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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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뼈ay Items 

(40) Orawing Types 이외에도 그림 2.35 에서는 사용자가 그래프에 보여지는 몇가지 

항목을 조절할 수 있는 가 능올 제공하고 있는 데 Time Unit, Legend Position, 및 

Oisplay Variables 항목이 그들이다. 기본적으로 Plot 은 데이타 파일에서 

지 정 한 Time Unit 로 보여 지 는 데 사용자가 Time Unit 항목올 이 용하여 

강제적으로 그 Unit 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들면 선택된 데이타 파일의 

데 이 타가 Second 로 되 어 있다 하더 라도 Time Unit 의 항목 Minute, Hour 중 어 느 

하나를 지정하면 지정된 Time Unit 의 Plot 을 얻을 수 있다. 또한 Oisplay 

Variables 의 항목을 지 정 함으로써 Plot 에 보여 지 는 변수0) 름올 추가할 수도 

삭제할 수도 있다. 한편 Legend Position 의 경우는 Merge 경우에만 가능하다 

Merge 타업의 Plot 시에는 관련된 Plot 변수 이름이 Plot Box 의 어느 한 위치에 

그룹으로 나타나게 되는 데 Legend Position 항목을 선택하면 그 위 치를 강제로 

지정할 수 있다. 예를들면 Left Top 항목을 선택하면 Plot 변수 그룹이 Plot Box 

의 왼쪽 윗부분에 나타나게 된다. 초기에는 그 위치가 Right Top 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립 2.35 의 Oata Format 항목은 데이타 파일을 얽어들이는 

양식올 지정한다. Fixed Format 은 Format 된 데이타 파일을 얽어들일 때 

지정하며 (일반적으로 MAAP 경우)， Free Format 은 데이타 파일에 지정된 

데이타 Format 유무에 판계없이 데이타파일을 CONPAS 에서 지정된 양식으로 

얽어들인다 (일반적으로 ISAAC 경우에 사용). 후자의 경우 전자에 비하여 

데이타를 얽어들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적철히 선택하여야 한다. 그립 

2.35 에 주어진 마지막 기능은 Merge 타업의 Plot 선택시 할당할 수 있는 Plot 

제목이다. 

이상의 작업으로 Plot 변수 및 양식지정은 완료된다. 남은일은 그립 2.34 의 Plot View 

버튼올 눌러 그 결과를 살펴보거나 Plot Print 버튼을 눌러 그 결과를 직접 프린트하는 

것이다. 다음은 Plot View 버튼올 누르면 나타나는 그래프를 제어하는 가능을 

소개한다. 그림 2.34 의 Plot View 버튼을 누르면 션택된 Plot 변수에 대한 그래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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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35 에 지정된 양식으로 화면에 나타나게 되는 데 이 화면에는 몇가지 유용한 

제어버튼이 었다. 

PlotView 

(41) 그래프화면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Print All 버튼의 기능은 그렴 2.34 에서 

지정한 Plot 변수 모두를 프린트하는 것이다Print It 버튼의 기능은 선정된 

Plot 변수에 대한 그래프률 한 화면에 모두 나타낼 수 없올 때 현재 화면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만을 프린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버튼을 눌러 

실행사키면 해당 화면에 대한 여러 속생를 입력할 수있는 그립 2.36 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는 떼 사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입 력하여 그것을 프린트할 수 

있다 Save As 버튼의 기능은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에 대한 모든 데이타와 

그렴 2.35 에서 사용자가 지정한 속성 모두를 다른 이름의 데이타 파일로 

저장하는 기능올 가지고 었으며 추후 그립 2.34 에서 이 데이타 파일을 

선택하면 저장된 모든 Plot 변수와 속성이 화면에 보여진 것과 같은 양식으로 

재생된다. Pr，양ious 의 기능은 그립 2.34 에서 선택한 Plot 변수가 한 화면에 

모두 보여지지 않을 때 이용하는 것으로 이 버튼을 실행시키면 선택된 Plot 

변수 바로 전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그래프가 순서 대로 화면에 나타난다. Nex.1 

의 기능은 그렴 2.34 에서 선택한 P10t 변수가 한 화변에 모두 보여지지 않올 때 

이용하는 것으로 Previous 와는 달리 선택된 Plot 변수 바로 다음에 해당하는 

변수들의 그래프가 순서 대로 화면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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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ext Editor 훌賽 사용 

CONPAS Text Editor 모률의 작통또한 Main Control Window 를 열어 Text Editor 버튼을 

누릅으로써 이루어 진다. 그러 면 그립 2.37 과 같은 Text Editor 의 Main Window 가 

나타난다. 이 Text Editor 의 주요 기 능은 불확실 성 분석 사 요구되 는 입 력 (Input Deck)올 

만들고 Computation 모율에서 계산된 결과 및 여 러 관련 데이타를 다양한 형태로 편집하는 

것이다. 주요 메뉴의 기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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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립 2.37 Text Editor 의 Main Window 

가. 주요기능 

(1) 멘늄 (Filel 

[File] 은 Plotting 할 프린트와 프린트 양식을 지정하거나 파일 입출력 기능만을 

담당한다. 주요 하위메뉴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Ne빼 : 새 로운 Text File 올 생 성 한다. 

[Loa에 : 기 존 File 을 Open 한다 ( •. xxx, •. TXT, •. LOG, •. KxR) 

[Save) 화면의 파일올 같은 이 름으로 저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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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 As) 화면의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File I메orm) 화면의 파일에 대한 정보를 보여준다 (File Size, 생성 년/월/일 등) 

[P꺼nt) 화면의 파일을 지정된 포뱃으로 프린투 한다. 

[Ex께 : Text Editor 를 종료한다. 

(2) 멘늄 (Code Source) 

화면에 나타난 파일의 편집에 이용되는 편집 메뉴를 제공한다. 주요 하위메뉴의 

기능은아래와같다. 

[Undo) 방금 수행한 편집작용을 취소한다. 

[Cut) 마우스로 선 택 한 TEXT 부분을 삭제하여 버 퍼 에 저 장한다. 

[C때에 : 마우스로 선 택 한 Text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버 퍼 에 저 장한다. 

[Paste) : (Cut) 및 (Copy) 작용으로 버 퍼 에 저 장된 Text 내 용을 해 당 위 치 에 

복제한다. 

[Delete) 마우스로선택한 Text 부분을버퍼에 저장하지 않고완전히 삭제한다. 

(3) 페이지 강제분리 

화면에 보이는 Tex1 를 프린트할 경우 사용자가 강제로 프린트할 폐이지를 분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리할 Text Line 의 첫번째 Column 에 < 를 타입한다. 그렇지 

않으면 Print Option 에서 마진을 지정하여 프린트할 패이지를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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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격납건물성능평가방법론개발 



저13 참뿜밟햄훌훌성훌훌평가방법뿔개밟 

제 I 혐 개요 

격납건물 성능명가의 주요 목적은 격납건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격납건물 

내압저항능력의 정확한 계산， 내압저항능력을 초과할 시 방사성 물질의 초기 누출올 

야기하는 격납건물의 예측가능한 모든 파손모드및 격납건물 구조분석 방법 선정 그리고 

지배적인 파손모드 컬정과 파손모드별 파손 확률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율 

이루기위해 본장에서는 포스트텐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영광3.4 호기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인 격납건물(Sargent & Lundy Engineer언 Adolf W ALSER에 의 해 분석 됨) 

그리고 철근 첼로이루어진 독일 Philippsburg(KKP 2)발전소 격납건물에 대한 파손모드를 

조사하였으며 격납건물 구조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발전소 유형을 고려하여 포스트탠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영광 3 ，4호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Indian Point 발전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인 Zion 발전소에 대해서 분석하였고 같은 발전소라도 

수행기판에 따라 사용된 코드퉁 분석방법과 분석결과가 다를수 있으므로 비교를 통해 

최적의 분석방법을 얻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Indian Point발전소의 경우는 BNL, LASL, 

kπr풍 3개기관의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에 대해 Zion발전소의 경우는 BNL, S&L, LASL등 

3개기판의 분석방법 및 분석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large dry 형태의 가압 정수형 

발전소에 대해 국내 발전소인 영광3，4 호기와 미국의 20여개 발전소에 대해 격납건물의 

지배적연 파손모드 및 파손부위와 파손압력에 대해 Database화 하였으며 격납건물의 

파손확률을 구하기 위해 단순화된 취약도 모벨을 셜정하여 앞에서 구한 다양한 

파손모드를 모두 포함하는 취약도 곡선을그려 격납건물 각각의 파손모드를 고려한 

파손확률값을 계산하였다. 

제 2 활 격 1굽건훌 파홀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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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파손은 방사성 물질의 초기누출을 야기하는 구조물 및 계통의 파괴로 정의되며 

격납건물의 내압저항능력을 정확히 계산하기위해서는 격납건물의 예측가늄환 모툰 

파손모드가 검토되어야 한다. 내압하중에 대한 격납건물의 파손모드는 격납건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본절에서는 포스드텐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영광3‘4 호기와 

프리스트레스 콘크리드 구조인 격납건물(Sargent & Lundy Engineer인 Ad이f WALSER에 

의해 분석됨) 그리고 철근 헬로이루어진 독일 Philippsburg(KKP 2)발전소 격납건물에 대한 

파손모드를조사했다. 

1. 포스표텐손 첼근 콘크리트 격납건물(영 광 3，4호기) 

격납건물의 파손특성 분석사 적용한 내압은 정압하중으로 가정되었다. 이는 사고사 

격납건물의 내압상승이 동적영향율 평가하여야 할 정도로 급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납건물의 내압저항능력은 격납건물 내부의 정압에 대한 취약도로 계산되었다. 

파손모드는 크게 격납건물의 전반척 파손(Gross Structural Fail따라과 국부적인 파손(Local 

Failure)으로 구분할 수있다. 전반척 파손은 파손이 전반적으로 발생하므로 파손위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대규모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야기하여 통제붙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국부파손은 소규모의 누출로서 통제가 가능하며 라이너플레이드 및 링플레이드의 

찢어짐으로서 파손위치는 장비반입구주변이며 사고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파손위치 및 

파손부위의 크기산정이 필요하다. 

파손의 요인으로는 압력하중에 의한 직접적인 파손과 변형에 의한 간접파손이 있으며 

칙접적인 파손에는 막용력에 의한 파손 휩파손， 전단파손이 있고 간접파손은 

인접건물과의 간섭에 의한 파손과 관통부 및 장비반입구와 같은 개구부의 용력 및 

변형집중에 의한파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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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반입구 등 개구부의 해석시 영광3，4호기의 경우 별도의 해석모델을 작성하지 않고 

제작자 설계보고서의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단변의 저항능력을 추정하였다. 이때， 제작자 

보고서에서 나타난 최대웅력을 극한상태와 비교하여 내압저항능력을 계산하였으며 이 

결과는 션형해석의 결과를 비선형영역까지 연장한 젓이므로 다소 보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장비반입구 개폐문의 청우는 구형 Head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을 작성하여 가존 

유한요소 구조해석 코드를 이용하여 극한상태에서의 응력을 검토 하였으며 좌굴에 대한 

검토도 수행하였다. 또한， 극한내압상태에서 개구부 주위 콘크리트의 전단파손도 

검토하였으나이러한파손모드가지배적이지 않았다. 

벽-기초 접합부위의 예상되는 파손모드는 모멘트 및 축방향연장력에 의한 철근의 파손과 

콘크리트익 전단파손이다. 영광 3 ，4호기 격납건물 극한내압능력 분석에서 사용된 

연장철근의 파손가준은 철근의 최대변형률을 항복변형툴의 5배인 1%로 하였으며 

격납건물 비션형해석결과 hoop방향 탠돈의 파손에 대한 내압저항능력인 내압 155psi에서 

얀장철근의 최대변형도는 0.5%이었다 따라서 벽-기초 접합부위의 모땐트 및 축방향에 

의한 파손은 155psi이상에서 발생한다. 벽-기초 접합부위의 전단에 대한 안전율은 

155psi시의 해석결과를 이용하여 계산했을 때 2.9이었다. 따라서， 이 파손모드에 대한 

내압저항능력은 450psi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텐돈정착부 및 부벽은 손실이 일어난 후의 영구긴장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영광3 ，4호기 텐돈의 영구긴장응력은 1 89ksi이며 극한내압능력 분석시 사용한 

항복용력은 251ksi이다. 따라서， 극한내압작용시 텐돈의 긴장력은 33%정도 증가한다. 

그러나‘ 실설계시에는 허용응력을 사용하여 설계하므로 극한상태에 비해 50% 이상의 

여유치가 었다. 따라서， 텐돈 정착부나 부벽이 텐돈보다 먼저 파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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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압력 초과시 관통부 개폐문의 누셜은 고온으로 인한 밀봉재료의 파손 또는 

과대변위로 인한 개폐문과 벽체의 어긋남에 의해 발생한다. 영광 3，4호기에서 사용한 

밀봉재료는 Ethylene propylene rubber로서 미국 Sandia연구소에서 중대사고에 대한 실험올 

하였다. 실험시 작용시킨 내압은 143psi였으며 온도는 3600F에서부터 상숭시켰다. 

실험절과 밀봉재는 5900F에서 파손이 발생하였다. 영광3 ，4호기 격납건물내압능력 분석시 

사용한 최대온도는 3600F로서 실험결과로 판단할 때 이 온도에서 밀봉재의 파손은 

예상되지 않는다. 

과대변위로 인한 개폐문과 벽체의 어긋남은 장비반입구 동 개구부 자체의 변위 또는 

격납건물 전체의 과대변위에 의한 영향에 의해 발생한다. 장비반입구 둥 개구부 자체는 

hoop텐돈이 항복할 때의 압력보다 큰 내압저항 능력을 갖고 았으므로 hoop텐돈이 항복할 

때의 내압인 155psi에서 과대한 변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개폐문과 

벽체의 어긋남은극한내압상태에서 격납건물전체의 변위가개구부주위에 영향올미쳐서 

발생할것이다. 이러한 과대변위에 대한 영향명가의 어려용 때문에 극한내압능력 분석시 

탠돈의 파단을 격납건물의 파손기준으로 하지 않고 텐돈의 항복을 파손의 기준으로 

하였다. 일단 텐돈이 항복하고 나면 격납건물의 변위는 급속히 커질것이며 변위에 의한 

파손이 여러 부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탠돈이 항복하기 전에는 

격납건물의 변위는 크지 않으며 과대변위로 인한 장비반입구 동 개구부와 벽체의 

어긋남에 의한 내부 방사능물질의 누출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영광 3.4호기 

격답건물의 내압저항능력분석시 검토된주요파손모드는표3.1과 같다. 

2. 프리스트레스콘크리트격납건물 

Sargent & Lundy En，밍neer인 Adolf W ALSER에 의해 행해진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에 대한 파손모드를 조사했다[3-1]. 일반적인 격납건물 형태는 그립 3.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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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었다. 격납건물은 앓은 돔천장과 명명한 바닥 슬랩(flat foundation slab)을 갖는 

원통형으로 이루어져있다. 원통형 일부는 수명，수직 탠돈으로 구성된 포스트탠흔닝 

계통에 의해 프리스트례스 되었다. 돔은 three-way 포스트덴흔닝 계통올 갖고있으며 바닥 

슬래브는 결합되어서 보강된 철근으로 강화되었다. 격납건물의 전체 구조는 기밀을 

유지하기위해 용접된 114" 철근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결합된 reinforcing stee1은 수촉과 

온도 때문에 변형도를 분포 하도록 제공되었다. 추가적으로 결합된 reinforcing stee1은 

부분적 모땐트와 전탄력에 견디기 위해 판통부위와 구조적불연속부에 사용되었다. 

Basement는 직정 157 ft 와 두께 9 ft 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이루어져 었으며 원통형 

r않αor pit는 basemat 중앙에 위치해았으며 rea따or pit의 basemat과 ba똥 slab은 위와 아래가 

reinforcement되었다. Base slab에 작용하는 내압은 혹의 반작용과 철근 콘크리트 slab의 

강체와 강도에 의해 저항 받는다. 그러므로 포스트탠흔닝은 구조의 이부분에 외부압력이 

발휘하게 제공되지 않는다. 

격납건물안에 가능한 고장 위치와 여러가지 구조적 붙연속부는그립 3.2에 보여진다. 극한 

상태는 내압이 중가함에 따라 콘크리트 균열， reinforcing steel의 항복， 프리스트레싱 철근 

탠돈의 항복 또는 reinforcing 뻐rs의 파손 또는 프리스트레싱 철근 탠돈의 파손 때문에 

도달할 수 었다. 용접부위를 포함한 철근 라이너플레이트는 한계 변형도 값올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밀(1，않ktight)올 유지 한다고 규정되었다. 구조적 불연속부의 원래 설계는 

여분의 reinforcement 철근올 제공했으며 이러한 위치의 파손은 굽힘웅력이 막웅력에 

중복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불연속부의 콘크리트 면이 금감에 따라 그 면의 강성도는 

감소되고 그것에의해 감소된 굽힘하중은 내압 하중 결과로서 생긴다. 구조적 불연속부의 

파손은 그러므로 파손의 부차적 형태로 고려된다. 그립 3.2의 모든 파손모드는 주파손 

모드와 부차적 파손모드로 분리되며 부차적 파손모드는 막웅력 아래 주파손이 파손 전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지대에서 옐어진 동 앨과 격납건물 벽체 앨은 파손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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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수 있는 완화 효과가 없는 장소인 주파손이 가능한 파손 위치이다 Base때t는 그콧의 

아래가 흙에 의해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기 때문에 심각한 응력 상태 아래가 아니다. 

그러므로 돔 첼과 외벽 웰의 파손모드와 강도의 명가를 철저하게 했다. 

3. 철 근 웰 격 납 건 물 (Philippsburg(KKP 2)) 

최근 독일의 가압경수형 격납건물 Philippsburg(KKP 2)은 직경 56m 벽체두께 38mm(그립 

3.3)의 직립 구형의 강철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콘크리드 기초에 고정되어있다[3-2). 

격납건물 웰은 서로 용접된 대략 500개의 앓은 판으로 구성되았으며 재료눈 ferritiζ steξl 

15MnNí63 이다. 격납건물의 파손압력과 파손모드는 equípment hatch 부위의 볼트 연결을 

덮눈 밀봉상자에서 격납건물 압력 12.9 bar와 13.7 bar사이에서 나타나며 그다음에 

볼트연결 부위를 통한 누셜은 더이상의 압력 증가를 막을 수 있을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밀봉상자가 어느정도 높은 압력에서 파손되면 심한 기계적 손상을 갖눈 격납건물의 

전반적 파손이 예상된다. 주요취약부분에 대한조사는다음과같다. 

Welding seams : 그럽에 나타나있는 것처럼 welding seam의 수 킬로메타는 격납건물 첼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다. 실제 크기의 ‘νelding을 갖눈 plate에 수행됨 tensile 실험은 이러한 

welding의 파손에 앞서 약 20%의 높은 strain올 견딜수 있는것으로 나타났으며 벽 두께의 

20% 깊이를 갖는 작은 균열은 최대 하중 능력에 영향을 마치지 못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실험에 의하면 welding 동안 원인이 되는 welding seam과 균열은 격납건물의 

취 약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격납건물의 디amping 지역 (Cl때.ping region of the containment) 이부분은 ROTMEM 

코드에 의 해 조사됐으며 조사결과 meridional an밍e 120。와 130。사이 clamping 지 역 의 등량 

변형도는 격납건물 앨의 다른부분보다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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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보강제 근처의 웰지역 (Shell regions near circular reinforcements) 격납건물을 

판통하는노즐은 원형 보강재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ROTMEM에 의하면 이지역은 원형 

보강재의 응력과 변형도가 격납건물 안보다 작다. 보강재근처 웰지역은 취약부분이 

나타나며 이곳의 동량변형도는 보강재에서 멀리 떨어진 곳보다 높게나타나나 ROTMEM 

계산에 따르면 보강재가 있는곳과 없는곳의 격납건물 파손압력은 거의 같으며 14.5 - 15.5 

bar이다 

직 사각형 보강재 근처 의 웰지 역( Shell regions near rectangular reinforcements) : 격 납건물의 

어떤지역은 직사각형 보강재를 가지고 있으며 보강재 종류에 대한 실험과 ROTMEM 

계산을 비 교한결과 파손은 14.5 - 15.5 bar 사이 에 서 발생 한다고 예상된다. 

제한된 방사상의 이동을 갖는 노즐(Nozzles with restricted radial movement) 가장 큰 

노즐(직경 O.8m)의 일부는 방사상 이동이 O.lm로 제약되있고 방사상 지지대는 파손되지 

않는다고가정 했으며 상당한접촉력이 노즐에서 격납건물 첼로 전달될것이다. ROTMEM 

계산은 이경우 노즐 근처 보강재안의 변형율은 보강재 근처의 격납건물 헬안의 변형율 

보다 약간 큰것올 보여준다. 결과로서 파손은 보강재안에서 발생하며 파손압력은 15.1 

bar로 계산되었고 파손에 대한 다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14.5 - 15.5 bar 때 발생 한다고 

예상된다. 

격 납건물과 접 촉하는 콘크리 트 encasing (Containment contacting the concrete encasing) 

격납건물 파손전에 변형된 격납건물 웰과 콘크리트 encasing 사이의 접촉은 단지 

격납건물 clamping 위의 몇 메타 원형 지역에서 예상되며 이곳의 틈 폭은 단지 O.2m 이다. 

ROTMEM 계산은그러한접촉이 웰안의 용력과 변형도의 어떤 감소의 원인이됨을 보인다. 

따라서 접촉지역은취약부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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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과 접촉하는 콘크리트 encasing 내부의 보조장비(Containment contacting auxiliary 

여띠pment inside the concrete encasing) : 일부 보조장비는 격납건물 웰과 콘크리트 encasing 

사이의 톰 안에 세워져 있으며 증가된 격납건물 압력 때문에 격납건물 첼은 이러한 

장비와 접촉 할 수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장비는 double-T gi띠er 이며 ROTMEM 

계산결과와 실험결과에 의하면 double-T girder는 격납건물 캘의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 

재료성질의 다양성 (V.하iation of the material prope떠es) : 모든 계산은 옹도 1700 C와 변형율 

1O-6/s 때 측정된 재료의 자료를 가지고 수행됐으며 이러한 변수는 노심용융 사고용으로 

쓰인다. ROTMEM 계산철과 격납건물 재료 자료의 일반적인 다양성은 14.5 - 15.5 bar에서 

파손된다고 예측되며 이정우 파손모드는 전체 격납건물 웰에 심각한 균열이 

나타날것이다. 

장비반입구와 격납건물 헬 사이의 볼트연결(B이ted connection between equipment hatch and 

∞，ntainment shell) 덮개 플래이트를 갖는 웰을 연결하는 볼드는 약 7bar의 격납건물 

압력을 미리 받으며 전탄력에 의해 추가적으로 하중을 받게된다. ROTMEM 결과에 

의하면 이부위에서는 격납건물 압력이 14bar까지 올라가더라도 파손되지 않으며 실험에 

의하면 볼트 연절부위의 파손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파손모드에 대한 명백한 설명윤 

없지만 전체 볼트 연결부위의 파손은 격납건물의 전반적인 파손의 결과를 예상한다. 

볼트연결 부위를 덮는 밀봉상자(Sεaling box covering the bolted connecÌion) : 볼트연결은 

완전한 기벌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밀봉상자로 볼트연절 부위를 덮어 꺾운다. 

격납건물의 가압은 격납건물과 밀봉상자 사이의 연결에 상당한 이동 원인이 된다. 

ROTMEM 컬과에 의하면 격납건물의 파손압력은 12.9 - 13.7 뼈I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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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된 격납건물의 주요 취약 부분은 표3.2 에나타냈으며 분석에 사용된 ROTMEM 

코드는 축대청 모델로서 앓은 판용으로 개발된것이며 구형 격납건물에 발생하는 많은 

문재를 해결할 수 있게 개발된 코드이다. 

제 3 혐 격 1끓건물 뽑옳분석 방볍 

지금까지 수행된 대부분의 격납건물 극한저항능력 분석을 위한 해석모멸은 

축대청모웰이었다. 이는 개구부 동 단면의 두께 및 형상이 바뀌는 부분의 영향은 

국부적이며 전체적인 거동에 영향올 거의 주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한것이다. 또한， 

장비반입구 둥 개구부주위는 단면의 두째를 두껍게 하고 철근을 많이 보강하였가 때문에 

이 부분의 파손에 대한 저항능력은 전체적인 파손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장비반입구 등 개혜문 자체와 개구부 주위의 콘크리트의 전단저항능력이 충분하다면， 이 

가정에 의해 개구부 동 보강된 단면의 두찌를 고려하지 않고 격납건물 벽체의 최소두께를 

해석에 사용한 결과는 다소 보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3-3]. 3절에서는 포스트탠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영광 3.4호기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Indian Point 발전소，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언 Zion 발천소격납건물의 격납건물 구조분석 방법에 대해 요약했다 .. 

1. 포스트텐손 철근 콘크리트 격납건물(영광 3，4호기) 

영광 3，4호가 격납건물은 그림 3.4에 나타난것처럼 반구의 돔과 원통형 벽으로 구성된 

포스트탠손 철근 콘크리트건물이다. 격납건물 구조해석에서 고려된 부하로는 

격납건물내의 정압과 옹도이다‘ 격납건물의 내압저항능력 산정을 위한 구조해석으로 

전체해석(Global analysis)은 축대칭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DYNAX[3-4]를 이용한 

비션형구조해석 (3-5 ， 3얘l올 수행하였다. Basemat의 휩해석은 TEMCO[3-7]를 이용했으며 

장비반업구 주변의 국부해석은 ADINA(3-8]를 이용한 비션형 구조해석올 하였고， 기타 

부속구조물의 정우에는 공급자 계산서의 검토 및 수계산(외벽과 돔부위의 Hoop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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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dional 방향의 막응력계산)이 수행되었다. 전기관통부 등 구조계산이 불가능한 

구조물은 실제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내압저항능력을 산정하였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영광 3，4호기의 지배적인 파손모드는 벽체 Hoop 방향의 

막응력에 의한 파손으로 메디안 압력은 179psi이다. 

2. 철 근 콘크 리 트 격 납 건 물(Indian Point) 

Indian Point 격납건물은그림 3.5에나타난것처 럼 철끈 콘크리트 구조01 며 basemat. circular 

cylinder, 반구형 몸으로 구성 되 있으며 Brookhaven Natio때1 Laboratory(BNL),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 (LASL), Massachussetts Institute of Technology(MIT) 에 의 해 해 석 

되었다. 

가.BNL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Indian Point 격납건물) 

(1)BNL 해석방법 

BNL의 Indian P미m 격납건물의 축대칭 모델(그럼 3.6참조)은 NF AP(Nonlinear Finite 

Element An때sis Program)[3-9] 코드를 이 용하여 분석 했으며 모텔은 4087~ 의 요소와 

13997ß 의 node로 구성되 있다. 비션형 spring 요소(압축시 높은 강성도와 텐손시 영의 

강성도)는 basemat의 들어올림을 가능하게 모델하기위해 basemat 아래 사용됐다. 모델은 

원통형 벽체와 반구 돔 양쪽에 8개의 층을 가지고 있으며 basemat의 대부분은 6개의 층을 

가지고있다. 요소의 충은 다른 rei따orcing bar를 갖는 철근 콘크리트， 라이너 ‘ 판판한 

콘크리트를 분리해서 나타내기위해 선태됐다. 충의 크기와 간격 선태은 가능한 정확하게 

rebar 위치를 모멜하기위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요소의 세밀한 메쉬는 높은 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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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도가 예상되는 접합부위지역을 모렐랭 하는데 사용했으며 판판한 콘크리드의 비탄성 

거동은 Chen& Chen 모옐[3-10]에 의해 설명된다. 

(2) BNL 해석결과 

해석에 고려된 하중은 사하중 또는 중력 하중과 내압이다. 전체 중력 하중은 해석 

초기부터 격납건물에 적용됐으며 내압은 증가시키며 적용했다， 압력은 비선형 

반응개시부터 lpsig씩 증가시켰다. 요소 강성도와 압력 하중에 대한 큰이동 영향은 비선형 

풀이 과정 동안 고려된다. 비선형 지역에서는 각 형형상태 반복에 대한 강성도 개정을 

갖는 Newton-Raphson 절차가 수렴성의 해를 구하는데 사용됐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BNL에서 분석한 철과 In띠an Point 격납건물의 지배적인 파손모드는 basemat-cylinder 

접합부위의 전단능력 손실이며 파손압력은 125psig이다. 

(가) 변형반웅 

파손되기전 변형된 격납건물의 형태는 그림 3.7에 나타나었다. 그립에서 보듯이basemat

cylinder 접합부위에 큰 굽힘변형이 그리고 외벽(cylindrica wall)의 중간에 비교적 큰 radial 

변형이 얼어난다. Basemat의 변형은들어올립 이 접합부위 근처의 외벽 아래 발생하는것을 

나타낸다. 변형의 성장은 최상부 돔에서는 수칙적이동이 mid-cylinder에서는 radi외 이동이 

일어난다. 이동은 탠촌 균열이 내압 25-33psig 사이에서 콘크리트에 생길때까지 작다가 

콘크리트가 그것의 하중능력을 잃어버릴때 급속히 커진다. 

(나) 콘크리트 균열과 전단파손 

Hoop웅력에의한 수직균열은 25psig때 외벽 중간에서 처음 나타나며 압력이 29psig로 

증가함에 따라 hoop와 meridional 웅력 때문에 수직적 균열은 돔 전체에서 시작된다. 

압력이 33psig에 도달할때 basemat-cylinder 접합부위에 균열이 나타나며 이러한 균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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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형 벽체 내부위 요소안에 높은 meridional과 전단용력 때문이다 48psig의 압력때 

meridional 응력 때문에 수명균열은 접합부위 근처벽의 외부률 제외하고 전체 외벽에 

나타난다. 내압이 48psig에서 77psig로 증가함에 따라 균열된 지역은 천천히 확장되며 

77psig이상에서 basemat링linder 접합부위의 높은 전단용력은 이지역에서 다른 균열을 

일으키며 이젓이 일어날때 콘크리트는 전단에서 파손된다고 가정된다. 콘크리드의 

전단파손은 증가된 압력과 함께 벽을 통해 진척된다. 110psig때 접합부위의 50%가 

전단파손된다. 넓은 균열은 이지역에 굽힘 모멘트와 전단력의 일부를 줄이나 전단력은 

계속 증가하여 125 psig때 외부 meridional bar(벽두께의 72%)에 도달하게된다. 

이압력(1 26psig) 이상에서는 수렴적인 수치해를 얻을수 없다. 

(다) basemat-cyl.inder 접합부위에서 라이너와 rebar 웅력 

Meridional 웅력은 콘크리트가 29psig에서 균열이 시작될때까지는 서서히 선형적으로 

증가된다. 그웅력은 균열이 벽을따라 진척됨에따라 압력과 함께 급속히 증가된다. 

84psig때 라이너는 완전히 유연해진다 84psig 압력위에서 추가적인 meridional응력은 

수직한 r뼈r에 의해행해진다. Re뼈r용력은 라이너가 유연해진후 높은율로 증가되어 지며 

12φsig때 rebar 또한 유연해진다. 

(라 )cylinder mid-height 에서 라이너와 rebar 응력 

격납건물 hoop 웅력은 높이 114ft 위치인 cylinder mid-height에 가장크게 나타난다. 모든 

철근의 용력은 25psig때 hoop 웅력때문에 균열이 시작될때 까지 낮으며 압력이 25psig에서 

104psig까지 웅력은 거의 션형적으로 증가한다. 라이너 안에 hoop 용력은 이압력 범위에서 

hoop rebar의 웅력보다 높다. 대각선 rebar안의 h∞p 응력은 그것들이 수명축에 45도 

기율어져 있기때문에 훨씬작다(대략 25%). 라이너는 절합된 hoop와 meridional 응력아래 

104psig때 plastic된다. 추가적인 hoop 웅력은 hoop와 대각션 rebar에 전달되고 결과적으로 

hoop 웅력과 압력의 높은 성장률을 가져온다. 그러나 hoop와 대각선 rebar는 1 25p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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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까지 탄성으로 남는다. 해석결과는 basemat램linder 접합부위의 전단파손 때문에 

이압력위에서 얻을수 없다. 

나.LASL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Indian Point 격납건물) 

(1) LASL 해석 방법 

LASL 유한 요소 모델 : 이 축대칭 유한요소 모웰은 벼선형 유한요소 코드인 ADINA를 

이용하여 개발 됐다. 이차원 축대청 요소의 4개충은 격납건물 cylinder와 돔올 모텔하는데 

이용했으며 이 요소의 2개층은 basemat를 모탤하는데 쓰였다(그렴 3.8). 웰 요소의 추가된 

앓은 충은 라이너를 모헬화 하는데 사용했으며 비선형 spring 요소는 흙의 강성도를 

모의 하기 위 해 basemat 아래 쓰여 졌 다. Ring파 truss 요소는 reinforcement bar를 모 델 하는 데 

사용됐으며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완전한 결합은 요소 n여e에서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2)LASL 해 석 철 과 

30-40 psig 내압사이의 hoop 웅력 때문에 균열이 넓게 나타난다. 다linder mid-height의 

ra，이a1 displacement는 이러한 hoop 균열 전후에 hoop 방향에 일정한 구조적 강성이 

나타난다. 내압이 증가함에 따라 콘크리드 균열은 더육 넓게 퍼지며 특히 basemat램linder 

접합부위가 그렇다. 54psig때 외벽의 base는 장력파 전달력이 결합된 meridional 방향에 

수직한곳에서 균열된다. 추가된 균열은 70psig까지 증가함에 따라 벽의 내부 표면위에 

이러한 균열에 수직한 곳에서 시작된다. 두 명변에 수직한 균열을 갖는 콘크리트는 

전단안에서 파손 된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ADINA 코드의 제약 때문에 콘크리트의 

전단강도는 단지 50% 감소되며 해석적인 모드는 추가적인 전단력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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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에도 불구하고 전단 파손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벽을 통해 진척된다 118psig때 

basemat-cylinder 접합부위의 75%가 전단에서 파손된다. 높은 압축 웅력 아래 콘크리트의 

붕괴는 벽 밖에서 발생하며 내압의 계속적인 증가로 추가적인 전단파손과 압축 붕괴 

그리고 결과적으로 수치적해석이 수렴에 실패한다. 위와같이 LASL에서 분석한 결과 

Indian Point 격납건물의 지배적인 파손모드는 basemat-cylinder 접합부위의 전단능력 

손실이며 파손압력은 118psig이다. 

다. MIT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Indian Point 격납건물) 

(1) MIT 해석방법 

MIT 유한 요소 모델 : 축대청 해석을 수행하가위해 비선형 유한요소 코드인 ANSR-I(3-

11]올 이용했다. Basemat는 강체로 고려했고 모벨에 포함시커지 않았다. 격납건물 벽은 

밑바닥에 고정된것으로 가정했다. 모텔은 요소의 두가지 형태 즉 콘크리트용인 사변형 

요소와 철근 라이너와 reinforcing b따용인 일차원 축대칭 막요소로 이루어져있다. 그립 3.9 

에 보이는것처럼 사변형 요소의 한개 층이 벽두께를 가로질러 사용됐다. 막요소는 사변형 

요소의 내부와외부면에 위치한다. 

(2)MIT 해석결과 

MIT 유한요소 해석은 격납건물의 critical 지역이 hoop 방향에 cylinder의 중간 위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콘크리트는 해석상 고려원 초기 열용력 때문에 균열됐다고 추정한다. 

유한요소 결과 항복은 대략 cylinder 높이의 1/3지점의 hoop bar 내부에서 llOpsig때 

시작된다. 외부 hoop bar는 내부 hoopbar가 항복된후 곧 항복된다. 계속해서 이 지역의 

diago뻐1 seismic bar와 라이너 플레이트의 항복은 각각 125psig와 128psig 이다. 열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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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초기 압축 변형을 받기 쉬운 라이너는 비록 그것이 낮은 항복응력을 갖고 있더라도 

항복하는 마지막 철근 부분이다. Rei따orcing bar와 라이너 안에 웅력은 약 138psig때 변형 

경화를 개시하고 나서 항복 후 평가할만큼 바뀐다.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힘은 압력이 

1 28psig에서 138psig까지 증가될때 발생되며 전단웅력에 의해 받아들여 지고 응력이 

비교적 낮은 base와 돔에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된 용력은 중요한 meridional 

굽힘작용이된다. 138psig위의 변형 경화는 cylinder의 중간 부위 hoop bar에 웅력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웅력은 대략 내압 170psig인 내부와 외부 hoop bar 에 94ksi에 이른다. 

이압력에 외벽의 변위는 매우 크게된다(20" 초과). 170psig 01 상의 유한요소 해석은 

수행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계산은 hoop와 seismic bar는 그들의 극한 강도인 200psig때 

106ksi에 도달함을 보여준다. 위와같이LASL에서 분석한 결과 Indian Point 격납건물의 

지배적인 파손모드는 cylindrical 부분의 Hoop용력에의한 파손이며 파손압력은 

200psig이다. 

라. 해 석 결 과벼 교(Indian Point 격 납건물) 

해석컬과에 의하면 BNL,LASL 그리고 MIT 유한요소 모옐은 Indian point 격납건물용으로 

여러가지 파손반웅올 나타나게했다. MIT 모멜은 cylinder 중간 부분에서 격납건물 

cylinder의 h∞p 웅력 파손을 예상한다. 반면에 BNL과 LASL 모델은 basemat당Iinder 

접합부위에서 전단파손을 예상환다. 단순화된 MIT 모옐은 벽두께를 통한 천단 파손을 

막기위해 많은 가정을 이용했으며 이러한 가정은 첫째， 단지 4node의 사분면 요소의 

하나의 층이 콘크리트를 모델하기 위해 격납건물 벽체에 사용했으며， 둘째， Rebar는 

격납건물벽의 내부와 외부변에 한덩어리가 되었으며， 세째， Basemat는 모델화 

되지않았으며 격납건물 벽은 base에 고정된 것으로 가정했다. 라이너 orthotropic 모댈은 

팽팽한 콘크리트 모멜로서 MIT 해석용으로 사용됐다. 이모텔은 basemat당Ii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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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위의 외부 지역에 일어나는 높은 압축성 웅력아래 콘크리트 강도를 과대팽가 한다. 

위 가정의 축척적인 효과는 해석이 170psig 내압까지 수행할때 조차도 접합부위에 

전단력이 예상되지 않게한다. 반면에 BNL과 LASL 모웰에의해 예상되는 전체 구조적 

반용은 유사하나 빼sernat -cylinder 접 합부위 지 역 의 전단파손에 판한 두가지 중요한 해석 

차이가있다. 첫째는 콘크리트의 압축 으깨짐은 LASL 해석에 따르면 내압 l lOpsig 

이쌍애서 컵합부위에서 일어난다. LASL 해석에서 콘크리트 전단능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웬언은 균열과 으깨점의 결합된 영향 때문이다. BNL 해석에서는 단지 큰 압축적 

변형(으째짐은 아님)이 접합부위 지역에 예상되고 웅력의 재분배가 콘크리투의 

합축균열파 전단 강성도의 손실올 방지한다. 두번째 BNL과 LASL 해석의 차이는 균열된 

콘크리트 모웰링이다. BNL 해석에서는 균열된 콘크리트용 전단 강성도 인자는 균열 폭의 

합수로세 감소된다. LASL 모텔에서는 하나 또는 다수의 균열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가정했다. 

3.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격납건물(Zion) 

Zion 격납건물은 그립 3.10에 나타난것처럼 철근，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이며 

basernat, cylinder, 돔으로 구성 되 었으며 BNL, Sargent & Lu때y (S&L), LASL에 의 해 해 석 

되었다. 

가.BNL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Zion 격납건물) 

(1) BNL 해석방법 

BNL 의 Zion 격납건물의 축대칭 모웰(그림 3.11 창조)은 NFAP 코드를 이용하여 

분석했으며 모웰은 2687fl 의 요소와 954개의 node로구성되었다.요소의 6개 다른층이 철근 

라이너와 여러가지 rebar와 탠톤올 갖는 콘크리트 단면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됐다. 그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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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것처럼 정밀한 요소 grid가 높은 굽힘과 전단 변형이 예상되는 basemat영linder 

접합부위에 사용됐다. 외벽의 meridional 탠돈을 제외한 모든 rebar와 탠돈은 smeared 

composite material approch[3-3}에 의해 콘크리트 요소 내에 모옐되었다. Truss 요소는 

basemat영linder 접합부위 근처의 모옐올 더폭 정확하게 하기위해 cylinder의 meridional 

탠돈용으로 사용됐다. 다른 truss 요소는 땅의 제약 때문에 챙계조건을 나타내기 위해 

basemat 아래 사용됐다. 

(2) BNL 혜석컬과 

Zion 격납건물 해석 결과는 결합된 사하중， 탠돈 프라스트레스와 내압하중에서 얻는다. 

전체 사하중과 탠돈 프라스트레스 하중은 해석 초기부터 격납건물에 적용됐으며 내압은 

50psig의 초기 하중부터 단계적으로 증가시 키 며 적 용했다. 이 같이 단계적 증가는 

콘크리트가 tension(장력)에서 균열이 시작되는 내압 70psig까지 각각 5psig썩 네단계 

증가가 계속된다. 균열이 시작된 후 압력은 Ipsig썩 증가시켰다. 벼션형 지역에서는 각 

명형상태 반복 에 대한 강성도 개정을 갖는 Newton-Raphson 절차가 수렴성의 해를 

구하는데 사용됐다. 가하학적 벼션형 효과는 강생도 ma띠x와 하중 veα.or 계산용 해석에 

포함되어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BNL에서 분석한 결과 Zion 격납건물의 지배적인 

파흔모드는 basemat영linder 접 합부위 의 전단능력 흔실 이 며 파흔압력 은 Illpsig이 다. 

(가) 변형반용 

파손되기전 변형된 격납건물의 형태는 그림 3.12에 나타나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외벽아래 

basemat에는 들어올림이， basemat영linder 접합부위와 돔 transition ring근처에는 큰 

굽힘변형이 일어난다. Radial 이동은 cylinder의 2/3 지점에서 거의 일정하고 최대로 

일어난다. Cylinder의 꼭대기와 밀바닥에서 외부로 향하는 이동은 basemat와 돔 transition 

ring의 높은 radial 강성도에의해 제약받는다. 이동은 내압이 0에서 85psig 까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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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형적으로 변한다. Radial 이통은 비록 tension-sti많ning 계수를 -0.1로 썼지만 급격히 

증가한다. 이러한 성장률은 균열된 콘크리트의 hoop용력이 완전히 없어지는 102psig후에 

줄어든다. 

(나) 프리스트례스드 콘크리트 균열과 전단파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안에 초기 압축응력 때문에 Zion 격납건물안의 텐손 균열은 

Indian Point 격납건물의 그것보다 상당히 높은 내압에서 시작된다. Meridional 용력 때문에 

초기균열은 돔 transition ring의 내부표면에서 70psig때 일어나지만 격납건물 파손을 

야기하는 콘크리트 균열은 basemat-<:ylinder 접합부위 근처에서 84psig 내압때 사작된다. 벽 

내부안의 균열은 meridionaI과 전단응력에의해 주요한 용력 방향을따라 수평면에서 

여러가지 각도로 형성된다. 접합부위에 높은 전단웅력의 장력요소로인해 야기된 

부차적언 균열은 105psig때 시작된다. 이것이 일어났을때 콘크리드는 전탄력에 저항하는 

능력을 손실함으로써 파손된다. 부차적인 균열은 또한 증가된 압력을갖는 벽두께를 통해 

전파된다. 수치적 해석은 광범위한 전단파손 때문에 ll1psig 내압 위에서 발산하는 결과를 

얻고 이값은 Zion 격납건물의 파손압력으로 예상된다. Hoop웅력에의한 수직균열은 

87psig때 cylinder 중간에서 처음 나타난다. 균열은 102psig때 cylinder의 2/3 에 빠르게 

퍼 진다. basemat와 동 transition ring의 radial 제약때문에 수직 균열은 cylinder의 이두분에는 

형성되지않는다. 결론적으로 균열된 지역은 전단파손이 cylinder base에 발생하는 

lllpsig와 같다. 

(다) 철근재료안의 용력 

포스트렌손닝과 중력하중 아래 순간적얀 탄성변형 때문에 외벽의 라이너와 rebar는 초기 

압축 웅력을 받기쉽다. 텐돈 프리스트레스는 145ksi에서 대략 143ksi로 줄어든다 모든 

철근재료안의 용력은 basemat -cylinder 접합부위근처의 외부 meridionaJ rebar를 제외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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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압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이러한 응력은 파손압력인 11lpsig때 조차도 항복 강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라이너안의 hoop stress는 cylinder 중간에서 가장크며 meridional 응력은 basemat-cylinder 

접합부위에서 가창크다. 

나. S&L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Zion 격납건물) 

(1) S&L 해석방법 

S&L의 유한 요소 모델 . 축대칭 유한 요소 모텔은 층으로된 앓은 웰 요소가 격납건물 

형태(그림 3.13 )를 나타내는데 쓰였다. 모텔은 140개의 요소와 78개의 node로 구성되았다. 

앓은 웰 요소는 6개의 콘크리트 층과 추가적으로 내부와 외부 rebar와 라이너용으로 2에서 

5개의 층이 사용됐다. 충 기술은 각 요소의 두께를 통한 콘크리트 분해와 rebar 항복의 

정도를 추적하는데 이용된다. Cylinder안의 hoop 텐돈은 일치하는 콘크리트 요소의 node를 

연결하는 추가적 요소에 의해 나타난다. 수직 탠돈은 cylinder의 꼭대기와 밑바닥 node를 

갖는 두개의 요소에 의해 모벨된다 돔탠돈은 톰 자오션을 따른 콘크리트 요소의 node를 

이용해 유사하게 모델 했다. 프리스트레생 탠돈 응력은 cylinder와 돔위에 외부적으로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 그리고 양linder의 꼭대기와 밑바닥 고정점에 집중된 하중에의해 

야기된다. 

(2) S&L 해석결과 

축대칭 앓은 웰 유한 요소 모텔에서 얻은 결과에 의하면 가장큰 입 계웅력은 central 원통형 

지역의 hoop 웅력으로 나타났다.Hoop 웅력 때문에 두께를 통한 콘크리트 균열은 70.5psig 

내압에서 생긴다. 탠돈 hoop 응력은 콘크리트 균열에 따라 급작스럽게 증가한다. 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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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가함에 따라 텐돈용력은 거의 선형적으로 134.4psig 명균 항복 강도(222.5 ksi)까지 

도달한다. 이값은 보고서 [3-12]에 나타나 있는 대략적인 수계산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자세한 basemat굉linder 접합부위 지역의 콘크리트 용력은 주어져 있지않기 때문에 

이지역에 대한 콘크리트의 가능한 전단 파손은 유한요소해석에서 직접 팽가할 수 없다. 

오히려 안전의 여유도는 참고문헌[3-13]어l 기초한 격납건물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 

결정됐다. 내압 134.4psig때 radial 전단용 안전의 최소 여유도는 외벽에 이웃한 basemat 

section 2B(그립 3.13)에서 1.1 5로 나타났다. basemat굉linder 위의 cylinder 부분 2C의 안전 

여유도는 1.16으로 계산되었다. 격납건물의 내압능력은 중간 cylinder 지역의 hoop 탠돈이 

항복하는 134psig로 팽가된다. 

다.LASL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Zion 격납건물) 

(1) LASL 해석방법 

LASL 유한 요소 모웰 : 이 모웰은 Indian point 격납건물 에 사용된 LASL 방법과 유사하며 

사용된 코드는 ADINA 이다. 이차원 축대청 요소의 4개충은 격납건물 cylinder와 돔을 

모델하는데 이용했으며 이 요소의 2개층은 basemat를 모델하는데 쓰였다(그림 3.14). 철근 

라이너는 앓은 막 요소에의해 모웰화 되며 ring과 truss 요소는 reinforcement bar와 탠돈올 

모옐 하는데 사용됐으며 또한 비선형 spring 요소는 흙 강성도를 모의하기위해 b앓emat 

아래쓰여졌다. 

(2) LASL 해석컬과 

균열은 basemat와 외벅이 교차하는 외벽 내부와 돔 transition ring의 내부에 85psig 내압때 

일어난다. 원통형 혀de벽체의 mid-section은 95psig때 hoop방향왜 수직한 돔 균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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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105psig때 발생한다. 돔의 끝에서 철근 reiIÚorcement와 탠돈 항복은 결과적으로 

1 25psig 내압시 이 지역에 큰 이동이 생긴다. Zion 격납건물의 분명한 고장모드는 원통형 

side벽체 base처럼 높은 sb않r와 moment 지역의 전체구조 손실이며 이것은 125psig 내압때 

얼어 난다. 125psig때 전단파손모드에 판한 불확실성 때문에 LASL은 외 벽 의 hoop rebar와 

탠돈의 항복올 포함한 두번째 고장모드를 예견 하는데 이 고장모드는 136.4psig 내압때 

발생한다고명가했다. 

라. 해석 결과벼교(Zion 격납건물) 

BNL 해석결과는 내압 lllpsig때 basemat-cylinder 접합부위에 발생하는 다수의 콘크리트 

균열때문에 전단 파손을 예상하는 것이다. BNL 결과는 파손의 134psig때 h∞p 탠돈의 

항복에 의해 결정되는 S&L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다. 앓은 충으로된 첼 요소는 해석용으로 

S&L에 의해 사용됐으며 이것은 radial 천단력과 굽힘 모멘트 사이의 복합적 작용을 

정확하게 모델 할 수 없으며 이것은 특히 multiple 균열이 발달하는 교차지역에서 생긴다. 

LASL 해석은 격납건물용 두개의 파손 압력올 결정했는데 하나는 1 25psig때 발생하는 

격납건물 base의 전단파손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136psig때 cylinder mid-height때 철근 항복 

때문이다. 더쭉이 125psig때 해석은 돔 정점에서 철근의 항복과 큰 변형을 예견했다. 

LASL에 따르면 이것은 125psig 이상에서 수치적 불안정에 원인이 되고 해석은 높은 

압력까지 계속해서 할 수 없었다. 이러한항복은 BNL이나 S&L에 의해 얻어진것이 아니고 

LASL은 그것의 모벨이 정점 지역의 강성도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125psig때 전단파손은 computer 해석에서 직접적으로 얻올수없다. 

제 4 혐 격납건훌훌 파좀물릎 및 화손압력에 대환 

Database 훈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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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 파손은 방사성 물질의 초기누출을 야기하는 구조물 및 계통의 파괴로 정의되며 

격납건물이 어떤 압력에서 파손이 되는가는 격납건물 성능해석에서 매우 충요하다. 

일반적으로 격납건물은 설계압력 보다 훨씬 높은 압력에서 파손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리고 격납건물의 파손부위에 따라서 극한강도(Ultimate Stren밍h)까지 건전하다가 

압력이 그 이상 상승하면 급격하게 파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부위에서는 극한강도이전에 

누설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누설이 발생하였을때 누설율이 압력 상승용보다 낮을 때는 

극한강도 이상까지도 압력이 상승하여 Rupture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격납건물이 어떤 

압력까지 견딜 수 있느냐와 이때의 예측가능한 모든 파손모드(Leak‘ Rupture 퉁)가 

검토되어야 한다. 내압하중에 대한 격납건물의 파손모드는 격납건물의 명태에 따라 

달라지며[3-14] 본절에서는 large dIY 형태의 가압 경수형 발전소에 대해 국내 발전소인 

영광3 ，4 호71 [3-15, 3-16)와 USNRC GL88-20[3 -17)에 명기된 원전별 안전성 점검 (lndividua1 

Plant Examination : lPE) 을 수행한 미국의 20여개 발전소[3-18 - 3-43)에 대해 격납건물의 

지배적인 파손모드 및 파손부위와 파손압력에 대해 Database화 하였다. 

1. Large Drγ 격납건물 파손모드 

격납건물의 파손특성 분석시 적용한 내압은 정압하중으로 가정되었다. 이는 사고시 

격납건물의 내압상숭이 동적영향을 평가하여야 할 정도로 급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납건물의 내압저항능력은 격납건물 내부의 정압에 대한 취약도로 계산되었다. 

파손모드는 크게 격납건물의 전반적 파손(Gross Structural Failure)과 국부적인 파손(Local 

Failure)으로 구분할 수았다. 전반적 파손은 파손이 전반적으로 발생하므로 파손위치를 

예측할 수가 없고 대규모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을 야기하여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지만 국부파손은 소규모의 누출로서 통제가 가능하며 라이너플레이트 및 링플레이트의 

찢어짐으로서 파손위치는 장비반입구주변이며 사고결과의 분석을 위하여 파손위치 및 

파손부위의 크기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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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의 요인으로는 압력하중에 의한 직접적인 파손과 변형에 의한 간접파손이 었으며 

직접적인 파손에는 막웅력에 의한 파손， 휩파손， 전단파손이 있고 간접파손은 

인접건물과의 간섭에 의한 파손과 관통부 및 장비반입구와 같은 개구부의 웅력 및 

변형집중에의한파손동이다. 

일반적인 large dty 격납건물 형태는 앓은 돔 천장과 팽명한 바닥 솔랩(flat foundation 

slab)을 갖는 원통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럽3.15는 Diablo Canyon 1호기의 격납건물 을 

보여준다. 참조발전소를 검토한결과 가능한 파손부위는 돔， 외벽， 기초슬래브， 

라이너플레이트， 인원출입구， 장비반입구， 전기및 배판 판통부， 연료 이송판등으로 

나타났다. (표3.3 참조) 또한 참조발전소 격납건물의 주요재원과 주요파손모드및 

파손압력은 표3 .4 - 표3.38에 나타나있고 이중 격납건물의 주요재원은 다음과같은 

범주내에았다. 

참조발전소 격납건물의 주요재원범주 

직 경 (Diameter) 110 ft - 150 ft 

벽 두께(Wall Thickness) 3.5 ft - 4.5 ft 

돔 두께(Dome Thickness) 2.5 ft - 4 ft 1/4 inch 

철 근 라이 너 두께(~teel Liner Thickness) 0.25 inch - 0.5 inch 

설 계 압 력 (De~!1 _Pl"essure) 42 psig - 60 psig 

극한 파손압력이 나타나는 위치는 발전소별로 다르나 표3.39에 나타난것처럼 외벽이 2(pH 

발전소에서 나타났고(특히 hoop 파손 8), 돔이 2개발전소， 기초슬래브가 3개발전소‘ 그리고 

인원출입구， 연료이송관，전기관통부 가 각각 l개발전소에 나타났다. 표에 나타난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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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파손압력은 격납건물 셜계압력 보다는 사용된 철근의 재질과 두께 그리고 격납건물 

직경에 영향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ndian Point 2，3과 Zion 2 발전소같이 수행기판 

에 따라 파손위치와 파흔압력이 다르게 나타날수 있는데 이는 분석시 사용한 C때e 차이와 

가정 사항 차01 일 것 이 다. [3-14] 

제 5 촬 격 1밟건훌훌 취약통 

내압저항 능력은 내압하중에 대한 격납건물의 조건부 파손확률을 의미하는 내압취약도로 

나타낼 수 있다. 예상되는 격납건물 파손 형태에 대한 취약도는 가정된 과압 scenario와 

연관된 신뢰도 평가를 위해 계산된다. 그 방법은 기초셜계자료분석‘ 공학적 판단. 그리고 

추가적인 한계상태 분석에서 유도된 이 모델의 변수를 갖는 단순화된 취약도 모옐에 

근거한다. 

1.단순화된취약도모탤 

내압취약도는 파손이 발생할 때의 메디안(Median) 내압과 내압저항능력 계산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무작위변수(Random variable)로 단순화 시킬수 있다. 내압저항능력이 

무작위변수로 나타나는 이유는 구조물의 재료안에 기계적 variabilityY- randomness 

때문이고， 제작된것과 껄계와의 차아 그리고 격납건물 파손모드의 불완전한 지식 

때문이다. 이러한 무작위 변수 때문에 격납건물 내압능력익 명가는 확률론적인 접근에 

기초한다. 격납건물 취약도는 압력능력 P로 표시되며 식 (3-1 )과 같이 정의한다. 

P=Pm &μ 
n 

끼
 

’ j / , . ‘ 

여기서 Pm 은 메디안 내압이고 무작위변수 Eμ는 메디안값이 l이고 로그표준편차가 Pμ 인 

로그표준정규분포로 가정한다. 이 가정은 재료강도와 같은 내압저항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로그표준정규분포에 의해 최적으로 나타나가 때문에 적절히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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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올 P<P ’ 에 대해 누적한 함수 식 (3-2)를 내압취약도 곡선이라고 하며 엄의의 내압 

P’에 대한 격납건물 의 파손확률을 나타낸다. 

Pf = PrOb(Pfail <P ’)= φ[ln(p’ IPm) I ßμ l 

여기서 Pf 임의의 내압 P’에 대한격납건물의 파손확률 

Pfail 무작위 파손압력( 로그표준정규분포로 가정) 

P' 임의의 내압 

Pm: 메디안내압 

Pμ :로그표준편차 

(3-2) 

φ(.) : 누적 가우스정 규분포함수(Stan없rd Gaussi뻐 Cumulative Dis띠butionFunαion) 

내압취약도곡선에서 5%의 파손확률에 대한 내압을 격납건물의 내압에 대한 

저파손확률값이라고 하며 취약도 곡선과 더불어 결과치를 분석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특히， 지배적인 파손모드의 결정 및 구조계산시 상세계산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식(3-3)과 같이 결정된다. 

5% Probable failure pressure = Pm exp(- 1.65ßμ ) (3-3) 

2. 취약도평가 

단순화된 취약도모델은 취약도 곡선군으로 발전하게된다. 내압저항능력은 

메디안(Median) 내압과 로그표준편차 두가지 변수에의해 계산되어지며 메디안 내압은 

아래식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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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Vι7끼‘um‘ -
Vp 

여기서 Vum 구조요소의 메디안 극한강도 

Vp : 셜계기준압력 Pd에 의한 요소하중 

VN: 정상운전시 발생하는 다른 동시발생 하중에 의한 요소하중 

Pd :설계기준압력 

(3-4) 

메디안 내부압력능력의 계산은 적용된 하충을 결정하는데 사용된 모벨기술의 정확성과 

메디안 극한구조강도의 명가에 펼요하다. 메디안 내압 결정올 위한 구조해석으로 비선형 

구조해석과， 공급자 도면 및 계산서의 검토， 실제 실험결과이용 그리고 수계산등을 

수행한다. 이중 바선형 구조해석시 쓰인 코드로는 DYNAX[3-44] , TEMCO[3-45] ‘ 

ADINA[3-46] , NFAP(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3-47] ‘ ANSR-l[3-

48]둥이 있고 Hoop 방향의 압력 능력 은 다음과 같은 식 으로 계산된다. 

Pc= 싫ldon Atendon 1144R + frebar Arebar 1144R + fliner Aliner 1144R (3-5) 

여기서 Pc : Hoop 방향의 압력능력 

ftendon : Tendon 강도(psi) 

fre뼈r: Rebar 강도φsi) 

fliner : Liner 강도φsi) 

Atendon : 단위 높 이 당 Hoop Tendon 면적 (inch2 I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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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bar : 단위 높이 당 Reinforcement bar 면적 (in싸 1ft) 

Aliner : 단위 높이 당 Liner 면 적 (inch2 1ft) 

R: 격납건물 외벽의 반정 (ft) 

내압저항능력 분석시 수반되는 불확실성은 해석과 실제 구조물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써 불확실성 로그표준편차값 Pμ 로 나타낸다. 내압저항능력 분석사 적용된 

불확실성은 크게 구조물의 모멜령과 판련된 불확실생(M때elling unce때inty， ß nJ과 

구조물강도와 관련된 불확실성 (Strength uncertainty, ßs)의 두 가지로 냐눌 수 있다. 

구조물의 모렐링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구조물 내부의 용력분포의 불확실성， 파손기준， 

실험식의 사용， 시공오차 동을 나타낸 것이며， 구조물 강도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콘크리트， 탠돈， 철근， 라이너플레이트둥 재료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불확실성을 식 (3-6)와 같이 합성하여 내압저항능력 계산의 전체적인 불확실성 

로그표준편차 Pμ를 구하였다. 

로그표준편차 Pμ는 내압저항능력의 불확실성을 평가하며 아래식으로 표시된다 

Pμ=(ßs2+ßm2)112 (3-6) 

여기서 Pμ: 로그표준현차 

ß s: 구조적강도불확실성 

ßm:모델불확실성 

3. 복합 파손모드 취 약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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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에서는 단일파손모드에 대한 내압능력올 고려하였다. 그러나 2절에 나타났듯이 

격납건물은 다양한 파손모드에의해 파손될수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파손모드 모두를 

포함하는 취약도곡선이 필요하게되었다. 

주어진 내압 P아래 격 납건물 각각의 파손모드를 고려 한 파손 확률은 다음과 같다. 

Pf(p) = }-0[1- Pji(p)] (3-7) 

여기서 P f i (P) =: 내부압력 P에서의 고장모드 i의 확률 

n: 전체파손모드의 수 

[J : p때uct 앙m뼈l 

식 (3-7)은 파손모드가 통계학적으로 독립적인 것에 기초를 둔다. 비록 파손모드 사이에 

총속의 정도를 나타내는 몇가지 이유( 예 동일 위치와 통일 제작자)가 있지만 독립성의 

가정은보수적이다. 복합파손모드취약도곡션의 최적명가는식 (3-7)올 이용하여 계산되며 

각 파손모드용 P f i ψ)는 고유의 randomness에 입 각하여 계산된다. 예로서 V.c. Sumrner 

발전소와 Vogtle Electric Generating 1,2 호기에 대한 누적파손 확률값을 그립 3.16와 3.17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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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Dome) 

외벽 

(Cylindrical wall) 

라이너플레이트 

장비반입구및 

인원출입구 

(Equipment hatch & 

Airlocks) 

전기 및 배판판통부 

표3.1 영 광 3，4호기 격 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 

Hatch sleeve 의 막용 력 몇 휩 파손 

Hatch cover 의 좌굴 

손 

손 

Hatch cover 와 Sleeve flange의 변 형 차이 에 의 한 누출 

변형집중에 의한Ring plate 및 주변 라이너플레이트의 파손 

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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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Philippsburg(KKP 2) 격납건물 취약부분 

취약부분 조사방법 고장압력 고장모드 

Welding se없ns noweak part 

Clamping region ROTMEM noweakpart 

Shell regions near circular reinforcement ROTMEM 14.5-15.5 bar global 

SheU regions near rectangular reinforcements expenment 14.5-15.5 bar local, 

ROTMEM global 

Nozzles with restricted radial movement ROTMEM 14.5-15.5bar local‘ 

global 

Containment ∞ntacting the concrete encasing ROTh正M noweakp따1 

Containment contacting auxilial)' equipment experiment, noweakp따1 

ROTMEM 

Variation of the material properties ROTMEM 14.5-15.5bar global 

Bolted connection experiment, > 14 bar global 

ROTMEM 

Sealing box experiments, 12.9-13.7 bar local 

ROTM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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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Large Dry 격납건물의 파손모드 (1 /2) 

손모I 

돔(Dome Hoo 및 Meridional 방향의 막용력에 의한 파손 

Hoo 및 Meridional 방향의 막웅력에 의한 파흔 

외벽 

(Cylindrical wall) 7 손 

이 손 

손 

라이너플레이 E 굴 

손 

Lockdoors 파손 

Stiffeners, End of door, Panels, D∞r bolt plate, Associated welds 

인 원출입 구(personnel 

Airlocks) Lock bulkheads 

anels, StiffeIle!~ 

Lock barrel 

collar, Outer sle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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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Large Dry 격 납건물의 파손모드(212) 

파손부위 파손모E 

장비 반 입 구(Equipment Hatch sleeve 의 막응력 및 휩파손 

hatch) Hatchcover 의 좌굴 

Hatch bolt 파손 

앵커의파손 

개구부주변 콘크리트의 처단파흔 

Hatchcover 와 Sleeve뻐ge의 변형차이에 의한 누출 

Base flange 파손 

Dished head 파손 

Manway flange, Manway cover, Manway shell 파손 

B빼 ring shell, B빼 ring wel따ng ∞11따， B빼 ring wel띠ng collar 

splice fl없1ge， Bod.y ring welding ∞lIar splice bolts 

Punchingsh않rthrough ∞ncrete shell 

온도에 의한밀본재료의 기능상설 

변형집중에 의한Ring plate 및 주변 라이너플레이 E의 파손 

전기 및 배관판통부 판통부자첸펀파손 

온도에 의한밀본재료의 기능상실 

앵커의파손 

파이프 반력에 의한 격납건물벽체의 함손 

연료이 송판 (Fuel Transfer 판파손 

Tube) Bellow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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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명광 3 ‘4호기 격납건물의 주요재원 

형태 large dry; steel - lin잉 post - tensioned reinforced 

concrete cylindrical structute with a 

hemispherical dome 

Free Volume 2.8 E6 ft3 

pesign L~ Rate 0.1 %vollday 

설 계 압 력 (Q~sign Pressure) ~4 psiR 

셜 계 온도 (1)응sign Temperature) 

내 부 직 경 ~id~ Diameletl 144 ft 

내 부 높 이 (lnside Height) 219 ft 

외 벽 두께 (CylindricaI Wall Thickness) 4ft 

돔두제 (Dome Thickness) 3.5 ft 

기초슬래브 두께 ( Basemat Thickness) 12 ft 

라이너두께 (WaII) 1/4 inch 

(D()~ 1/4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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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5 영광 3 ，4호기 격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위 파손모드 파손압력(psig) 

돔(Dome) Hoop 및 Meridional 방향의 막응력 에 의 한 파손 208 

Hoop 파손 179 • 

외벽 Meridional 파손 269 

(Cylindri때lw외1) 기초슬래 H 여컬부의 휩 파손 258 

기초슬래브 연결부의 전단파손 382 

기초슬래브 휩파손 193 

처단파손 214 

장비 반 입 구(Equipment Hatch cover 의 화굴 226 

hatch) 

인 원출입 구(Personnel 210 

Access Airlocks) Personnel Emergency Exit Airlock 185 

여료이송판 203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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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6 PALO VERDE 1,2,3 격 납건물의 주요재 원 

、

형태 large dry; steε1 -linc쳐 post - tension혀 concrete 

Freε Volume 2.6 E6 ft3 

Design L~~te 0.1 %voVday 

설 계 압 력 (Design Pressure) 60 psig 

셜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내 부 직 경 (Inside Diameter) 146 ft 

내 부 높 이 (Inside Height) 206.5 ft 

외 벽 두께 (Cylindrical Wall Thickn~s) 4ft 

돔 두께 (Dome Thickne~) 3.5 ft 

기 초슬 래 브 두께 ( Basemat Thickness) 10.5 ft 

표3.7 PALO VERDE 1,2,3 격 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혼부위 파손모C 파손압력φ~g) 

돔(Dome) Hoop 파손 179 • 

Meridional 파손 252 

외벽 (중간부분) Hoop 파손 201 

(Cylindrical w떠1) (기초슬래브부분) Hoop 파손 225 

(기초슬래브부분L Meridional 파손 348 

기초슬래브 처단파흔 199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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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8 FORT CALHOUN STAπON 1 격납건물의 주요재원 

협태 llll'ge dry; ste응1 - lißl벌핀ost - tensioned concrete 

Free Volume l.05E6 ft3 

셜 계 압력 (Design Pr짧밸l 60p~ig 

내부 칙 청 (Inside Diam뱉깐 110ft 

내부 높이 (Inside Height) 137.375 ft 

외 벅 두께 (Cylindrical Wall Thickness) 3.875 ft 

돔두께 (Dome Thickness) 3ft 

기초슬래브 두께 (Basemat Thickne앓) 12ft 

Concrete Type Limestone I Common Sand 

표3.9 FORT CALHOUN STATION 1 격 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위 파손모C 파손압력(l)siø;) 

톰(Dome) Hoop 및 Meridional 방향의 막용력 에 의 한 파손 282 

외벽 Hoop 파손 235 * 

기초슬래 H 연철부의 처단파손 268 

기초슬래브 굽휩파손 284 

처단파흔 284 

Ringbeam Meridional 파손 392 

장비 반 입 구(Equipment 310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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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0 SHEARON HARRIS 1 격 납건 물의 주요 재 원 

형태 large dry; stεel - lined reinforced concrete 

Free Volurne 2.1 E6 ft3 

셜 계 압 력 (Design Pressure) 45.7 psig 

설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1200 F 

내 부 직 겸 (Irt~ìde DiaI1l~ter) 130ft 

내 부 높 이 (Insìde Height) 220 ft 

외 벽 두께 (Cylindrical Wall Thickness) 4.5 ft 

돔두께 (Dome Thickness) 2.5 ft 

기초슬래브 두께 ( Basemat Thickness) 12 ft 

라이너두께 (Bottom Floor) 0.25 inch 

(Cylinder Wall) 0.375 inch 

(Dome) 0.50 inch 

표3.11 SHEARON HARRIS 격납건물의 주요 파혼모드및 파손압력 

손모드 파손압력 sig) 

즈Ci1L ome) Hoo 및 Meridíonal 방향의 막응 력 에 의 한 파손 284 

외벽 Hoo 및 Meridional 방향의 막용력에 의한 파손 210 

205 

7 초스 H 처단 손 153 •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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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2 CALVERT C따Fl 격납건물의 주요재원 

형태 large 따y; posttensioned steel - lined prestressed 

concrete 

Free Volume 2.0E6 ft3 

Design Leak Rate 0.2% vol / day 

셜 계 압 력 (I)~~ign Pressure) (psig) 50 psig 

설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내 부 직 경 (Inside Diameter) 130ft 

내부 높이 (lnsicl~ !leigþn 181.75 ft 

외 벽 두께 (Cylindri뎌1 Wall Thickness) 3.75 ft 

돔두께 (Dome Thickness) 3.25 ft 

기초슬래브 두께 (Basemat 'flli~J~ness) 13ft 

Concrete Type Limestone / Conunon Sand 

3 - 43 



표3.13 CAL VERT CLIFF 1 격 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분원 파혼모E 파손압력(psig) 

돔(Dome) Hoop 및 Meridional 방향의 막용력 에 의 한 파손 262 

외벽 H∞p 파손 158 

Meridional 파손 180 

기초슬래 B 여컬부의 처단파손 164 

기초슬래닙 처단파손 143 

인 원 출입 구(personnel Liner Tear 132. 

Airl얄핸 Door Buckling 180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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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4 SALEM GENERATING STATION I 격납건물의 주요재원 

형태 lar뿔Jiry; reinforce!l concrete 

Free Volume 2.65 E6 fe 
Design Leak Rate 0.1 %vol! day 

셜 계 압력 (Design Pressure) 47 psig 

설 계 온도 {Design T웬밸ratt밸l 1200 F 

내 부 칙 경 (Inside Diarneter) 140 ft 

내부 높이 (1뀐낼 Height) 210 ft 

외 벽 두께 (Cylindrical Wall Thickness) 4.5 ft 

돔두께 (Dome Thickness) 3.5 ft 

기 초슬 래 브 두께 ( BasematT피ckn엉s) 18 ft 

라이너두께 (Bottom Floor) 0.25 inch 

(다linder Wall) 0.375 inch 

(D~!Ile) 0.50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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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5 SALEM GENERA TING ST A TION 1 격 납건물의 주요 파손모트및 파손암력 

파손부위 파손모드 파손압력(psig) 

돔(Dorne) Hoop 파손 181 

Meridional 파손 123 • 

Hoop 파손 170 

외벽 Meridional 파손 -
175 

(Cylindrical wall) 기초슬래 B 여결부의 처단파손 252 

기초슬래브 휩파손 133 

전단파손 187 

라이너플레이 E Liner Tear 145 

장비 반 입 구(Equíprnent 230 

hatch) 

인원출입구(personnel 184 

Access Aírlocks)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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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6 v.C SU1뻐.1ER 격납건물의 주요재원 

형태 large dry ; concrete 

Pree Volume 1.84 E6 fe 
설 계 압 력 (Design Pressure) 57 psig 

설 계 용도 (Design Temperature) 283 0 p 

내 부 직 경 (Inside Diameter) 126 ft 

내 부 높 아 (Inside Height) 187 ft 

외 벽 두께 (Çy!indrical Wall Thickness) 4ft 

동두께 (Dome Thickness) 3ft 

기 초슬래브 두께 떠a앓matT피따less) 12 ft 

라이너두께 0.25 inch 

표3.17 V.C SUMMER 격납건물의 주요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위 파손모드 파손압력 (psi~) 

돔(Dome) Hoop 및 Meridional 방향의 막웅력 에 의 한 파손 172 

외벽 Hoop 파손 162 

Meridional 파손 149 • 

기초슴래 H 여결부의 처단파손 158 

•. 극한파손압력 

3 - 47 



표3. 18 SAN ONOFRE 2,3 격납건물의 주요재원 

형 Ell large dry; 

Free Volume 2.30 E6 ft3 

설 계 압 력 (Design Pressure) 60 psig 

셜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3000 F 

내 부 직 경 (Inside Oiameter) 150 ft 

내 부 높 이 (Inside Height) 172 ft 

외 벽 두께 (Cylindri덩1 Wall Thickness) 4 ft 4 inch 

돔두께 (Dome Thickness) 4 ft 0.25 inch 

기 초슬 래 브 두께 매asemat Thickness) 9ft 

라이너두께 0.25 inch 

Concrete Type Basal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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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9 SAN ONOFRE 2,3 격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위 파손모드 파손압력 (psig) 

돔(Dome) Hoop 및 Meridiona1 방향의 막웅력에 의한 파손 185 

HOOJl파손 175 

외벽 Meridiona1 파손 232 

(Cylil1<iti~al wa11l 기초슬래 B 여결부의 휩 파손 232 

기초슬래브 휩파손 198 

장비 반 입 구(Equipment Liner Tear 160 

hatch) 

인 원출입 구 (personnel Liner Tear 169 

Access Airlocks) 

연료이송판 Secondarv Be110ws 157 •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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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0 VOGTLE ELECTRlC GE뾰RATING 1,2 격 납건 물의 주요 재 원 

형태 large dry; 

Free Volume 2.76 E6 ft3 

셜계 압력 (Design Pressure) 52 psig 

설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381 0 F 

내 부 직 경 (Inside Diameter) 140 ft 

내 부 높 이 (Inside Hei~ht) 228 ft 9 inch 

외 벽 두계 (Cylindrical Wall Thickness) 3 ft 9 inch 

돔두께 (Dome Thickness) 3 ft 9 inch 

기 초슬 래 브 두께 ( Basemat Thickness) 10 ft 6 inch 

라이너두께 0.25 inch 

표3.21 VOGTLE ELECTRIC GENERATING 1,2 격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위 파손모E 파손압력{psig) 

돔(Dome) Hoop 및 Meridional 방향의 막용력에 의한 파손 165 

외벽 Hoop 파손 164 

기초슬래 H 145 * 

안원출입구 147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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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2 HADDAM NECK 격납건물의 주요재원 

형태 large dry ; reinforced concrete 

Free Volume 2.23 E6 ft3 

설 계 압력 ~igtl Pressur~l 40 psig 

셜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내 부 직 정 (Inside Diameter) 135ft 

내 부 높 이 (Inside Height) 187 ft 

외 벽 두께 ~l!C!낀cal Wall Thickness) 4.5 ft 

돔두께 (Dome Thickness) 2.5 ft 

기 초슬 래 브 두께 (Basemat Thickness) 9ft 

라이너두께 (Bottom Floor) 0.25 inch 

(Cylinder Wa11) 0.375 inch 

(Dome) 0.50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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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3 HADDAM NECK 격 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위 파손모I 파손압력(psig) 

돔(Dome) Hoop 및 Merid.ional 방향의 막웅력 에 의 한 파손 122 

Hoop 파손 97 

외벽 돔여컬부의 파손 97 

(Cylindrical wall) 기초슬래브 여결부의 파손 > 75 • 

작비반입구근처 96 

장비 반 입 구(Eq띠pment 116 

hatch) Bolt 파손 228 

Liner / Penetration Tear 97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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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4 CRYSTAL RIVER 3 격 납건물의 주요재 원 

형태 large dry; c따bon steel lined 

Free Volume (ft3) 

셜 계 압 력 (Design Pressure) (psig) 

셜 계 온도 (~esign Temperatu~ 

내부 직 경 (Inside Diameter) 130ft 

내 부 높이 {!밸ide Hei방lt) 157 ft 

외 벽 두께 (Cylindrical Wall Thickness) 3 ft 6 inch 

돔두께 (Dome Thickness) 3ft 

기 초슬 래 브 두께 어asemat Thickness) 9ft 

라이너두께 (Base) 0.25 inch 

(Cylinder Wall) 0.375 inch 

(Dome) 0.25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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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5 CRYST AL RIVER 3 격 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위 파손모드 파손압력(p상g) 

돔(Dome) Meridional 방향의 막응력 에 의 한 파손 199 

H∞p 파손 172 

외벽 Meridional 파손 216 

(Cylindrical wall) 기초슬래 H 여결부의 휩 파손 140 • 

기초슴래 H 연결부의 처단파손 147 

기초슬래브 휩파손 142 

처단파손 152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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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6 CALLAWAY 격 납건물의 주요재 원 

형태 large dry; 

Free Volume 2.50 E6 ft3 

셜 계 압 력 (Desi맑1 Pressure) (psig) 60 psig 

설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 F

내 부 직 경 (Inside Diameter) 140 ft 

내 부 높 이 (Inside Height) 205 ft 

외 벽 두께 (Cylindri않1 Wall Thickness) 4ft 

돔두께 (Dome Thic}(ness) 3ft 

기 초슬 래 브 두제 떠asemat Thickness) 10ft 

라이너두께 0.25 inch 

표3.27 CALLAWAY 격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위 파손모E 파손압력(psig) 

돔(Dome) 첫춰 지역파손 174.6 

외벽 중간지역 파손 135.1 • 

(Cylindrical wall) 기초슬래 B 여결부의 파손 257.1 

라이너플레이 E 잣비반엽구근처 279.2 

외벽중간지역 파손 223.6 

배관관통부 223.6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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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28 DIABLO CANYON I.2 격납건물의 주요재원 

형태 large dry ; steel-lined reinforcc쇠 concrete 

Free Volume (ft3) 2.63 E6 ft3 

셜 계 압 력 (Design Pressure) (psig) 

설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내 부 직 경 (Inside Diameter) 140 ft 

내 부 높 이 (Jllside Heigh!) 142 ft 

외 벽 두께 (Cy!indrica}jVall Thickness) 3 ft 8 inch 

돔두께 (Dome Thickness) 2 ft 6 inch 

기 초슬 래 브 두께 ( Basemat Thi~!me~ 14.5 ft 

라이너두께 (Bottom Floor) 0.25 inch 

(Cylinder Wall) 0.375 inch 

(Dome) 0.375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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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9 DIABLO CANYON 1,2 격 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 • • • 

파손부위 파손모E 파손압력(psig) 

돔(Dome) Hoop 및 Meridional 방향의 막응력에 의한 파손 200 

Hoop 파손 170 

외벽 Meridional 파손 200 

(Cylindric외 wall) 간초슬래브 여절분의 파흔 >200 

Liner Plate파 손(타nergency Lock insert plate) 120 * 

7}초슬래브 파손 200 

장비 반 입 구(Equipment Hatch cover 의 화굴 154 

hatch) 

인원출입구 View Port Sight Glass 155 

문 220 

처기판통부 >200 

주요판통부 주중기 Lines >200 

급수Line >200 

격납건물Purge >200 

Surnp >200 

연료이송판 >200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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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0 H.B. ROBINSON 2 격납건물의 주요재원 

협태 large dry : steel-Iined reinforc벼 concrete 

Free Volume 1.95 E6 ft3 

D얻sign Leak Rate 0.1 % Vol/ Day 

셜 계 압 력 (Design Pressure) 42 psig 

셜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1200 F 

내 부 직 경 (Inside Diameter) I30.ft 

내 부 높이 (Inside Height) 191 ft 

외 벽 두께 (Cylindrical Wal1 Thickness) 3.5 ft 

돔두께 (Dome Thickness) 2.5 ft 

기 초슬 래 브 두께 (BasematJhickn~~} 10ft 

라이너두께 (Lower Wall) 0.5 inch 

(Upper Wall) 0.375 inch 

(Dome) 0 .5 inch 

Concrete Type Quartz-ba앓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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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1 H.B. ROBINSON 2 격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위 파손모E 파손압력 (psig) 

돔(Dome) Hoop 및 Meridional 방향의 막응력에 의한 파손 186 

!I<>oP 파손 192 

외벽 Meridional 파손 168 

(Cylinψical wall) 기초슬래브 여걸부의 처단파손 130 

기초슬래브 전단파손 128 •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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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32 SEABROOK 격납건물의 주요재원 

형태 large dJY reinforced concrete cylinder with 

hemispherical dome 

Free Volume 2.70 E6 ft? 

셜 계 압 력 ([)4훤gn Press\앨l 60 psig 

셜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내 부 직 경 (Ins!<1e Diameter) 140 ft 

내 부 높 이 (lnside Height) 219 ft 

외 벽 두께 (Cylindrical Wall Thickness) 4 ft 6 inch 

돔두째 (Dome Thickness) 3 ft 6 inch 

기 초슬 래 브 두께 어a앓matT피때less) 10 ft 

표3.33 SEABROOK 격 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위 파손모E 파손압력(psig) 

돔(Dome) HOOD 및 Me다dional 방향의 막용력 에 의 한 파손 223 

HOOD 파손 216 * 

외벽 Meridional 파손 281 

Wall Shear Fat Base 408 

기초슬래브 휩파손 400 

처단파손 323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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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4TROJAN 격 납건물의 주요재 원 

형태 large dπ; post-tensioned concrete cylinder 

Free Volume 2.0 E6 ft3 

Design Leak Rate 0.1 % Vol / Day 

설 계 압 력 Jþesign Pressure) 60 psig 

설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1000 F 

내 부 직 경_(Inside Diametεr) 124 ft 

내 부 높이 (Inside Height) 200 ft 

외 벽 두께 (Cylindrical Wall Thickness) 3 ft 6 inch 

돔두께 (Dome Thickness) 2 ft 6 inch 

기 초슬 래브 두께 (Ba똥matT피따less) 5ft 

라이너두계 (Floor) 0.25 inch 

(W;외1) 0.25 inch 

(Dome) 0.25 inch 

(Cav찌ity) 0.25 inch 

Concrete Type Basal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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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5 TROJAN 격 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완 파손모드 파손압력(psig) 

돔(Dome) Hoop 파손 178 

Meridional 파손 197 

Hoop_파손 151 * 

외벽 Meridional 파손 201 

(Cylindrical wall) 기초슬래 H 여결부의 휩 파손 160 

기초슬래브 연결부의 처단파손 260 

기초슬래브 >>160 

장비반입굳 160 

인원출입구 160 

*. 극한파손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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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6 ZION 격 납건물의 주요재 원 

형태 large dry; post-tensioned 

Free Volume 2.6 E6 ft3 

Design Leak Rate 0.1 %vol / d.av 

셜 계 압 력 (!)esign Pressure) (psig) 47 psig 

셜 계 온도 (Design Temperature) 1000F 

내 부 직 경 (Inside Diameter) 141 ft 

내 부 높 이 (Inside Height) 189 ft 

외 벽 두께 (Cylindrical Wall Thickness) 3.5 ft 

돔두께 (Dome Thickness) 2.75 ft 

기초슬래브 두께 ( Basemat Thickness) 9ft 

라이너두께 (Floor) 0.25 inch 

(W외1) 0.25 inch 

( Dome) 0.25 inch 

Concrete Type Limestone / Common Sand 

표3.37 ZION격납건물의 주요 파손모드및 파손압력 

파손부위 파손모E 수행기관 파손압력φsig) 

BNL 111 

외벽 기초슬래브연결부파손 LASL 125 

(Cylindrical wall) 중간지역 HOOP 파손 S&L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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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8 Large Dry 격납건물의 파손위치및 극한파손압력 01 2) 

••---•••••••• 

발전소 판손위치 파손압력φsi g) 

영광 3 , 4 외벽 <!!IlOP 파손) 179 

PAI..Q~RDE 1,2,3 돔 (Hoop 파손) 179 

FORT CALHOUN ST A TION 1 외벽 (Hoop 파손) 235 

SHEARON HARR1S1 기출슬래!!처단 파손) 153 

CAL VERT CLIFF 1 인 원 출입 구 (Liner Tear) 132 

SALEM GENERA TING ST A TION 1 돔 {Meridional 파손) 1 2 3 

V.CSUMMER 외 벽 ( Meridional 파손) 149 

SAN ONOFRE 2,3 여료이송판 157 

VOGTLE ELECTR1C 기초슬래브 1 4 5 

GENERA TING 1.2 

HADDAMNECK 외범 (기초슬래브 여결분 봐손) > 7 5 

CRYST AL RIVER 3 외벽 (기초슬래 a 여결부 파손) 140 

CALLAWAY 핀별 (중간잔멸판손) 1.35.1 

DIABLO CANYON 1,2 외벅 l란~넌플레이 E 파손) 120 

H.B. ROBINSON 2 긴촉슬램!! {처달많솔) 128 

SEABROOK 외벽 (Hoop 파손) 216 

’fROJAN 외벽 (H힐쁘파손) 151 

OCONEE3 완혐 148 

3 - 64 



표3.38 Large Dry 격 납건물의 파손위 치 및 극한파손압력 (2 / 2) 

발처소 파손위치 파손압력{psi g) 

INDIAN POINT 2,3 

수행기판 (BNL) 외벽 1 1 0 

(LASL) 외벽 (기초슬래브 연결부 파손) 118 

(BNL) 외벽 125 

(MIT) 외벽 (중간지역 뀔뺑파손) 200 

ZION2 (BNL) 외벽 111 

(LASL) 외벽 (기초슬래브연결부파손) 125 

(~윷L) 외 벽 (중간지 역 Hoop 파손) 134 

POINT BEACH 1 외벽 (Hoop 파손) 162 

BYRON 1 외벽 125 

2 처기관통분 108 

JOSEPH M. F ARLEY 1,2 외벽 116 

PALISADES 외벽 131 

COMANCHPEAKSTEAM 외벽 136 

ELECTRIC STATION 

TURKEY POINT 3,4 외벅 (Hoop 탠돈 파손) 1 5 2.8 

SOUTH TEXAS PROJECT 외벽 (Hoop 탠돈 파손) 141 

ELECTRIC GENERA TING ST. 

WOLF CREEK GENERATING ST. 외 벽 (중간높이 막용력 파손)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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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9 참조발전소 격납건물의 극한파손모드 

,-••}• 

파손부위 파손모드 발전소수 

Hoop 파손 8 

외벽 Meridional 파손 2 

(Cylindrical wall) 기초슬래 H 여결부의 휩 파손 

중간지역 파손 

라이너 플래이 E 파손 

기타파손 7 

돔(Dome) Hoop 빛 Meridional 방향의 막응력에 의한 파손 2 

기초슬래님 3 

인원출입구 

연료이송판 

처거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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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10 Zion 격납건물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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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방사선원항 뽑석방법롬 개뽑 

제 I 혈 개홉 

원자력 발전에 수반되는 위험도(따k)는 최종적으로 발천소 인근 주민에 피폭 또는 

홉수되는 방사선량에 의해 명가되며 이의 명가를 위해서는 주요 사고청위가 도출되어야 

하고 그 발생확률이 산정되어야 함은 물론 사고시 방사선원항(source tenn) 및 그에 따른 

불확실성 분석 컬과가 컬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방사선원향이란 원전의 중대사고시 

주위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양， 에너지， 시간， 및 여타특성을 의미하며， 원천의 

위험도는 발생확활은 작으나 일단 발생할 정우 극심한 위해를 초래할 수 었는 중대사고에 

크게 기인하므로 이에 따른 방사선원항의 컬정은 원천의 안전성 명가에 필수적이다. 

방사선원항 명가의 역사는 TMI 사고전.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TMl 사고이전의 

방사선원항 평가의 특정온 중대사고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에 관한 연구 및 데이타 

베이스 (없ta ba앓) 미비로 방사션원향이 매우 보수적으로 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1979년 3월에 발생한 TMI 사고의 명가결과 유출된 방사선원의 양이 종래의 평가치보다 

훨씬 적었다는 사실 및 이후의 수 많은 실험과 코드계산에서 입증되었다. 한편， TMI 

사고이후， 사고측정 컬과로부터 방사선원항 재명가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USNRC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83-1985년에 걸쳐 BCL (Battelle Columbus 

Laboratory)에 의해 BMI-2104 천산코드 체제 [4-1]가 수립되었다. 이후 BMI-2104 

코드체제는 수정보완되어 STCP (Source Tenn Code Package)라 명명되고 미국내 5개 LWR 

발전소의 위험도 팽가에 사용되었다. 또한 미국의 원자력 산업체가 설립한 IDCOR 

(Industry Degraded Core Rulemaking) 프로그 램 올 통하여 MAAP (Mod띠ar Accident Analysis 

Program) 코드 [4-2]가 개발되었다. 이러한 코드들을 통하여 1980년대에는 원자로심， 

I차냉각계통， 및 격납건물에서의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에 관한 해석모델이 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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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에 폰재하는 초기 핵분열생성물의 일정률이 주위환경으로 누출된다는 TMI 이전의 

임의 평가방법을 대체하게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의 방사선원항에 대한 연구는 고라 

l호기 및 영광 3，4호기를 대상으로 STCP 코드를 사용하여 격납건물에서의 이송분융 [4-

3] 이， 울진 3 ，4호기를 대상으로 MAAP 코드를 사용하여 몇 가지 사고경위에 대한 격납건물 

외 부로의 방출분융 [4-4]01 계산된 예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방사선원항에 대한 η11 사고이후의 재평가에서 과거에 사용된 

일반적이고 보수적인 방법을 탈피하여 발전소 유형별로 이전에는 고려되지 않았던 많은 

사항들이 입력된 결과 불필요한 보수성이 사라져 원전의 중대사고시 방출가능한 

핵분열생성물의 양끈 지난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η11 이후의 분석평가 역시 중대사고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에 대한 물리적 

현상과 사고진행과정에 대한 지식의 결여 및 불완전한 해석모델로 인해 현재까지도 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방법은 크게 해석적 방법 (Analytical Method) 과 매개변수 

모텔법 (Parametric Model Method) 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해석적 방법은 모텔이 간단한 

경우 수치적분법이나 미분민감도법과 같은 여러가지 해석적 방식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중대사고 해석과 같이 모델이 복잡한 경우 해석 전산코드를 이용해 불확실도릅 구하는 

방법이다. 01 러한 불확실성 평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각 변수들의 조합 ( combination)에 

대해 방사선원항의 계산야 수행되어야 하므로 사용되눈 주요 변수의 갯수가 많올 시에는 

수많윤계산이훨요함을의마한다. 측 STCP 또는 MAAP 등과같은중대사고해석용대형 

전산코드를 사용하는 본 방법으로 원전의 방사선원항 불확실성 분석을 수행할 경우， 

수많은 계산시간 및 수고가 요구되게 된다. 이에 반하여 매개변수 모텔법의 특정은 

해석모텔올 보다 간단한 유사식으로 치환한 매개변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처럽 

매개변수 모델법은 매개변수식을 야용한 단순한 계산체계를 바탕으로 수행횟수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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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이 불확실도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복잡한 원전의 

방사선원항의 불확실성올 해석하는 데 적합한 기법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 방법은 

최근의 NUREG-1150 연구 [4-5J의 방사선원항 불확실도 분석에서 적용되었는데， 여기서는 

기존의 광범위한 방사선원항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원전을 몇개의 내부경계로 구분하고 

보유량(inventory)과 정계누출량을 기초로 환 간단한 칠량 보존식을 매개변수식으로 

개발한 계산체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된 NUREG-1150 의 계산체계 특히 매개변수식을 이용하여 국내 

원전의 중대사고시 방사선원항 평가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계산체계는 종합적으로 

"XSOR" 코드의 알고리즘 [4-6] 이라고 불리우는데， 여기서 X는 각 발전소명의 축약형을 

대표한다. 한편， XSOR 코드는 대형 전산코드의 상세한 계산을 대체하는 경제적 

장점이외에， 기존의 전산코드가 갖지 못한 새로운 정보 (혹은 모델)가 밝혀졌을 때 이를 

쉽게 변수화시쳐 정량화할수 있는장점도 있다. 

XSOR 코드의 계산방식은 혜분열생성물의 방출.이송 과정을 사고진행에 따라 몇개의 

주요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를 고유한 변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데 기초를 두고 었다. 

이러한 고유변수 (specific parameter)의 예에는 원자로용기 파손전 해연료로부터의 방출， 

일차계통으로부터의 방출 및 콘크리트 침식시 용융물로부터의 방출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유변수는 사고경위 빛 혜종군 (radionuclide group)에 따라 탈라지며， 특정 

사고경위는 훨요한 변수들의 순서를 고려한 조합에 의해 정의된다 따라서 XSOR 코드를 

이용하여 방사선원향을 명가하기 위해서는 계산 사고경위에 따라 적절한 변수들을 

선택하여 매개변수방정식을 구성하고 각 변수의 값을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사고특성에 알맞게 선택하여 결과를 구하면 된다. 여기서 기존의 데이터 베이스란 각 

변수의 값을 중대사고 해석코드를 사용한 상세계산의 결과로부터 변수에 영향을 주는 

상황( condition)별로분류.처리하여 도출환 것으로서， 4절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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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든 변수값올 각 변수값의 불확실 범위에 대해 임의표본추출 (Random Sampling) 

둥올 통해 동시에 변화시쳐서 반복계산올 수행시쳐 보면 매개변수의 불확실도가 전체 

방사선원항에 미치는 효과를 구할 수 있다‘ NUREG-1l50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방사선원항의 불확실성올 정량화 하였는데 주목할 점은 붙확실도가 고려된 주요 변수의 

불확실 범위에 대해 신뢰도에 따른 분포 ( distribution)를 부여했다는 것이다. 이련 분포는 

여타 방사선원항 평가방식에 의한 계산결과， 실험결과， 일차계산 (first principle analysis), 

및 전문가 의견올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다‘ 각 변수의 이러한 분포로부터 표본추출한 

입력들을 사용한 계산결과는 역시 분포를 가지며 이로부터 불확실도를 형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XSOR 코드의 계산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윈도우 프로그래밍 방식올 사용하여 

사용자 면리성 및 속도가 향상된 KORSOR 코드를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기폰 XSOR 

코드의 PWR, 대형 건습 격납건물 버견 (SURSOR, ZISOR 둥)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의 NUREG-1l50 매개변수 데이타베이스외에 본 과제에서 개발된 

고리 I호기의 데이타베이스와의 연계도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임의표본추출 (Random 

Sanψ，ler) 방식올 간탄한 기법으로 개선하였으며， 입출력 방식에 사용자의 연계성 (User 

Interface)을 강화하였다. 특히， 초보자를 위한 입력방식의 개선 및 결과처리를 위한 그래픽 

옵션의 추가는많은사용자의 코드이용수고를감소시커리라여겨진다. 

이후의 구성올 살펴보면， 2절에서는 방사선원항의 특성을 검토.분석했고， 3절에서는 

XSOR 코드의 계산 알고리즘을 소개했다. 4절에서는 매개변수 데이타베이스의 특성 및 

구축방안올 기술했고 5절에서는 윈도우 코드로 개발된 KORSOR 코드를 소개하였다. 

6절에서는 KORSOR 코드를 사용하여 수행한 중대사고시 방사선원항 점근사 (point 

estimate) 및 불확실성 분석 ωncertainη an와ysis) 결과를 예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절에서는결론및 향후 연구사항을간략히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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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혐 방사선웹항특성 뽑접 

l. 핵분열생성물의 방출특성 

본 절에서는 방사선원항의 특성중 가장 중요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특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대사고시 핵분열 생성물의 주요 방출정로 및 방출단계에 따른 특성올 

검토하였고， 이는 다음절의 방사선원항 분석모델의 매개변수와의 연계도 고려하였다. 

분석된 주요 특성은 정의， 영향요소， 붕확실 요인동이다. 

가. 핵연료로부터 의 방출 (FCOR) 

본 변수는 초기노심보유량중 원자로용기 파손전에 핵연료로부터 원자로용기내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분율올표시한다. 

본 변수는 NUREG-1l50 연구에서 원자로 종류및 사고경위에 따른 상관관계가 

연구되었는데 원자로 종류 및 사고경위， 특히 원자로용기내 지르코늄 (Zr)의 산화율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의한 경우분리 (case division)가 제안되었다. 이 외에 

실험에 의거하여 핵분열 생성물중 세슐 (Cs)의 방출률을 실험 데이타로부터 판련상수를 

구할 수 있는 확산방정식 형태의 실험식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핵종에 대해서는 세슐과의 

상대적인 휘발도 (volatility)에 의해 방출률을 결정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이러한 

방안에서 결정되는방출률은노심의 온도에 영향을받으므로노심온도와의 상관관계 역시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노심옹도와의 상관관계가 정확히 밝혀지더라도 중대사고시 시간 

및 위치에 따른 노심의 온도를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어 많은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그 

외에 노심 재배치 이후의 상태 즉 재배치된 노심의 표면적 대 체적비 및 HzIHzO 비의 

변화는 핵분열 생성물의 확산 및 이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금속의 산화정도를 

예측하는데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았다.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현 중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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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해석코드인 STCP 코드에서는 공융물 (eutectic)의 형성 및 노심의 점진적인 재배치를 

예측하는 모델의 부재로 본 변수값을 전반적으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았으며， MAAP 

코드에서는 노심붕괴 과정에 대한 모델의 한계로 특정 혜종의 방출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 원자로 용기 로부터 의 방출 (FVES) 

본 변수는 원자로용기내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중 원자로용기 파손시 또는 파손전에 

원자로용기외부로방출된핵분열생성물의 분율을표시한다. 원자로용가 파손시의 방출은 

blowdown 시기를 포함하여 일차냉각계통의 압력이 격납건물내의 압력과 같아지는 시점 

(통상 수십분이내)까지이며， 원자로용기 파손전의 방출은 일차냉각계통의 손상부분이나 

일차측 압력방출밸브등올 통해 이루어진다. 한편 왼자로용기 파손이후 용기내부에 

남아있다가 재증발 또는 재부유동의 기제 (mechanism)를 통하여 원자로용기외부로 

방출되는 양은 다른 매개변수 (’다’항 참조)에서 취급되며 본 매개변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마치는 요소는 웬자로 종류 및 일차냉각계통의 압력이란 데는 

별 이의가 없올 것이다. NUREG-1150 연구에서도 위 요소를 사용하여 경우분리률 

제얀했다. 이 외에 본 변수에 영향이 큰 중요 요소는 원자로용기내 정체시간 (hold-up 

time)이다. 왜냐하면 정체시간이 오래될수록 핵분열 생성물의 침적이나 병합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 상용코드에서의 한계점은 핵분열 생성물의 화학적 형태 

및 이틀간의 전환에 대한 모델 부족이다. 그라고 원자로용기내의 핵분열 생성물은 외부로 

방출되기 전에 낮은 용도를 만나연 응축되어 에어로졸을 형성하는데 이러한 에어로졸의 

거똥을 예측시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에서 많은 불확실성올 내포하고 있다. 특히， 다수의 

핵분열 생성물이 에어로졸을 형성할 때는 파단위치가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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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의명균크기및크기분포에서의기하학적표준편차， 

- 일차계통의 압력.l과단위치에 따른효과및 계통내에서의 흐름， 및 

- 일차계통내의 가스 및 벽 면간의 온도차. 

한편， 통상 핵연료로부터 일단 방출된 불활성 가스는 모두 원자로용기 외부로 방출되는 

것으로예측된다. 

다. 원자로용기계통으로부터의 재방출 (FLATE) 

본 변수는 원자로용기 파손이후 노심잔여물질중에 남아있거나 용기내부에 부착되었다가 

재증발 또는 재부유풍의 기제를 통하여 원자로용기외부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분율을 표시한다. 본 변수값의 원천 (source)은 노심으로부터 이미 방출되었으나 

원자로용기 파손이후에도 용기내부에 부착되어 남아있는 핵분열생성물 및 원자로용기 

파손이후 용융되지 않고 남아있는 노심잔여물질중에 (아칙 방출되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핵분열생성물이다. 여기서 후자로부터의 방출율은 통상 전자에 비해 매우 적은편이며， 

후자의 재증발율은 전자의 재증발율과 동일한 것으로 일단 가정되기도 한다. 한편， 

증기발생기세관파열 사고시 층기발생기 및 이차측 배관내에 부착되었다가 나중에 

재증발등에 의해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도 비록 그 양은 적으나 본 변수의 원천에 

포함된다. 

본 변수는 PWR 의 경우에는 원자로용기파손후 일차냉각계통에 존재하는 추가의 방출구 

(opening) 유무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의 방출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자연대류의 유로가 얼차계통과 격납건물 대기간에 추가로 형성돼 재증발이 활발해진다. 

이 외에 본 변수에 영향이 큰 중요 요소로는 격납건물 바닥에 냉각수 폰재여부 (PWR), 

원자로용기파손후 냉각수 주입여부 및 침적된 핵종의 화학적 상태등이 있다. 본 변수와 

관련하여 NUREG-] ]50 연구에서는 1, Cs, 및 Te 핵종만이 고려되었는데， 이는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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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의 재방출융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고 예측되었기 때문이다. 재층발올 얼으키는 

추진력은붕괴열이다. 불확실성이 내포된주요사항은다음과같다. 

- 침적물익 화학적 형태 

- 원자로용기내의자연대류유로 

- 원자로용기내 용융/붕괴노심의 재배치 상태 

라. 노심 용융물-콘크리 드 상호반응으로부터 의 방출 ( FCCI) 

본 변수는 원자로용기파손후 캐비티내로 배출된 노심용융 또는 파편물중에 포함되었다가 

이후 노심용융물-콘크리트 상호반웅 (Core-Concrete Interaction : CCI)에 참가해 (격납건물 

직접가열 (DCH) 이나 원자로용기외 증기폭발에 참여하는 노섬분율은 제외)， 이로부터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분융올 표시한다. 본 변수는 노섬파편물층의 윗쪽 표면에서의 

방출올 의미하며 노심파편물충 상부에 존재할 수 있는 냉각수층의 세정효과는 본 

변수에는포함되지 않는다. 

본 변수에 큰 영향을 마지는 요소에는 노섬파면물중에 포함된 반응하지 않은 지르코늄의 

양， 냉각수의 존재여부， 및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의 종류가 있다. 특히， 격납건물 바닥 

콘크리트의 종류는 발전소별 특성을 반영하며 냉각수는 존재하면 노심파편물이 냉각되어 

더 이상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은 없게 된다. 이 외에 노섬파편물익 퍼진 정도도 중요하다. 

이는 원자로용기파손시익 배출압력 및 발전소별 특성의 하나언 배출된 지역 (캐비티등)의 

기하학적 구조와 큰 관련이 있으며 넓고 앓게 퍼질수록 주위로의 열 손실이 많아 

노심파편물의 온도상송이 느려지고 핵분열생성물익 방출도 지연된다. 주요한 불확실성은 

열화학 (thennochemi앙η) 데이타의 불확실성올 포함한 CCI 의 현상이해 부족에 주로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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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격 납용기 로부터 의 방출 (FCONV I FCONC) 

본 변수는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중 격납건물 실패시 제염과정 없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분율올 표시한다. 여기서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의 원천에는 원자로용기파손시/전/직후에 원자로용기로부터 방출된 

것 (RCS 방출 또는 조기방출)과 원자로용기파손이후 CCI 로부터 방출된 것 (CCI 방출 또는 

후기방출)이 있는데， 전자를 고려한 변수가 FCONV 이고 후자를 고려한 변수가 FCONC 

이다. 한편， 원자로용기파손 한참후 원자로용기로부터 재증발에 의해 방출된 양이 있는데 

이는 방출시기 및 방출위치가 FCONV 및 FCONC 변수와 각각 다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새로운 변수 (재증발 방출얘 의해 격납건물 대기로 방출된 핵분열 생성물중 격납건물 

실패시 제염과정 없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분율)를 도입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얘서는 새로운 변수를 도입하지 않고 재증발 방출올 FCONC 

변수에서 같이 다루기로 했는데 이는 본 변수의 구분에서 제일 중요한 방출시기가 CCI 

방출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본 변수는 발전소별 특성안 격납건물의 파흔시점 및 크기에 큰 영향율 받는다. 

파흔시점은 핵분열생성물 또는 에어로졸의 격납건물내 체류시간과 관련되며， 체류시간이 

길수록방출확률은적어진다. 파흔크기는당연히 단위시간당방출율과관계된다. 이러한 

파손시점 및 크기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례로 NUREG-1150 

연구에서는 격납건물의 파손시점을 조기파손 및 후기파손으로 구분했다. 즉， FCONV 의 

경우에는 원자로용기 파손시 또는 파손전의 격납건물 파손을 조기파손， 원자로용기 

파손후 (발전소별로 다르나 최소 3.5 시간후， 통상 6시간후)의 격납건물 파손을 

후기파손으로， 그리고 FCONC 의 경우에는 CCI 시작전의 격납건물 파손을 조기파손， CCI 

반응이 한창일 때 (발전소별로 다르나 CCI 시 작후 약 3.5 시간경) 01후의 격납건물 파손을 

후기파손으로 각각 분류했다. 그리고 격납건물의 파손크기는 누출크기 (leak)와 대형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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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pture)로 분류했다. 여기서 누출크기는 약 0.1 ft2 이고 대형크기는 약 0.7 ft2 • 7 ft2 

였는데， 그 경계는 격납건물의 압력이 대기압으로 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고려할 때 

약 2 시간 이었다. 이 외에 중요한 영향변수에는 PWR 캐비티에서의 냉각수 존재여부가 

있다. 한편， 본 변수에서는 공학적안전설비 또는 냉각수동에 의한 제염효과는 고려되지 

않으며， 불활성 가스는 전부 방출된다고 가정한다. 또한 FCONV 변수는 NUREG.] ]50 

연구의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핵종별에 따른 차이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FCONC 

변수에서는 I 및 Cs 의 특성이 비슷하고 나머지 핵종군은 에어로졸 형태로 거동하여 그 

특성이 바슷하다. 불확실성이 내포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격납건물내 기하학적 구조(다수의 격실등) 

- 격납건물내자연대류 

- 에어로졸의 거동 및 수소연소 

바. 격납건물 직접가열로부터의 방출 (FDCH) 

본 변수는 고압용융물분출 (Hìgh Pressure Melt Ejectìon)에 의 해 분출된 노섬 용융물중 

직접가열에 의해 격납건물 대기내로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분율을표시한다. 

본 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일차냉각계통의 압력 및 분출경로 (캐비티등)에 

냉각수의 존재여부이다. 여기서 일차냉각계통의 압력온 분출되는 용융물의 (파면)크기， 

비상거리， 및 분출량등에 영향을 마친다 분출경로에 냉각수가 존재하면， 이를 접하거나 

통과하면서 분출물의 옹도가 떨어져 기화에 의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이 위축된다. 

한편， 분출정로에 냉각수가 존재하더라도 분출시의 압력에 의해 냉각수가 밀려 

분출경로에서 없어질 가능성도 체크해 봐야 한다 이 외에 중요한 요소는 변수 FCCI 

에서와 마찬가지로 분출된 노섬용융물중에 포함된 반응하지 않은 지르코늄의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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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산화시 발열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기화에 의한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을 돕게 된다 

불확실성 이 내포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 노섬분출물의온도 

- 분출된 파편입자의 크기 이송 및 격납용기내 체류시간 

- 해종의 활동성 정 도 (a'αi찌ty coefficient) 

사. 증기 발생기 세관파열사고시 의 방출 (FISGIFOSG) 

본 변수는 증기발생기세관파열사고 발생시 원자로용기내로 방출원 해분열생성물중 

증기발생기 이차측으로 이송된 핵분열생성물의 분올 및 이중 주위환경 (보조건물 

포함)으로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분율을 각각 표시 한다. 

본 변수는 독립된 증기발생기 및 이차측이 없는 BWR 에서는 제외되며， 각 원자로별로 

증기발생기의 특성이 비슷하므로 이에 따른 원자로별 방출분올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변수에 큰 영향을 마치는 요소는 이차계통의 압력방출 기제이다. 

이차계통의 정상적인 압력방출구인 안전감압밸브 (SRV)가 정상적인 여닫이 운동을 

계속하면 이차측으로 이송된 해분열생성물은 밸브의 열림압력과 닫힘압력 사이에서 

방출되며 안전감압밸브의 고착개방시는 원자로용기로부터 이차측을 통한 직행방출로가 

형성됨을 의미한다. 본 변수에 의한 방출에 적용되는 제염계수는 없으며 Ba, Sr, Ru, La, 및 

Ce 핵종군은 에어로졸 형태로 거동하기에 이들의 방출분올은 랙종의 특성에 관계없이 

거의 일치한다고생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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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원항 여타특성 

본 절에서는 핵분열생성물 방출특성 이외의 방사선원항 여타특성올 검토하였다. 이러한 

특성치들은 STCP, MAAP 또는 MELCOR 와 같은 중대사고 해석코드의 계산컬과로부터 

구하면 되나， 이용가능한 계산결과가 없을시는 공학적 판단풍을 이용해 추정하게 된다. 

가. 방출시 점 및 지 속시 간 (release timing and duration) 

본 변수는 핵분열 생성물의 주위환경으로의 방출시정 및 지속시간으로 발전소의 소개 

(evacution) 및 주민피폭등의 관점에서 중요하며 붙확실성 범위도 상당히 크다. 특히 

조기재난 (early fatality)을 일으킬 정도의 대량방출이 일어날 경우 본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방출시점은 발전소별 방출군 분류변수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PWR 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기방출 (early rel(갱se) 과 만기방출 (late release)로 구분한다. 일례로 영광 

3，4호기 IPE 경우， 원자로용기 파손전/파손시/파손칙후(수시간 이내) 격납용기의 파손이 

발생하는 조기방출과 원자로용기 파손 한참후(수시간 이후)에 격납용기의 파손이 

발생하는 만기방출로 분류하였다. 방출 지속시간은 격납건물의 실패크기 및 내부압력에 

따라 변한다. NUREG-1150 연구의 경우， 격납건물의 실패크기를 파손크기 (통상값 : 7 ft2) 

와 누출크기 (통상값 : 0.1 ft2)로 분류하였다. 

나. 방출 높이 빛 에너지 방출분율 (release height and release rate of energy) 

본 변수는 핵분열 생성물의 방출시 높이 및 에너지 방출분율로서 격납건물동으로부터 

방출이후 주위환경으로의 방출에서 초기조건으로 이용된다. 여기서 방출높이는 

방출모드에 따라 결정된다. 즉 저압경계부 냉각수 상실사고와 같이 보조건물을 통한 

방출 또는 바닥용융관통의 경우는 지면높이， 알파모드 실패의 경우는 격납건물 지붕높이，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고의 경우는 층기방출밸브의 높이 그리고 과압에 의한 실패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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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에 가장 취약한 부분의 높이퉁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 

방출분율은 총방출에너지를 방출지속시간으로 나눈 값 (단위 =Watt)으로 정의되며， 역사 

방출모드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대형파손사고의 경우처럼 방출지속시간이 짧을수록 

높다. 또한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웅시에도 총방출에너지가 반웅초기에 많은 반면 

반웅후기에로 갈수록 적어져 격납건물 설때시간에 따라 에너지 방출분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 경 고사 점 (warning time) 

본 변수는 발전소 요원이 노심용융이 시작되거나 진행중이다는 것을 눈치첼 수 있는 

명백한 징후를 발견하는 시첨으로 방출시점과 함께 발전소의 소개 (evacution) 및 

주민피폭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고경위에 있어서 이 시간은 격납건물 

방사션 모니터에 급작스러운 상숭아 발생하는 노심붕괴 (core collapse) 시간올 의마하나， 

저압경계부 냉각수상설사고 (interfacing systems LOCA) 경위의 경우에는 방사선 방출이 

시작되는 노심노출시간을 의미하게 된다. 증기발생기세관파단사고시는 노심붕피 이전에 

환경으로의 방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경고시점이 방출시점과 통일하게 된다 

따라서 경고시점을알기 위해서는사고경위에 따라노심노출이나노심붕괴 시간의 예측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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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XSOR 코릎의 계산알고리줌 

XSOR 코드는 방사선원항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고속의 (fast-running), 매개변수 

(parametric) 전산코드이다. 특히， 수천번의 계산이 요구되는 방사선원항 빛 이의 불확실성 

분석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결과와 최소의 계산수행시간을 가진 계산방법이 필수적인데， 

XSOR 코드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계산체계이다. 즉， XSOR 코드는 

원자로 및 격납건물에서 핵분열생성물의 거동올 계산하는 코드가 아니고， 매개변수에 

부여되는 값으로 대표되는 상세계산의 결과를 종합하여 방사선원항을 구해내는 틀 

(다amework)이다. 따라서 매개변수의 입력으로 이용되는 상세계산 결과를 결정하는 일이 

매우중요하다. 

XSOR 코드의 계산 알고리즘 (또는 매개변수방정식)은 적용되는 발전소에 따라 그 특성을 

고려하여 약간씩 형태가 다르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장 최근에 발표된 ZISOR (ZION 

발전소에 적용된 XSOR) 매개변수방정식 [4-7]을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주위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항이 핵종군 ’I ’ 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일반식으로 

표시된다. 즉， 

ST(i) = STi(i) + STh(i) + STc(i) + STr(i) + STs(i) + 특수항 

여기서， 

ST(i) 는 핵연료로부터 주위환경으로 최종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양， 

ST!(i) 는 원자로용기내의 핵연료로부터 원자로냉각계통 경계 φoundaη)의 파손 초기까지 

부착(deposit) 없이 경계밖으로 방출된후， 주위환경으로 최종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양， 

STh(i) 는 고압용융물분출(high pressure melt ejection) 시 분출된 핵연료로부터 

주위환경으로 최종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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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i) 는 노심용융물/콘크리트(corium-concrete) 반응으로부터 주위환청으로 최종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양， 

STr<i) 는 원자로용기내의 핵연료에서 방출된 후 원자로냉각계통에 부착되었다가 혹은 

원자로용기내 잔류하는 용융파편으로부터 원자로냉각계통 경계의 파손이후에 재증발 

( revaporization)에 의해 주위환경으로 최종 방출된 핵분열생성물의 양， 그리고 

STs(i) 는층기발생기세판파열사고시 증기발생기 (2차측)에 부착되었다가 재증발에 의해 

주위환경으로최종방출된핵분열생생물의 양을각각표시한다. 

또한， 특수항은 앞의 일반적인 5개항에서 고려되지 못한 여타 방사선원항을 표시하기 위한 

항으로서 각 발전소의 특성 및 고유 사고경위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를 취할 수 았다. 예를 

들면， 증기발생기 세관파열사고를 제외한 우회사고 또는 사고후기까지 격납건물내에 

남아서 유기화합물로 변화되는 옥소군 (organic iodine)에 의한 방사선원항동을 표시하는데 

사용될수있다. 

위 의 각 항목들을 다시 세분한 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STi(i) = FCOR(i). [FISG(i) • FOSG(i) + (1 - FISG(i)) • FVES(i) • FCONV / DFE], 

STh(i) = (1 -FCOR(i)). (l - FREM). FPME. FDCH(i). FCONV / DFE, 

STc(i) = (l -FCOR(i)). (l - FREM) • (l - FPκ1E) • FPART • FCCI(i) • FCONC(i) / DFL, 

STr(i) = [FCOR(i). (l - FISG(i)) • (l -FVES(i)) + (l -FCOR(i)) • FREM] • FLATE(i) • 
FCONC(i) / DFL, 그리 고 

STs(i) = FCOR(i). FISG(i) • (l - FOSG(i)) • FLATE(i) 

여기서， 

FCOR(i) 는 초기 량 (initial core inventory)중 원 자로용기 내 핵 연 료로부터 방출된 

핵종군 i 의 분율， 

FISG(i) 는 FCOR(i) 중 증가발생기 (2차측)로 이송된 핵종군 i 의 분율， 

FOSG(i) 는 FISG(i) 중 주위환경으로 방출된 핵종군 i 의 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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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VES(i) 는 증기발생기로 이송안된 FCOR(i) 중 격납건물로 이송된 핵총군 i 의 분율， 

FCONV 는 격 납건물로의 초기 방출 (early release) 중， 제 염 계수 (decontamination faα.or)를 

고려 하지 않은 경우， 주위 환경으로 방출된 분율 (단， 붙활성 가스는 100% 방출되므로 

FCONV의 값이 l 임)， 

IIDJ펀 는초기방출에 적용되는 제염계수， 

FREM 는 원자로용기파손후 원자로용기내에 남아있는 노심 분율 

FPART 는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응에 참여한노심 분율， 

FPME 는 고압용융물분출에 의해 분출된 노심 분율， 

FDCH(i) 는 FPME 중 직접가열에 의해 격납건물 대기내로 방출된 핵종군 i 의 분율， 

FCCI(i) 는 노심용융물/콘크리드 반웅에 참가한 재고량 (remaining inventory in the melt) 중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응에서 방출된 핵종군 i 의 분율， 

FCONC(i) 는 격납건물로의 후기방출(late release) 중， 제염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주위환경으로 방출된 분율， 

l lDFL 는 후기방출에 적용되는 제염계수， 그리고 

FLATE(i) 초기방출이후 원자로냉각계통내에 남아있는 양중 재증발에 의해 방출된 핵총군 

i 의 분율을각각의미한다 

위에서， 초기방출이란 원자로용기파손전 또는 직후 (통상 수십분 이내까지)에 이루어지는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올 의미하고 후기방출이란 원자로용기파손 수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로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웅에서의 방출을 의미한다. 또한， 후기방출에는 

원자로용기 파손전 원자로냉각계통이나 격납건물에 부착되었다가 원자로용기파손이후 

재증발에 의한 방출 역시 포함되었다. 제염계수란 격납건물내의 핵분열생성물이 

격납건물밖의 주위환경으로 방출되는 동안 사용가능한 공학적안전셜바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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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빼ty Feature)의 작동으로 인해 감소되는 분율로서， 초기방출시 제염계수 및 후기방출시 

채염계수로 나눌수 있다. 특히 초기방출시 제염계수가 주로 살수계통의 세정효과를 

고려하는데 반해， 후기방출시 제염계수는 살수계통외에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응시 

노심용용물충 위에 존재하는 냉각수의 세정효과도 고려한다. 

마지막으로 이해를 둡기 위하여 위에서 기술된 ZISOR 매개변수방정식을 아래에 수목도 

“ree diagr;때)로 나타내었다. 

이를살펴보는방법을수목도 최상단에서 3번째 가지를 예로써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측， 

제일 왼편의 핵분열생성물 초기량중 FCOR은 원자로용기내 핵연료로부터 방출되고 그 

나머지 (I-FCOR)는 핵연료내에 남는다. 핵연료에서 방출된 FCOR중 종기발생기 

이차측으로 이송된 FISG를 제외한 (l -FISG)는 FVES를 거치며 그 나머지 (l -FVES)는 

원자로용기내에 남는다. 원자로용기에서 방출된 FVES는 IID댄를 제외하고 모두 

세정되어 격납건물내에 남는다. 세정되지 않은 양중 FCONV는 격납건물올 빠져나와 

주위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선원항에 기여하고 그 나머지 (l-FCONV)는 격납건물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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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다. 결국， 각 가지에서 주위환경으로 최종· 방출되는 핵분열생성물의 양은 해당 

가지의 매개변수들 (굵은 글씨체)의 곱 (produ띠에 의해 결정되며， 나머지 가지는 

원자로냉각계통이나 격납건물내로 한정되어 주위환경으로 방출되지 않는 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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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철 매개변수 데이터 베이출 

앞 절에서 기술된 매개변수식올 이용하여 방사선원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매개변수의 

값을 사고진행 및 현상에 따라 핵총(군)별로 구한 데이터 베이스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매개변수방정식은 칠량보존 (mass conservation)을 제외한 어떠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도 포함하고 았지 않으므로 방사선원항과 관련한 모든 물리/화학적 특성은 

매개변수의 값을 구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었다 따라서 매개변수의 값은 사고경위 및 

핵종군에 따라 달라지며 매개변수 값의 정확도가 매개변수방정식을 이용한 방사선원항 

결과의 정확도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신뢰할만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 많은 계산자료 및 결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1절에서 기술되었듯이 현재까지 

방사선원항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빈약하여 국내 발전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아직 어려우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대사고 해석용 전산코드의 최신판인 MAAP 4.0 을 

사용하여 고리 l호기를 대상으로 일부 매개변수에 대해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위탁보고서 [4-8] 참조). 한편， NUREG-1l50 연구 (특히 이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는 NUREG/CR-4551 [4-9]) 에서는 매개변수 방정식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를 발전소 

(격납건물)구조 및 특성에 따라 그 값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발전소 일반변수와 반대로큰 

영향을 받는 발전소 고유변수로 나누어 일반변수는 원자로 종류별 (PWRJBWR)로， 

고유변수는 LWR5개 발전소에 대해 데이터 베이스를구축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국내발전소의 방사선원항 방출특성 연구에 이용하기 위한 매개변수 

데이터 베이스를 NUREG-1150 연구를 중심으로 하여 발전소 일반변수는 가압경수로형 

(PWR)에 대해， 발전소 고유변수는 ’PWR, 1arge dry 격납건물’ 형태언 Zion 발전소 및 ’PWR, 

subatmospheric 격납건물l 형태인 Surry 발전소에 대해 수록하였다. 또한， NUREG-1l50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나머지 변수값의 구축방안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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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UREG-1150 데이터 베이스 개요 

NUREG-1150 연구에서는 주요 방사선원항 안건 (issue)의 불확실성을 정량화하고 었다. 

여기서 주요 안건은 모두 앞서 기술된 XSOR 매개변수방정식에 이용된 주요 매개변수와 

관련되는데， 관련변수 선정은 NUREG-1150 초판 (draft version)에서 평가된 중요도 및 

원자로안전위원회 (reactor 잃fety committee)의 판심도에 따라 결정된 우션순위에 따라 

전문가회의 (expert panel)에서 최종 결정되었다. 이들은 FCOR, FVES, FCONV, FCCI, 

FCONC, FLA TE, FDCH, BWR suppression po이 에서의 옥소 후가방출， 및 Peach Bottom 

발전소 원자로 건물 및 Sequoyah 발전소 Ice Condenser 에서의 제염계수이며， 이들값의 

분포 (distribution)가 해 당 전문가팀 에 의 해 명 가되 었다. 

특히， 이러한 전문가판단 과정에서의 특정은 1) 이전의 방사선원항 명가에 사용된 

매개변수의 값이 오직 STCP 코드의 계산결과에 의존했던 바와 다르게， 여기서는 여러 

단체/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 φanel)에서 실험， TMI 사고자료， 및 각종 사고코드 

(MAAP, STCP, κffiLCOR， 및 ASTEC 코드)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용한 점과， 2) 최대한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변수들에 대한 종합적인 불확실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각 

변수값은 누적분포함수 (CDF Curn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의 형태를 가진 분포로 

구한점이다. 

사용된 방법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각자가 자신의 경험 및 지식을 토대로 각 변수에 대해 

분포를 구하고 이들의 분포를 내삽(interpolation) 또는 외삽( extrapolation)하여 동일 수준의 

CDF 형 태로 통일 한 후， 명 균(averaging) 하여 최 종분포를 구하는 것 이 다. 

NUREG-1150 에서의 CDF 는 9개의 신뢰도 수준 (confidence level)으로 정의되었다. 축， 

최소， 1%, 5%, 25%, 50%, 75%, 95%, 99% 및 최대. 또한 여기서 정의된 핵종군은 총 9개 

이며，각핵종군의 구성원소를표 4.1 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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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변수의 값은 사고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수마다 수많은 정우가 고려될 수 

있다. 예가서， 갱우란 매개변수값의 중요한 절정요소로 작용하는 초기 및 경계조건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경우의 종류 및 갯수는 변수마다 다르다. 그러나 모든 경우를 

고려하면 데이터 베이스가 너무 방대해지고 매개변수 모델의 본래 취지인 간편성 

(simplicity)이 손상되므로， 변수의 값에 영향이 크거냐 민감도 분석이 요구되는 중요한 

요소만올 고려하게 된다. 일례로 NUREG-1150 의 FCONVIFCONC 변수에서는 PWR 

격납건물의 후기누출(late containment 1않k) 경우는 고려되지 않았는데， 이는 전문가들이 

격납건물의 조가실패(early failure) 겸우에 비해 값이 너무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구조 (ca앓 structure)에서 선택되는 요소는 기존 연구 및 계산결과로부터의 

경험에 의존한다. 예를 들면 매개변수 FVES의 값은 웬자로용기내 압력에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알려져 었으므로 파손시 압력에 따라 고압.중압저압으로 경우를 우선 냐눌 수 

있다. 

2. PWR 발전소 일반 데이타 베이스 

NUREG/CR-4551 취급 변수중 PWR 일반변수는 FCOR, FVES, 및 FLATE 이며 각 변수에 

대해 고려된 경우 및 핵종별 데이터 베이스를표 4.2/4.3/4.4 에서 9개의 신뢰도 구간올 가진 

이산누적 분포함수 (discrete CDF)로 보여 주었다. 

여기서， 원자로용기내 핵연료로부터의 방출분율 FCOR은 핵연료피복재인 지르코늄의 

산화율이 가장 큰 영향요소로 고려되어 ’높은 지르코늄 산화율 (표 4.2-1 참조)’ 및 ’낮은 

지르코늄 산화율 (표 4.2-2 참조)’ 경우로 나뉘었으며 두 경우의 경계는 약 50%의 산화율 

이었다. 격납건물로의 이송분융 FVES는 일차냉각계통의 압력이 영향요소로 고려되어 

’설정압력 (SRV setpoint pressure) (표 4.3-1 참조)’， ’고.중압 (표 4.3-2 참조)’， 및 ’저압 (표 4.3-

3 참조)’ 겸우로 나뉘었으며 그 겸계는 2000 psia 및 200 psia 였다. 마지막으로 재증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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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방출분율 FLATE는 원자로용기 파손구명의 갯수에 따라 ’원자로용기파손후 한개의 

방출구 (opening) (표 4.4-1 참조)’ 및 ’원자로용기 파손후 두개의 방출구’ 청우로 나뒤 었으며， 

두개의 방출구 (원자로용기 및 일차계통 (예:고온관 (hot leg)) 경우에는 격납건물 바닥에 

냉각수가 존재하면 일차계통에 보조 열침(heat sink)을 제공하여 재증발을 억 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추가로 ’건식 격 납건물 (표 4.4-2 참조) 및 ’습식 격 납건물 (표 4.4-3 창조)’ 

경우로분리하였다 또한，핵종군은재증발시 중요한 1 ， Cs，및 Te 로 한정되었다. 

3.PWR 발전소 고유 데이타 베이스 

NUREG/CR-4551 취급 변수중 발전소 고유변수는 FDCH, FCCI, FCONV, 및 FCONC 이며， 

이중 FDCH 에 대해 고려된 경우 및 핵종별 데이터 베이스률 표 4.5에서 9개의 신뢰도 

구간올 가진 이산누적분포함수 (discrete CDF)로， 그리고 FCCI, FCONV, 및 FCONC 변수는 

KAERI 기술보고서 [4-IOJ의 그립 2/3/4 에서 이산값을 내삽하여 연속누적 분포함수 

(continuous CDF)로 보여 주었다. 

여기서， 고압용융분출후 직접가열에 의한 격납건물내로의 방출분율 FDCH는 일차냉각 

계홍의 압력을 고려하여 l고압 (표 4.5-1 및 표 4.5-3 참조)’ 및 ’저압 (표 4.5-2 및 표 4.5-4 

참조)’ 경우로 나뉘었으며 각 경우의 압력은 17 κ1Pa 및 7 κ1Pa 이었다. 노심용융물/ 

콘크리트 반용에서의 방출분율 FCCI는 영향요소로 캐비티내 냉각수의 존재여부 및 

노섬파편물내 산화되지 않은 지르코늄양을 고려하여 ’건식 캐비티 높은 비산화 지르코늄 

분율 ([4-10] 참조)’， ’건식 캐버티， 낮은 비산화 지르코늄 분율 [4-10] 참조)’， ’습식 캐비티， 

높은 비산화 지르코늄 분율 ([4-10] 참조)’， 및 ’습식 캐비티， 낮은 비산화 지르코늄 분율 ([4-

10] 참조)’ 경우로 나뉘었으며， 핵종군은 노심용융물/ 콘크리듀 반웅시 중요한 Te, Sr, La, 

Ce, 및 Ba 로 한정되었다. 한편， 노심파편물내 비산화 지르코늄양은 원자로용기내 

지르코늄 산화율에 반비례하므로 비산화 지르코늄 분율의 경계는 3.2장의 F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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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코늄 산화율 경계치 50%를 고려해 역시 약 50%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습식 

캐비티란 캐비티에 냉각수가 상시 존재하여 노섬용융물울 결국 냉각시키는 (quench) 

정우를 의미한다. 또한， Zion 발전소의 정우는 석회석/보통모래 (1imestone/common 잃nd) 

콘크리토를， Surry 발전소의 경우는 규토질의 (siliceous) 콘크리트를 각각 대표한다. 

다음으로， 격납건물로의 초기 및 후기방출중 주위환경으로의 방출분율 FCONV 및 

FCONC는 격 납건물의 파손시 점 및 크기 에 따라 ’누출(Ieak)크기 초기 파손 ([4-10] 참조)， 

’대형 (rupture)크기 초기파혼 ([4- lOJ 참조)’， 빛 ’대형크기 후기파혼 ([4-10] 참조)’ 경우로 

나뉘었다. 한편， ’누출크기 후기파손’ 갱우는 나머지 갱우에 비해 그 중요도가 떨어져 

고려되지 않았으며누출크기 초기파손’ 경우에서는 캐비티내 냉각수 폰재여부가 

중요하므로 ’캐비티 건/습식’ 경우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점은 

FCONV는 핵종군에 구분없이 일정한데 반해 FCONC는 핵종군 VCs 와 해총군 

Te/SrlRψLa/C앙Ba 의 방출특성이 서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3장의 매개변수방정식에 사용된 변수중 NUREG/CR-4551 에서 취굽하지 않은 PWR 

고유변수는 태EM， FPART, FP뾰， FISG, FOSG, DFL, 및 DFE 이 다 이 중 FREM, FPART, 및 

FPME 는 모두 특정한 현상 (phenomenon)에 참여하는 노섬분율인데， 사고경위 및 발전소 

구조특성에 따라 서로 다르고 불확실성이 많아， 아직 경우계획에 따른 일반화를 하기 

어려운 변수이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매 사고마다 계산되어야 하며， 앞으로 실험 및 

자료수집퉁에 따른 현상이해가 진행되어 영향요소 및 요소간 상관관계 ( correlation)가 

밝혀지면 일반화될 예정이다. 단 고압사고의 경우 통상 태EM은 5% 이하로 FPME는 40% 

이상으로 가정되며， FPART는 노섬용융물이 냉각수에 의해 냉각되거나 캐비티에 넓게 

퍼지지 않으면 50% 이상으로 가정될 수 있다. 중기발생기세관파열사고에 이용되는 FISG 

및 FOSG 는 방출경로를 가장 일반적인 이차측 감압밸브로 가정하면 ’감압밸브 정상작동’ 

및 ’감압밸브 고착개방 (stuζk open)’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표 4.6 및 표 4.7 에서는 

4 -23 



두 정우 Zion 및 Suny 발전소의 FISG 및 FOSG 값을 각각 보여 주고 있다. 마지 막으로， 초기 

및 후기방출에 적용되는 제염계수 DFE 및 DFL은 격납용기 대기 (atmosphere)의/(또는)로의 

핵분열생성물을 제거하는 모든 기제 (mechanism)중 해당하는 방출에 적용되는 기제의 

정화능력의 합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기제에는 격납용기 살수계통 또는 여과계통 

(fi1teration 암stem)과 같은 공학적안전셜비의 강제적 과정에 의한 것， 에어로졸 

부착(deposition) 또는 구조물/장비에의 증기흡착 (vapor adsorption)과 같은 자연적 과정에 

의한 것， 그리고 노심용융물층 위에 존재하는 냉각수의 세청과정에 의한 것이 있다. 이중 

격납용기 살수계통에 의한 통상 정화치를 초기 및 후기방출에 대해 표 4.8에서， 자연적 

과정 및 세정과정에 의 한 정화치를 Zion 과 Surry 발전소에 대해 표 4.9 와 표 4.10에서 각각 

보여주었다 [4-11]. 한편， 공학적안전셜비중 여과계통은 대부분 처리용량이 작아 이에 

의한 일반적인 정화치를 정의하기 어려우며 필요시 각 발전소의 특성에 맞게 계산되어야 

한다. 

4. 통합 데이타 베이스 구축 방안 

현재까지 구축된 NUREG-1150 및 고리 l호기 매개변수 데이타 베이스에 의하면 제 3절에 

소개된 일반 매개변수방정식에 사용된 매개변수를 특성에 따라 다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 일반변수 : 원자로 종류별로 일반화가 가능한 변수， 

- 고유변수 : 원자로 종류별 일반화가 어렵고 발전소별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변수， 

- 기타변수 : 위의 두가지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변수이다. 

일 반변수에 는 FCORIFVESIFLA TEIFISGIFOSG, 고유변수에 는 FDCHlFCCIIFCONVIFCONC 

가 각각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변수는 현재 구축된 데이타만으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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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파악이 럴 되어 추후 특성연구를 계속하여 방향을 정할 변수이다. 한현 FISG/FOSG 

변수는독립된증기발생기 및 이차측이 없는 BWR 에서는제외된다. 

따라서 일반변수는 원자로 종류별로 단일 데이타 베이스를 마련하고 고유변수는 구축된 

발전소별 데이타 베이스를 이용하되 추후 더l이타 베이스와 발전소별 특성을 연관짓는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반변수중 FCORIFVES 및 FLATE 의 일부 

(핵종군 VCs!Te 에 대해서)는 NUREG-1150 연구에서 이미 원자로별 (PWR/BWR)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해 놓았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가타변수도 

발전소별로 구축된 데이타 베이스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발전소별 특성과 연관지을 수 

있게 되면 고유변수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충분한 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되고 

원자로 종류별 또는 발전소별 특성과 변수와의 상호관계 ( correlation)가 제대로 파악되면 

매개변수 앞에 곱해칠 비례계수둥올 연구하여 사고해석 코드를 이용한 상세계산을 

수행하지 않고 본 연구의 매개변수방정식과 데이타 베이스만올 이용해 특정한 발전소의 

방사선원항을 구할 수 있을 가능성도 가 대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데이타 베이스를 보완하여 보다 완성도 높고 정확한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전소에 대한 방사선원항 데이타가 수집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마국내에서 최근에 수행되거냐 수행된 개별발전소 안전성 점검 (IPE)의 방사선원항 

결과 및 국내 발전소의 2단계 PSA 수행결과는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수집된 데이타는 가존 데이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데이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찾고 

데이타의 원천을 참조해 가존 데이타와 상이한 부분만을 압력하는 방법을 사용하길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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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NUREG-1150 의 핵총군(Radionuc1ide Group) 정 의 

'-0;..:0. ......... ιι · ' .................... , '.!.-......... LO ......... ‘· 

핵종군 구성원소 주요원소 

Noble or Inert Gases X없l()n(Xe ),Krypton(Kr) Noble Gas 

Halogens Iodine(I)，Bromin반I3r) lodine 

AlklÙi Metals Cesium( C s ),Rubidium(Rb) Cesium 

Tellurium Group Tellurium(Te )，Selenium(Se)，!￥I11imony(SQ} Tellurium 

Barium B따i버n(Ba) Barium 

Strontium Strontium(Sr) Strontium 

Noble Metals Ruthenium(Ru ),Molybdenum(Mo ),Palladium(Pd), Ruthenium 

Rhodium(Rh),Technetium(Tc) 

Lanthanides L‘mthanum(La),Neodymium(Nd),Niobium(Nb), Lanthanum 

Europium(Eu), Yttrium(Y),Praseodymi um(Pm), 

Samarium(Sm),Zirconium(Zr) 

Cerium Group Cerium(Ce ),Neptunium(Np ),Plutonium(Pu) Cerium 
~，-~~~_ .. ",‘ ••••••• ，~~.-.-， ‘".“ •••• ι ............. 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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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좋효 

Xenon, Krypton 

Iodine, Bromine 

Cesium, 

Rubidiurn 

Tellurium, 

Antimony 

B하iωn 

Strontium 

Ruthenium, etζ. 

Lanthanum, etc. 

C뼈um， etι 

햄좋~ 

Xenon, Krypton 

lodine. Bromine 

Cesiurn, Rubidium 

Tellurium, 

Antimony 

Barium 

Strontium 

R utheni um, etc. 

Lanthanum，하ζ 

Cerium, etc. 

표 4.2-1 원자로용기내 핵연료로부터의 방출분율(%)， FCOR 

-- PWR, High Zirconium Oxidation 않se 

Cwnulative Probabil뾰 

Q()()O O요Hl 0.050 Q융2Q Q、~QQ 0.759 0.950 !.t99Q 

9.936 16.265 41.968 80.323 92.049 99.905 99.983 99.998 

9922 13.916 26.438 55.733 75.048 95 .5 12 100.000 100.000 

3.490 6.055 17.423 41747 61.568 88.761 100.000 100 αlO 

O 아lO 0.300 1798 9.748 33.084 59.090 91.364 98.636 

oαlO 0.022 0.118 0.419 0.858 3 여16 52.448 100.000 

0.000 0.003 0.025 0.211 0.639 1.764 51.659 100 아lO 

0.000 O 아lO O 아lO 0.005 0.456 1.988 8.088 14033 

O 아lO oαlO 0 여m 0.002 0.010 0.118 2.143 9.979 

0 여m oαlO 0.000 0.002 0.015 0.303 8.540 50.951 

표 4.2-2 원자로용기내 핵연료로부터의 방출분율(%)， FCOR 

-- PWR, Low Zirconium Oxidation case 

Cwnulative Probabili앉 

0 여m O.OIQ ()050 9..1~Q 요맥Q 0.750 Q요2Q Q99Q 

7971 9.880 17.590 60.476 90.000 99.905 99.983 99.998 

1.987 3.253 8.394 37.1 05 69.470 9 1.035 100 여m 100.000 

0.983 2.410 6.703 30.309 58 .536 83.007 100.000 100 000 

0000 0226 1.265 7.579 19.595 46087 88.729 98.220 

0 여m 0.011 0.022 0.174 0.645 n‘~ 52.448 100.000 

0.0ω 。 003 0.015 0.016 0.402 1.336 51.659 100.000 

0.000 0.000 0 여m 0.005 0.204 1.228 5.812 14033 

O 아lO O 아lO 0.000 0.002 0.010 0.095 2.141 9.979 

0.000 oαlO 0000 0.002 0.QJ 5 0.249 8.540 5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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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α)() 

100 아lO 

100.000 

100.000 

100 아lO 

100.000 

100.000 

26.699 

11.054 

100αlO 

lQQQ 

100αm 

100.000 

100.000 

100.000 

100 여m 

100 여lO 

26.699 

11.054 

100.000 



표 4.3-1 격 납건물로의 이 송분율(%)， FVES -- PWR, Setpoint Pressure ca똥 

훨좋릎 

Xenoπ Krypton 

Iodine. Bromine 

Cwnulative Probability 

Q,QQQ 9 .. 0.1.9. ILQ~ Q，;Z~9 O.~Q9 O .. 7~9. Q，~50 9.ι.!1?9. LQQ9 

100.00 100.0 100.0 100.0 100ω 100ω 100.00 100.00 100.000 

0.000 0.000 0.001 0931 8.609 35.189 n. 143 95.833 100.000 

Cesium, Rubidium 0000 0.000 0 ω0.513 4.248 35.189 n. 143 95.833 100.000 

TelIurium,Antimony 0.000 0.000 0ω0.183 2803 18.408 76.000 95.833 100.000 

Barium 0000 0.000 0ω0.183 2.803 17.974 76.000 95.833 100.000 

Strontium 0.000 0.000 0.001 0.183 2.803 17.974 76.000 95.833 100.000 

Ruthenium, etc. 0000 0.000 0.001 0.183 2.803 17974 76.000 95.833 100.000 

La삐삐num， etc. 0.000 0.000 0.001 0.183 2.803 17.974 76.000 95.833 100.000 

C야ium， etc. 0.000 0000 0.001 0183 2.803 17.974 76.000 95.833 100.000 

표 4.3-2 격납건물로의 이송분률(%)， FVES 
-- PWR, High and Intennediate Pressure case 

햄좋흐 Cwnulative Probability 

O.QQQ (! . .9JQ Qé.Q~Q Q~ QJ.QJl Q..ru! QJ2Q Qι.22Q 1끄QQ 

Xenon, Krypton 100.0ωo 1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0 100 000 

lodine, Bromine 0.000 0003 1088 19.547 41 여o 60.764 89.121 99.219 100.000 

Cesium, Rubidium 0000 0.003 0.895 13.082 29.469 58.548 89.121 99.219 100.000 

TelIurium,Antimony 0.000 0.003 0.8어 11815 24.843 42.903 88.806 99.219 100.000 

Bariwn 0000 0.003 0.858 12.576 23.813 37.186 86.977 99.219 100.000 

Strontium 0.000 0.003 0.858 12.576 23813 37. 186 86.977 99.219 100.000 

Ruthenium, etc. 0.000 0.003 0.858 12.576 23813 37 .1 86 86.977 99.219 100.000 

Lanthanum, etc. 0.000 0.003 0.858 12.576 23.813 37. 186 86.9n 99.219 100.000 

C야뻐π etc. 0.000 0.003 0.858 12.576 23813 37. 186 86.977 99.219 100.000 

표 4.3-3 격납건물로의 이송분율(%)， FVES -- PWR, Low Pressure case 

햄좋를 

Xen。π Krypton 

1odine. Bromlne 

Q, QQ9 QJ>~Lo 

100.0 1000 

oα)() 2500 

Cesium. Rubidium 0.000 1.111 

Tellurium, Antimony 0.000 0.588 

Barium 

Strontium 

Ruthenium. etc 

L뼈뼈num. etc 

Ceri띠πetc 

0.000 0.588 

0.000 0.588 

oα)() 0.588 

0.000 0.588 

0.000 0.588 

Cwnulative Probability 

O.Q~Q μ;Z~.9 0.500 QlW Q영o 0• 29S! ].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0 

11502 31079 51631 86.524 99.3 14 99.902 100.000 

7.199 

4 여I 

4 여I 

4 여I 

4.041 

4.041 

4.041 

20.402 40.150 86.524 99 .3 14 99.902 100.000 

16.682 33.295 66.713 99.167 99.833 100 α)() 

16.682 33.295 61773 99.167 99.833 100 α)() 

16.682 33.295 61773 99.167 99.833 100.000 

16.682 33.295 61773 99.167 99.833 100000 

16.682 33.295 61773 99.167 99.833 100.000 

16.682 33.295 61773 99.167 99.83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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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1 재증발에 의 한 방출분율， FLATE 

-- PWR, One Opening after Vessel Breach case 

햄좋료 Cumulative Probabil뾰 

ι000 0.010 ι따g 0.2S0 O.SOO 0.7S0 ι영Q 앤90 1.000 

lodine 0.000 0.000 0.000 0.011 0.04S 0.102 0.439 0.800 1.000 

Cesiwn 0.000 0.000 0.000 0.011 0.023 0.072 0.171 0.248 0.7S0 

Telluriwn 0.000 0.000 0.000 0.000 0.000 0.024 0.209 0.413 0.800 

표 4.4-2 재증발에 의 한 방출분율， FLATE 

-- PWR, Two Opening after V，않sel Breach, Dry case 

뾰좋효 Cwnulative Probabil많 

ι매Q ι따묘 ι따R ι갇Q ι맥g ι끄묘 앤50 0.990 L맹g 

lodine 0.000 0.000 0.000 0.044 0.170 0.30S 0.71S 0.920 1.000 

Cesi띠n 0 ,000 0.000 0.000 0.025 0 , 113 0 ,274 0 ,700 0.912 1.000 

Tel1uriwn 0.000 0.000 0.000 0.000 0.000 0.077 0 ,628 0.890 1.000 

표 4, 4-3 재증발에 의 한 방출분율， FLATE 

-- PWR, Two Opening after Vessel Breach, Wet case 

햄호료 CumulatlVe Prob빼il뾰 

0.000 ι민R 0.050 0.2S0 ι띤Q 0.750 ι옆Q 0.990 1.000 

lodine 0.000 0.000 0.000 0.000 0.060 0 ,268 0.71S 0.920 1.000 

Cesium 0.000 0.000 0.000 0 ,000 0 ,055 0.251 0.700 0 ‘912 1.000 

Tellurium 0.000 0 ,000 0.000 0.000 0.000 0.077 0 ,628 0.89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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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종 

it 

Ce 

La 

B. 

Sr 

Te 

R.μM~ 

CS, 1 

N~bles 

햄좋쿄 

Ce 

Lo 

Ba 

Sr 

Te 

RιM~ 

CS, 1 

N~bles 

표 4.5-1 직접가열에 의한 격납건물내로의 방출분용， FDCH 

-- Zion, High Primary Pressure (17 MPa) case 

Cumulative Probability 

”“““““‘‘“““’ ‘“ ‘ -“ -

oQoQ 

0.00001 

000001 

0.00001 

0.00001 

0.00008 

0.00001 

0.00669 

100000 

0.000 

000001 

000001 

000001 

000001 

000009 

000001 

000669 

l 때000 

때1!l 0.050 O.lQQ o，7.~o !PoQ o，!~ O,9J1Q Q9~ 

0.00004 0.00023 0.00047 0.00144 O 때576 0.02241 0.05168 007421 

0.00004 0.00023 0.00047 000144 0.00576 002241 0.05166 0.0η81 

0.00004 000023 0.00047 0.00170 0.00895 004014 0.08675 0.42799 

000004 o ooo2~ 0.00047 0.00144 000692 0.027B 008111 0.30899 

O.OOOB 0.00042 0.00080 0.00때O 000753 O.OD)) 0.04579 006562 

O.OOOO~ 0.00032 0.00067 0.00~29 0.01476 005143 0 .1 7170 0.35000 

O.O~OOO o 15000 O.~’000 0.90000 0.93571 0.97143 0.99286 100000 

100000 100000 1000뻐 100000 100000 1 00000 100000 100000 

표 4.5-2 직접가열에 의한격납건물내로의 방출분율， FDCH 

-- Zion, Low Primary Pressure (7 MPa) case 

Cumulative Probability 

。이O Q，o~o 0.1때 0.250 g젤P 0.7Sll Q!l@ ι영Q 

0.00004 0.00016 0.00071 O 때)19 0.01583 0.06677 

000004 000016 0.00071 0.00319 0.01583 0.06641 

0.00004 000016 0.00171 0.00556 0.02η7 0.42799 

000004 0.00016 000071 000323 002044 0.30899 

000011 0.00020 0.00100 0.00601 o“1964 009000 

000008 0.00018 0.00091 001077 0.04~π 035000 

o O~OOO 0.1 5000 0.90000 0.93571 097143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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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Q 1000 

0.19284 0.)5927 

0.1 4545 0.24162 

066000 100000 

0.77000 100000 

0.09D3 0.10357 

070000 100000 

1 00000 100000 

100000 1 00000 

Q，9.~9 LO때 

0.19284 035927 

014545 0.24162 

0.86000 100000 

0.77000 100000 

0.09333 0.10574 

0.7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햄좋효 

0.000 

C. 0.00001 

L. 0.00001 

Ba 000001 

Sr 0.00001 

T. 0.00008 

Ru, Mo o 이lOO l 

CS, I oα)669 

Nobles 1.000α〕

핸좋쿄 

9맹9 

C. 0.00001 

La 0.00001 

B. 0.00001 

Sr oαlOO l 

T. 0.00009 

Ru, Mo oαlOO l 

CS, 1 0.00669 

Nobl.s 1.00000 

표4.5-3 직접가열에 의한 격납건물내로의 방출분율， FDCH 

-- Surry, High Primal)' Pressure (1 7 MPa) case 

Curnul따ive 판쁘쁘낀파 

ι외Q ι050 ι100 Q요~ Q，~()O Q끄g Q으9.Q Q원Q 

0.00004 o 아lO2J 0.00144 0.00567 0.02241 0.07421 

0.00004 0.00023 000144 0.00567 0.02241 0.07381 

0.00004 oαlO긴 000170 0.00895 0.04014 0.42799 

0.00004 0.00023 000144 oα)692 0.02713 0.30899 

0.00013 0.00042 0.00400 0.02461 0.20000 0.87500 

099] 

0 .1 9284 

0.1 4545 

0.86000 

0.77000 

0.97500 

0.00008 0.00032 0.00329 0.01476 0.05143 0.35000 0.70000 

0.03000 0.15000 0.9αlOO 0.93571 0.97143 1.00000 

1.000α〕 1.00000 l 아m애 1.00000 1.00000 1.00000 

표 4.5-4 직접가열에 의한격납건물내로의 방출분율， FDCH 

-- Suny, Low Primary Pressure (7 MPa) case 

Curnulative Probability 

Q꾀9 ιQlQ ι.ll!!! O쟁Q Q갱P ι객Q Q잊P Q요~ 

o 이lOO4 0.00016 0.00071 0.00391 0.01583 0.06677 

0.00004 000016 0.00071 0.00391 0.01583 0.06641 

0.00004 0.00016 000071 0.00556 0.02737 0.42껴9 

0.00004 0.00016 0.00071 0.00323 0.02044 0.30899 

0.00011 0.00020 0.00100 0.01635 0.20000 0.87500 

0.00008 000018 0.00091 0.01077 004377 0.35000 

0.03000 0.15000 0.90000 0.93571 0.97143 1.00000 

0.00000 1.00000 100000 l 。이lOO 100000 100<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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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1.00000 

ι990 

0.1 9284 

0 .1 4545 

0.86000 

0.77000 

0.97500 

0.70000 

1.00000 

1.00000 

l 때O 

OJ5었7 

0.24162 

1.00000 

1.0αlOO 

1.00000 

1.00000 

1.00000 

1.00000 

LQOO 

0.35927 

0.24162 

i 아lOOO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표 4.6 증가발생기 이차측으로의 방출분율， FISG(i) 

ιι‘ !ι·ιι·ι •• μ ... "-"-"- 1 ‘ .... v.. ... , ..... ιι'1-........... ....,. •••••• ι ιJ 

핵종군 RecIosing Relief Valve Stuck open Relief Valve 

Surry/Zion SUrry Zion 

Noble Gas 5.9E-Ol 

Iodine 2.9E-O I 2.7E-Ol 

Cesium 2.8E-Ol 2.6E-O l 

Tellurium 5.6E-O l 1.7E-O l 4.7E-O l 

Barium 3.3E-Ol 2.4E -O l 7.5E-O l 

Strontium 3.4E-O l 2.4E-Ol 7.3E-O l 

Ruthenium 3.4E-Ol 2.4E-Ol 7.4E-O l 

Lanthanum 3.4E-O l 2 .4E-Ol 7.4E-O l 

Cerium 3.3E-O l 2.4E-O l 7.5E-O l 
,-' ....... , •••••••• .....u'-‘ .. ‘’ ............. .................. ....... .... 

표 4.7 증기발생기 이차측에서 외부환경으로 방출분율， FOSG(i) 

i ‘ .............. ιι ' ................... ,… .... . ...................... 
“ 

H_ ••••••••••••••••.•.•. ~.~ .•.• “‘ 

해종군 Reclosing Relief Valve Stuck open Relief Valve 

Surry/Zion Surry Zion 

Noble Gas 6.7E-이 

Iodine 5.3E-Ol 5.8E-O l 

Cesium 5.4E-O l 5.6E-Ol 

Tellurium 5.0E-Ol 5.3E-O l 

Barium 5.2E-Ol 4.7E-Ol 

Strontium 5.3E-O l 4.8E-O l 

Ruthenium 5.3E-O l 4.7E-O l 

Lanthanum 5.3E-O l 4.7E-Ol 

Cerium 5.3E-O l 4.7E-Ol ...................... , ........... ---................................. ................ ‘ ................................. 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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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격납건물살수계통에의한제염계수 

~~ Fractiles 

5% Median Mean 95% 

초기방출， 격납건물 조기 파손 1.6 1.8 1.8 2.2 

초기방출， 격납건물 파손 없음 3.0 40.0 12.7 1800 

후기 방출(Core-concrete release) 7.7 28. 23. 2000 

표 4.9 자연적 과정에 의한 제염계수 

표면적 격납건물내부체적 정화율 

발절손 Í!!년) (m3) (/hr) 

Zion 1.44 x 103 7.68 x 104 0.18 

Surry 1.25 x 103 5.1 x 104 0.23 

표 4.10 노심용융물층 위에 존재하는 냉각수의 세정에 의한 제염계수 

ZionlSurrv 경 우 핵종군 

Cs Te Sr Ru La Ce Ba 

shaIlow water : Median 5.5 5.5 2.1 5.5 2.1 5.5 5.5 5.5 

:Mean 4.3 4.3 2.4 4.3 2.4 4.3 4.3 4.3 

flooded cavitv : Median 30 30 15 30 15 30 30 30 

: Mean 13 13 5.8 13 5.운 I 13 I 13 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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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KORSOR 전산코릎 개발 

l. Main Control Window 작동 

가. 사작화면 

KORSOR 시작화면 (또는 Main Control Window)은 그렴 4.1 에서 보여주듯이 다음의 5가지 

메뉴가 주어져 있다.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Parametric Data Base] : 매개변수 데이터베이즈의 작성/추가를 위한 Database 모률 

- [Random Sampler] : Random Sampling을 통한 Random Number Generator 모률 

- [Binner] 사용자의 Logic Rule을 통한 Bin Input Generator 모률 

- [ST Analyzer] 방샤션원항 불확실성 정량화 분석 모율 

- [Exit] : KORSOR 종료 

나. 매개변수 데이터빼이스 모율 

KORSOR Parametric Database 모률에서는 KORSOR에서 사용되는 매개변수들에 대한 

데이터의 초기작성， 추가 및 수정동을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이룹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최신의 것으로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종류의 

(예 : CANDU 발전소의 더11 01 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도 용이하다 본 기능윤 

MicroSoft 샤의 ACCESS 데 이 터 베 이 스 편 집 기 가 Plug-in 형 태로 porting 되 었으므로 자세 한 

기능은 ACCESS 소프드웨어의 매뉴엘올 참고하면 된다. 본 코드에서는 NUREG-1150의 

데이터베이스 (NG-1150.pdb)가 코드에서 샤용된 모든 변수에 대해 default로 제공되며， 

고라 l호기의 데이터베이스 (KORI- I.pdb)가 일부변수에 대해 추후 제공될 [4-8]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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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1 KORSOR 주 제 어 모률의 윈도우 초기 화변 (Main Control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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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andom Sampler 모률 

KORSOR 코드에서 현재 제공된 매개변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각 매개변수가 9가지의 

누적분포수준 (또눈 신뢰도)에 대해 값이 부여된 형태를 휘하고 있다. 사용된 

누적 분포수준은 최 소， 1 %, 5%, 25%, 50%, 75%, 95%, 99%, 그리 고 최 대이 다. 이 러 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방샤선원항의 실제 계산에서는 각 변수별로 오직 한 값만아 l회의 

계산에 사용된다. 따라서 높은 신뢰도가 선택되면 매우 보수적인 매개변수 값이 뽑히게 

되며 여러 변수의 조합의 철과로서 나타나는 방사선원항 값에도 명향올 미치게 된다. 

이러한 변수별 누적분포수준은 업의표본조사 (Random Sampling)로 선택되며， 본 모률은 

이를 위한 난수발생 및 이를 처리하여 KORSOR 입력의 하나인 Sample input ("'.앓m)을 

생성하는역할을맡고있다. 

이러한 난수를 얻는 방법으로는 륙정 분포를 갖는 자연현상올 관찰해서 기록해 두었다가 

필요시에 사용하눈 방법을 생각 할 수 었다. 그러나 많용 난수를 가지고 실험을 하려면 

실험에 앞서 난수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올 펼요로 한다. 보통 난수표가 손 

계산에 사용되지만 매번 표를 찾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적절한 수학적 

공식올 사용하여 컴퓨터 내에서 근사적인 난수를 얻는 것이 바랍직하다 이를 위해 

여러가지의 방법이 시도되었다. 그 초기의 예가 Von Neumann이 제안한 중항제곱법이다. 

이 방법은 예를 들어 하나의 4자리 수를 선택해서 제곱한 다음 앞과 뒤에 있는 슷자들을 

버리고 그 중간의 4자리 숫자들올 선택하여 얻운 새로운 수를 다시 제곱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는 일련의 수돌은 비록 그 주기는 길가는 하지만 똑같은 

순서로 같은 숫자가 반복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난수라고 할 수 없어 가난수라고 

부른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주기가 원하는 난수의 총수보다 크고 숫자간의 상관관계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면 이러한 가난수는 훌륭히 실용될 수 있다. 그 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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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었는데 그러한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Congruential 

방법이다. Congruential 방법은 다음의 반복 판계식올 이용하여 가난수를 발생시킨다. 

Xi::: {axi-l을 m으로 나눈 나머지} 

여기서， Xi: 1번째 가난수， 
m: 가난수의 반복주기， 
a, Xi: 0과 m-l사이의 정수이다. 

가난수의 반복주기 m올 실현하기 위해서는 m과 a률 적절히 선택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m은 컴퓨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수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형 컴퓨터는 이와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여 난수를 발생시커는 함수(예: RND, RANDO 동)를 가지고 있어 

특별히 사용자가 프로그래밍할 필요는 없다. 본 모률에서는 윈도우에서 코드개발도구인 

MicroSoft 사의 Visual Basic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RND 함수와 Randomize 선언을 

이용하여 난수를 생생하였다. 즉， Randomize 선언에 의하여 컴퓨터의 시스템 시계를 

이용한 Seed를 제공해 난수발생기를 초기화하며 RND 함수에 의해 0과 I 사이의 실수를 

생성한다. 

그림 4.2는본모률의 초기화면 및 압력선택 화면을보여준다. 여기서 "Select Input" 버튼올 

사용하여 Random Sampling 압력파일 (*.sin)올 선택한 후 "Run" 버튼을 눌러 실행시커면， 

그 결과가 Random Sampling 출력파일 (*.sam)로 생성됨과 동시에 그럼 4.3에서 보여 

주듯이 초기화면의 글자상자 (Textbox)내에 표시된다. Random Sampling 압력파일은 일반 

문자편집기 (Text Editor) 또는 ST Analyzer 모률의 택스트 현접기능 ("File 및 Edit" 메뉴 

참조)을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데，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실행 제목 (Title) 

- 관측 반복 횟 수 (Number of Observation) 

-1회 관측시 표본변수 (Sample Variable)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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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서， Random Sampling 출력파일 (*.sam)이 KORSOR의 주 프로그램에서 

입력의 하나로 읽힐 때， 값이 0 이면 최소값의 누적분포수준이 선태되며 반대로 값이 l 

이면 최대값의 누적분포수준이 선택된다. 그리고， 0과 l 사이의 값중에서 매개변수 

데이터베이스의 9가지 누적분포수준에 해당되지 않는 대부분의 경우는 코드내의 선형 

보간법 (Linear lnterpolation) 또는 대수 보간볍 (Logarithmic Interpolation)을 이용하여 

변수값을 선 택 한다. 한편， 음의 실수값올 만나면 STCP (Source Term Code Package) 

전산코드로 계산된 (즉， 결정론적인 방식으로 계산된) 전형적인 변수 값 (NUREG-1150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central 값이라고 명명)이 선택된다. 

라. Binner 모률 

방사선원항은 원전의 중대사고시 주위환겸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핵종의 양 및 여타 

특성이다. 이러한 방사선원항올 분석하기 위하여， 중대사고 진행과 격납건물 경계외부로 

핵분열생성물의 방출을 초래하는 격납건물의 손상유형을 분석하고 중대사고에 견딜 수 

있는 격납건물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구조화된 

방법으로 사고진행사건수목 (Accident Progression Event Tree) 또는 격 납건물사건수목 

/분해사건수목 (Containment Event Tree / Decomposition Event Tree)이 널리 사용되 고 있다. 

사건수목윤 복잡하고 많은 수의 사건경위 (Event Path)를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경위중에서 확률적으로 (cutoff frequency) 매우 작은 것들을 버리고， 남은 것들은 

비슷한 방사선원향이 예상되는 경위들을 묶어 분류하게 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한 비숫한 

사건경위의 묶음을 사고진행빈 (Accident Progression Bin) 또는 방사선원항부류 (Source 

Term Category)라고 불련다. 

한편， 발전소 사건수목의 정점사상에는 중대사고 진행과정의 모텔에서 고려되는 

격납건물의 손상 및 방사선원항 관점에서 중요한 중대사고 현상을 선정한다. 사고진행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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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4.2 KORSOR Random Sampler 모률의 초기화면 및 
입 력 선 택 화면 (Input Select Window) 

.903761 
6941804 •. 2776085 .. 5273242‘ .5125977 •. 8223563 
9464872 •. 7862672‘ 2669271 •. 5593682 •. 41 64658 

1107523 •. 7623135 •. 8076299 .. 2028391 •. 7516322 •. 8396739 
1067072 •. 0400281 •. 7089068 .. 9678499 •. 4566 •. 4591911 
9825763 .. 146841 4 .. 3884669 .. 9291697 .. 307061 4“ 907807 
3711494 .. 715543 .. 2135205. 7195882 •. 9358059 •. 81831 12 
1 707951. B4 7764 1 • 2856987 .. 971 8S5 •. 1 788854 •. 2923349 
21 75656 •. 441 8736 •. 7689497 .. 0533005 •. 2α)2481 •. 2282469 
‘ •• 4098296 .. 8650817 .. 7649046 •. 33t 0151 .. 3671 042 .. 9932576 

1 .6 •. 1 1 47974 •. 4845989 •. 6407737 •. 4378284 •. 0466643 •. 9545774 
2.6 •. 9652588 •. 93321 48.2.934676E-02 .. 7409508 •. 8717179.1.05751 8E -02 
3.6 .. 328424 •. 843719 •. 8289925 •. 1387511 ‘ .9438961 •. 9973028 
4.6 .. 8370828..3177427‘ 875763ι 4672813 •. 4271471.7. B70829E -02 
5.6 .. 8584455 •. 2536547.6. B02696E -02 •. 8904895 •. 1575227 •. 3564229 
6.6ι2.5301 64E -02.1 .866543E -02 •. 7729949 •. 7755859 •. 2989711 .. 4632362 
7.6 .. 7048617 •. 2455645 •. 6234562 •. 224201 9 •. 6975442.3.1 93784E .02 
8.6 •. 264336.3. 59S297E -02 •. 986621 4. ‘ 8691268 • .2216107 •. 1641589 
9.6 .. 6020935 •. 2892898. 4952802. 6087297. 5339604 •. 7592684 

.534449[-02 .. 1041161 •. 5166429 .. 5446417 .. 7262244 •. 1814765 

그럼4.3 KORSOR Random Sampler 모률의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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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방사선원항부류)의 특성은 이러한 사건수목의 정첨사상 (Top heading)에 의해 

절정되는데 (예: 격납건물 손상의 시기 및 유형)， 사고진행빈의 특성 절정에 참여하는 

정 점사상올 속성 (Attribute)이 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러 한 속성 의 갯수 및 종류는 발전소에 

따라 다르며 각각의 속성은 몇 가지 특성값올 가지게 된다. 표 4.11온 XSOR 코드의 한 

형태인 SURSOR 코드 (SURRY 발전소)에서 사용된 속성의 정의 및 값올 보여주고 았다. 

여기서는총 11가지의 속성이 정의되어 있으며 속성의 갯수 및 특성값이 세분될수록 더육 

상세한 불확실성 분석올 더쭉 많은 중대사고 항목 (issue)에 관해 수행할 수 있는 장첨이 

있는 반면， 수행결과가 복잡하여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올 수 있다. KORSOR 

코드는 XSOR 코F익 PWR, Large Dry Containment 종류에 적용하기 가장 쉬운 형태인 

SURSOR 코드를근간으로하였기에 위의 117}지 기본속성이 모두포함되어 었다. 

방사선원항의 분석을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분석하고자 하는 사건경위의 특성이 

입력되어야 한다. 이러한 샤건경위의 특성은 해당 (target) 발전소의 사고진행 또는 

격납건물 사건수목을 통해 필요한 정보률 입수하여 기본속성의 특성치를 부여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당 발전소만의 고유한 특성이 (예: IRWST 또는 severe 

accident credited Fan Cooler) 폰재하연 이는 그 특성을 분석하여 {예: 결정론적 방식의 

중대사고 해석코드 사용) 해당되는 모률을 코드내 삽입해야만 분석이 가능하다. 현재의 

코드에는 일반적으로 중대사고시 사용가능한 공학적 안전셜비를 포함한 사고완화셜비 및 

PWR 발전소의 주요현상들이 모델되어 있다. 둘째로 해당 발전소의 사건수목에 이용된 

정점사상들과 기본속성간의 관계를 연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발전소마다 사건수목의 

구성을다르게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예시하기위하여 현재수행이거의완료된울진 

3，4호기 2단계 확률론적안전성분석 [4-4]에서 사용된 사건수목과 기본속성올 연계해주는 

논리균칙표 ιogic rule table)를표 4.12에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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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ORSOR 코드에서는 본 모률에서 사건특성의 압력 (*.bin)올 생성한다. 입력의 

내용은다음과같다. 

- 실행 사건경위 제목 (Title) 

- 가본속성 의 개수 (Number of Attribute Elements) 

- 해당사건경위에 대한기본속성의 특성치 

여기서， 해당 사건경위에 대한 기본속성의 특성치는 기본적으로 (defa띠t) 11 개의 문자로서 

표현되며， 최대 20 경우의 사건경위를 반복하여 압력할 수 있다. 사건경위의 특성을 

표시하는 11가지의 정보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 4.11을 이용하면 된다. KORSOR 

코드에서는， 본 과정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초보자나 압력을 최초로 작성시에는 사용자의 

변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옵션을 제공한다. 즉 본 모률의 초기화면에서 "File • New" 

메뉴를 이용하면 그렴 4.4와 같은 Bin 입력 작성화면을 이용할 수 였다 여기서 제공되는 

11 개의 상자의 선택버튼 (Option button)의 해당항목을 선택하고 "Bin Identiηπitle 

Description" 택스트 상자에 실행제목을 표현한 후 "Save As" 버튼을 누르고 파일이름을 

부여하면 자동으로 입력파일 (*.bi띠이 생성된다. 다수의 사건경위를 입력하려면 ‘’Next‘’ 

버튼올 이용하여 반복작업을 수행하면 되며 "Next" 버튼 왼쪽의 "Bin No."의 숫자가 

증가하여 반복횟수를 보여준다. 입력작업의 수행시에 선택버튼을 가진 각 항목에 대한 

도웅말이 화면 제일 하단의 정보난 (Information Box)에 자동으로 표시되어 사용자가 

원하는 항목의 선택을 용이하게 한다. 한면 기폰의 압력을 수정하거나 기본속성의 

특성을 충분히 숙지했올 시는 그럼 4.5에서 보여주는 Bin 입력 수정화면을 "File • Open" 

메뉴를 선태하여 이용하면 더육 따른 작업을 할 수 있다. 

01상의 결과로서， Bin 입력의 결과화면이 그럼 4.6에 예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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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SURSOR 코드에서 사용된 속성의 정의 및 특성치 (112) 

속성 l: 격납건물 실패 시간 
A= CONT AINMENT BYP ASS, BREAK LOCATION NOT SUBMERGED 
B= CONTAINMENT BYPASS. BREAK LOCATION SUBMERGED 
C= CONT AINMENT F AILURE BEFORE VESSEL BREACH 
D= CONT AINMENT F AILURE AT THE TIME OF VESSEL F AILURE 
E= LATE OR VERY LATE (SEVERAL HOURS AFTER VB) CONTAINMENT FAILURE 
F= FINAL PERIOD (24 HRS AFTER VB) CONT AINMENT F AILURE 
G= NO CONT AINMENT F AILURE 

속성 2: 살수기 작동 
A=EARLY, UPtoVESSELBREACH 
B= EARL Y, UP to VESSEL BREACH 

INTERMEDIATE, VB to VB+45MIN 
C=EARLY, UPtoVESSELBREACH 

INTERMEDIATE, VB to VB+45MIN. 
LATE, VB+45MIN. to END OF CCI 

D=EARLY, UPtoVESSELBREACH 
INTERMEDIA TE, VB to VB+45MIN 
LA TE, VB+45MIN. to END OF CCI 
VERY LA TE, AFTER CCI 

E= LA TE, VB+45MIN. to END OF CCI 
F= LATE, VB+45MIN. to END OF CCI 

VERY LA TE, AFTER CCI 
G= VERY LA TE, AFTER CCI 
H= NON-OPERA TION THROUGH THE ACCIDENT 

속성 3: 용융노심-콘크리트 반응 (Core-Concrete Interaction : CCI) 발생 
A= PROMPT DRY --FULL Y UNSCRUBBED CCI 
B= PROMPT SHALLOW SCRUBBED 
C=NO CCI 
D= PROMPT DEEP SCRUBBED 
E= SHORT DELA YED, 1H앉EAFTERDRY 
F= LONG DELA YED πf많EAFTERDRY 

속성 4: 압력용기파손 전의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 
A= AT SYSTEM SETPOINT PRESSURE (2500 Psia) 
B= HIGH PTESSURE (1000 to 2000 Psia) 
C= INTERMEDIA TE PRESSURE (200 to 1000 Psia) 
D= LOW PRESSURE (less than 200 P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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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SURSOR 코드에서 사용된 속성의 정의 및 특성치 (212) 

속성 5: 압력용기 파단유형 
A= HPME (High Pressure Me1t Ejec디on) 
B=POUR 
C= GROSS BOITOM HEAD FAll...URE 
D= ALPHA MODE 
E= ROCKET MODE 
F = NO VESSEL BREACH 

속성 6: 증가발생기 세관파손 
A= OCCURS, SRVs (Secon없ry ReliefValves) CLOSE 
B= OCCURS, SRVs STUCK OPEN 
C=NONE 

속성 7: CCI에 참여하는노심의 양 
A= LARGE AMOUNT (70-100%), NOMINALLY 85% 
B= MODERATE AMOUNT (30-70%), NOMINALLY 50% 
C= SMALL AMOUNT (0-30%), NOMINALL Y 15% 
D=NONE 

속성 8: Zr 산화분율 
A= LOW Zr OXIDATION (0-40%), NOMINALLY 25% 
B= HIGH Zr OXIDATION (>40%), NOMINALLY 65% 

속성 9: 고압노심용융물방출에 포함된 노심의 분율 
A= HIGH HPME (>40%) 
B= MODERA TE HPEM (20-40%) 
C= LOW HPME (<20%) 
D=NOHPME 

속성 10: 격납건물 파손의 크기 
A= CAT ASTROPHIC RUPTURE, GROSS STRUCTURAL F AILURE 
B= RUPTURE, NOMINALL Y 7 FT2 

C= LEAK, NOMINALLY 0.1 FT2, (INCLUDING BASEMAT MELT-THROUGH) 
D= NO FAILURE OR BYPASS 

속성 11 : 압력용기 파손후 원자로냉각재계통에 있는 대형 구맹(HOLE)의 갯수 
A= ONE LARGE HOLE 
B= TWO LARGE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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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사건수목과 기본속성을 연계하기 위 한 울진 3 ，4호기 논리규칙표 예 (112) 

Attribute Ulchin 10밍C I1Ile Comments 
Element 

•• ~~U ，‘ ••••• A ‘ •.•.••• ‘ ............ ’‘ •• ‘ AO ••••••• ULU_'-' ................... 

IA,IB (P:CONBVPASS=EVENT V) break location submerged 
is not differentiated 

lC (P:CONBVPASS=SGTR) or (C:RCSFAIL=SGTR) or 

(P:CONISOLAT=NOT ISOLATED or RBCM) 

lC,lO (C:CF-EARL Y=LEAK or RUPTURE) n않dsQ드(Deterministic 

caIculation) 

10 (C:ALPHA=ALPHA) 

lE,IF (C:CF-LATE= LEAK or RUPTURE) needs DC 

lF (C:BMT-κ1EL T=MEL TTHROU) 

lG (C:BMT-κ1EL T=INT ACT) "C:BMT-MELT" is the last 
heading 

2A,2B,2C (P:CSRCOOL=YES) and (C:CS-LA TE=F AILURE) see PDS-ET to differentiate 
more 

2D (C:CS-LATE=NO FAILURE) 

2E,2F,2G N/C no spray recovery IS 

considered 

(see CS-LA TE DET) 

2H DEFAULT not fully developed in PDS-
ET 

3A (p:INCAVINJ=FAIL) and (C:CS-LATE=FAIL) RFS is considered not to 
eXlst 

3B (EXVCOOL+D:CVT-WATER=NO) "No" means partially filled 
ordrv 

3C (BMT -MEL T +D:DB-COOL=COOLED) 

3D (D:CRM-EJECT=LOW) and (D:CVT-WA TER=YES) 

3E.3F N/C prompt CCI is assumed as 
far as corium exists in the 
cavlty 

4A (P:RCSPRESS=HIGH) 2350 psia 

4B,4C (p:RCSPRESS=MEDIUM) 200-2000 psia 

4D (p:RCSPRESS=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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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사건수목과기본속성을 연계하기 위한울진 3，4호기 논리규칙표 예 (212) 

5A (C:CR-EJECT=IDGH or MEDIUM) 

5B, 5C (C:CR-EJECT=LOW) 

50 (C:ALPHA=ALPHA) 

5E N/C 

5F (C:MEL TSTOP=MEL TSTOP) 

6A,6B (p:CONBYP ASS=SGTR) or (C:RCSF AIl‘=SGTR) SR V status is not 
d끊농rentiated 

6C (p:CONBYPASS!=SGTR) and (C:RCSFAIL!=SGTR) 

7A (C:CR-EJECT=MEOIUM or LOW) 70(60)-100% 

7B,7C (C:CR-EJECT=HIGH) 30-70(60)% 

70 (BMT -MEL T+O:OB-COOL=COOLEO) 

8A needsQ드 

8B needs 딛드 

9A (C:CR-EJECT==IDGH) >40% 

9B (C:CR-EJECT=MEDIUM) 20-40% 

9C (C:CR-E正CT==LOW) <20% 

90 N/C No explicit consideration 

IOA N/C 

10B (C:CF-EARLY=RUPTURE) or (C:CF-LATE 

=RUPTURE) 

IOC (C:CF-EARL Y=LEAK) or (C:CF-LATE =LEAK) or 
(C:BMT -MELT=MELT -THROU) 

100 (P:CONBYPASS=EVENT v) or 

(P:CONBYPASS=SGTR) or (C:RCSFAIL=SGTR) or 

(C:RCSFAIL=MELTSTOP) or 

(C ‘ BMT -MELT=INT ACT) 

I1A (C:RCSFAIL!=HOT LEG BREAK) 

llB (C:RCSFAIL=HOT LEG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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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4.4 KORSOR Binner 모률의 Bin 입 력 작성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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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4.5 KORSOR Binner 모률의 Bin 압 력 수정 화면 

ι“‘“ζ“F 

KORSOR Sample Problem Source term BIN 
11 10 

BHADBCAADDA 
BHADBCABDDA 
GDCDFADBDDB 
GHACABAAADA 
AHADBCAADDA 
AHADBCABDDA 
AHADBCAADCA 
BHADBCAADCA 
AHADBCABDCA 
BHADBCABDCA 

그럼4.6 KORSOR Binner 모률의 Bin 입 력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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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T Analyzer 모둘 

KORSOR ST Analyzer 모율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모율들에서 작성된 입력 및 본 모률의 

압력울 통합이용하여 방사션원항의 계산올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기능올 

제공한다. 본 모률익 입력파일은 (*.inp)은 일반 Text Editor 또는 ST Analyzer의 텍스트 

면집기농 (아래의 [File] 및 [Edit] 구성 참조)올 이용하여 만들 수 있는데，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에 보듯이 대부분 프로그램익 제어에 관련된 것들이다. 

- 실행 제목 (Title) 

- 입.출력 파일 제어 

(여11: 

- Open App.Path + "* .inp" For Input As 5 

- Open App.Path + "screen.out" For Output As 6 

- Open App.Path + "*.out" For Output As 7 

- Open App.Path + "*.bin" For Input As 8 

- Open App.Path + "*.sam" For Input As 9 

- Open App.Path + "*.wgt" For Output As 10 

- Open App.Path + "* .50t" For Output As 11 

- Open App.Path + "*.pdb" For Input As 12) 

- 고려하는 중대사고 항목 (issue) 익 갯수/방사선원항의 갯수/표본익 크기 

- Random Sampler의 결과와 방사션원항 매개변수률 연결하는 포인터 

- 입.출력 형태에 관련된 논리변수 

본 모률의 실행결과는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방사선원항이며 모든 주요결과가 "*.sot" 

파일에 기록된다. 위 파일의 내용중 고려된 핵종익 총 방출분율이 본 모율에서 그래픽 

처리된다. 

1) (File)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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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뉴는 ST Analvzer 모률의 입력을 작성/수정하거나 만들어진 파일을 저장/인쇄하는 

기능을 가진다. 본 메뉴는 위 그림에서 보듯이 7개의 하위메뉴 (Sub Menu)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메뉴 각각의 상세 기능은 아래와 같다. 한편， [New] 또는 (Open] 메뉴가 

선택되어 파일을 열기 전까지는 [Close]l[Save]/[Save As]/[Print] 메뉴는 선택되지 않는다. 

또한 기폰에 열린 파일명은 본 메뉴의 하단에 표시되어 다읍 선택시에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있다. 

- (New]: 본모율의 정량화에 필요한제어입력 (*.inp)을처음작성할때 이용된다. 

여러개의 파일을동시에 열고작업할수있다. 

- (Ope띠:이미만들어진입력파일을수정할때이용된다. 본하위메뉴의특정은 

KORSOR 에 서 다루는 모든 입 력 (*.inp, *.bin, *.sinl* 앓rn) 및 출 력 (*.sot, 

*.out, *.wgt, *.cnt) 파일을 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타베이스 파일 

(*.pdb)은 파일 특성상 여기서 취급하지 않올 것을 추천한다. [New]와 

마찬가지로 여러개의 파일을동시에 열고작업할수 었다. 

- [Close]: 현재의 입력초점 (input forcus)을 가진 파일을 닫는다. 작업한 내용을 

종료하기 전에 아래의 [Save] 또는 [Save As] 옵션을 이용하여 저장해야 

작업내용을상실하지 않는다. 

- [Save]: 현재의 입력초점을가진 파일을 기존의 이름으로 저장할 때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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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ve As] : 그림 4.7에서 보듯이， 현재의 입력초점을 가진 파일을새로훈 이름a로 

저장할때이용된다. 

- IPrint]: 그림 4.8에서 보듯이， 현재의 입력초점을가진 파일율 인쇄할 때 이용된다. 

- [Exit]: 현재의 작업영역 (working window)올 종료한다. 

2) IEdit) 구성 

본 메뉴는 ST Analvzer 모률의 압력등과 같은 입력초점을 가진 열린 파일의 내용을 편집할 

때 사용자의 편집관련 편의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가친다. 작업영역에서 작업할 구절 

(text)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Cut)/[Copy ]/[Paste] 메뉴는 선택되지 않는다. 본 메뉴는 위 

그림에서 보듯이 5개의 하위메뉴로구성되어 였으며 하위메뉴 각각의 상서l 기능은다음과 

같다. 

- [Undo): 바로 작전에 이루어진 명령에 의한 작업을 취소한다 

- [Cut): 현재 선택된 구절을 화변에서 삭제하여 Clipboard로 옮긴다. 

- [Copy]: 현재 선택된 구절올 화면에서 복사하여 Clipboard로 옮긴다. 

- IPaste]: 현재 Clipboard에 저장된 내용을 화면의 지정된 위치에 복사한다. 

- [Delete]: 현재 선택된 구절올 화면에서 삭제하며 매모리에서도 삭제된다. 

4 -50 



3) [Compute] 구생 

본 메뉴는 ST Analyzer 모률의 수행에 펼요한 모문 압 력 이 준비 된 후 방사선원항왜 계산을 

수행하는 기능을 가친다. 본 메뉴는 위 그램에서 보듯이 3개의 하위메뉴로 구성되어 

았으며， 하위메뉴 각각은 수행사 사용될 매개변수 데이타베이스의 종류를 가리킨다. 즉， 

- [NUREG-1150]: NUREG-1150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타베이스를 이용， 

- [STCP]: 결정론적 방식인 STCP 코드의 결과에 근거한 데이타베이스를 이용， 

- [Kori-l]: 결정론적 방식얀 MAAP 코드의 결과에 근거한 고리 I호기의 데이타 
베이스 [4-8]를 이용. 

4) [Resu1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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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메뉴는 ST Analyzer 모률의 수행결과 생성된 파일의 내용을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며 위 그립에서 보듯이 l개의 하위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는 [File]→[Open)의 

기능과 홉사하나 앞으로 새로운 버천율 만들 수 있으면 Visual Basic 소프트왜어의 OLE 

(Object Linking and Embedding) 기능을 이용하여 상업용 편집기를 연컬해 샤용할 것을 

추천한다. 

5) [Plot) 구성 

본 메뉴는 ST Analyzer 모률의 수행컬과를 사용자 변의성을 위해 그래픽 처리하여 화면 

또는 프린터를 통해 보여주는 기능을 가지며 위 그립에서 보듯이 1개의 하위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본 메뉴에서 처리가능한 최대 사고경위의 갯수는 현재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의 용량 및 속도를 고려하여 12개로 제한했으며， 일부 그래픽 옵션은 화변의 

크기제한으로 언하여 107ß로 제한된다. 현재는 계산결과중 가장 중요한 방사선원항의 

방출분율만을 보여주고 있으나 앞으로 새로운 버견을 만들 수 있으면， 앞 절에서 기술된 

방샤선원항의 여타특성도본 메뉴에 포함시키길 추천한다. 

본 메뉴의 [Release Fraction]을 선택하면， 그립 4.9의 하위 창 (Sub Window)이 나타난다. 

여기서눈 첫째로， 그립 4.9에서 보여주듯이 [Load Data]를 선택하여 계산결과 파얼중 

표준출력 파일 (*.sot)을 그래픽의 입력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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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그럼 4.10에서 보듯이 [Options]를 선택하여 그래픽 옵션을 지정한다. 그래픽 

옵션에서는 가장 먼저 다음 3가지중 하나의 그래픽 종류를 지정하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 [Histogram]: 히스토그램 (막대그래프를 모은 형태) 형태， 

- [L-measure Box] : 대표값 (최소/5'X“50'X“95'X“최대 빛 형균치)을 표시하는 상자 형태， 

- [Histogram + L-measure Box] : 위의 두 종류를 복합한 형태. 

그래픽 옵션에서 다음으로 그래픽 처리시 y-축은 방출분율을 표시하는 데 그 값의 의미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 작은 값을 처리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라 대수척도 (Log-scale)를 

사용했다. 히스토그램에서 사용하는 구간의 크기는 대수척도의 한 구간 (예: 0.1-1 또는 

0.01-0.1)이 기본이다. 이러한 구간의 크기를 줄여 좀 더 상세한 히스토그램의 모습을 

얻으려면 "Y -axis Interval No." 옹션의 값을 늘라면 된다. 일 예로 "Y -axis Interval No."의 

값이 3 01 면， 구간의 크기는 대수척도의 한 구간을 3으로 나눈 값이 되며 본 옵션값은 최대 

9까지 지원된다 본 옹션은 [L-measure Box] 종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방사선원항이 여러개의 사고경위 (또는 ”빈")에 대해 계산되었을 때， 한 화면 또는 

페이지에 처라되는 그래프의 갯수를 "Plot No. per page" 옹션에서 지정할 수 있다 본 

옵션의 값은 112/4/6/8/10 ([Histogram + L-measure Box]의 형태에서는 2/4/6/8/1 0)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본 옵션값중 4를 선택하면 한 화면 (또는 페이지)에 4개의 

그럼이 그려지게 된다. 다음으로， x-축과 Y-축의 상대적인 크기를 "x Scale Factor" 및 "Y 

Scale Fa따or" 에서 각각 조정할 수 았다. "Plot No. per page" = 1 경우， 화면 및 프련터에 

표시되는 그래프의 기본 크기는 각각 7000 x 7000 twips (1 cm = 567 twips) 및 4400 x 3800 

twips 이다. 본 옵션의 값은 "x Scale Factor"의 경우 0.5-1.6 (증가분= 0.1), "Y Scale Factor"익 

경우 0.5-1.2 (증가분= 0.1)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옵션값중 "x Scale 

Fa따or"= 1.6 및 "Y Scale Factor"= 1.2를 각각 선택하면 최대로 지원가능한 그럼크기를 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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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의 [Compute]구성에서 언급왼 STCP 데이타베이스률 이용한 

계산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Show STCP (Central) data" 옵션이 체크되면 히스토그램의 

그래프상에 STCP 데이타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왼 점추정 (point estimate) 결과가 "+" 

마크형태로 기본 그래프와 함께 표시되어 결과치의 대비률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서|째로， [Plot View]를 선택하면 앞에서 지정한 옵션에 따라 화면에 j래프가 출력되며， 

[Plot Print]를 선택하면 프련터에 그래프가 출력된다 여기서， 여러 사고경위가 "Plot No. 

per page" 옵션 o 로 지정되면 [Plot View)에서눈 다융 페이지의 화면 또는 이전 폐이지의 

화면으로 [Plot View) 항목 양편의 ">" 및 "<f1 도구아이콘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다 한편， 

최초의 화면에서 "<11 도구아이콘을 누크거나 마지막 화면에서 ">" 도구아이콘을 누르면 

"No receding plot" 및 "No proceeding plot" 이 라는 경 고 (Waming) 메 시 지 를 보게 된 다. [Plot 

Print]에서는 전체의 페이지가 선택의 여지없이 출력된다 

마지 막으로 종료시 에 는 [Exit]를 선택하면 이 전의 화면으로 돌아갈 수 았다 

6) [Window) 구성 

본 메뉴는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듯이 여러개의 창을 띄우고 작업할 때 

다중 장을 정리하는 방식을 지정하는 가능을 가지며 위 그럼에서 보듯이 3개의 지정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여타 윈도우 다로그램올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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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 (Help] 구생 

본 메뉴에서는 위 그럼에서 표시되듯이 본 모율의 로고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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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럼 4.7 KORSOR ST Analyzer 모률의 [File]• [Save As] 메뉴화면 

그림4.8 KORSOR ST Analyzer 모율의 [File]-’[Print] 메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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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9 KORSOR ST Analyzer 모률의 [Plot]• [Release Fraction]• [Load Data] 
메뉴화면 

그 럼 4.10 KORSOR ST Analyzer 모률 의 [Plot]• [Release Fraction]• [Options] 메 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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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6 철 방사챔원항꿇의 분석 

매개변수방정식에 사용된 모든 매개변수는 불확실성올 포함하고 았으며 이의 값은 

확률분포로써 표시된다. 따라서 일정 사고경위에 따른 방사선원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 매개변수의 값이 확률분포로부터 선택되어져야 한다. 이때 어떤 값을 선택할지 

결정하기 위해 표본채취계획 (sampling scheme)을 사용한다. 표본채취계획에는 원하는 

확률값올 정하여 선택하는 작위선택에 의한 방안과 임의의 값을 선택하는 무작위 선택에 

익한 방안이 있다. 방사선원항의 점근사 (point estimate) 에서는 전자의 방안율 이용하고， 

방사선원항의 불확실성 분석에서는 후자의 방안올 이용하여 반복계산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후자의 방안을 이용한 불확실성 분석에서는 선택된 값이 무작위로(randomly) 

선택되므로 같은 값이 반복되지눈 않는다 그러나 일정 값이 선택되는 빈도눈 각 변수의 

확률분포에 의존하게 되어 정상분포와 같은 형태에서는 중간값 (mean value)이 양 극단값 

(extreme value)에 비해 선택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선택된 각 매개변수값은 

매개변수방정식에 의해 결합되어 결과를 생산하고 이러한 결과는 가장 가능한 (most 

porobable) 결과를 중심으로 일정 한 분포 (또는 불확실도)를 모의하게 된다. 

본 절에서는 KORSOR 코드릅 이용하여 기 수행된 영광3，4호기 개별안전성 점검 (IPE) 결과 

[4-12] 조기 및 후기실패의 기인 사고중 격납건물 대형파손사고로서 가장 빈도가 높은 

(most probable) 사고경위률 선택하여 방사선원항의 점근사 분석을 모의하였다 여기서는 

영광3 ，4호기에 대한 매개변수 데이타베이스가 없눈 관계로 NUREG-1150 (PWR, 대형 건습 

격납건물 종류) 데이타베이스가 이용되었다. 한편， 영광3 ，4호71 IPE 에서눈 격납건물의 

조기 및 후기 실패의 시간경계로 원자로용기파손후 2시간이 사용되었다. 

다음으로， KORSOR 끊드를 이용하여 수행이 거의 완료된 울진3 ，4호기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분석 결과 [4-4] 조기 및 후기실패의 기인 사고중 격납건물 대형파손사고로서 가장 

4 -58 



빈도가 높은 (most probable) 사고경위를 선택하여 방사선원항의 불확실도 분석을 모의 

수행하였다. 여기서도 울진3.4호기에 대한 매개변수 데이타베이스가 없는 관계로 

NUREG-1150 (PWR, 대형 건습 격납건물 종류) 데이타베이스가 이용되었다. 한편， 

울진3 ，4호기에서는 영광3.4호기와 마찬가지로 격납건물의 조기 및 후기 실패의 

시간경계로 원자로용기파손후 2시간이 사용되었다. 

1. 격납건물 조기실패시 방사선원항 분석 

선 택 된 사고경 위 는 소외 전원(offsite power) 회 복없는 발전소정 전사고 (Station Black-Out)를 

초기사건으로 하는 격납건물 조기실패로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격납건물은사고초기에 대형파손크기 (rupture size)로 실패함. 여기서， 대형파손 이란 

이로인해 격납용기내 압력상숭이 멈추고 2시간 이내에 대기압상태까지 기압이 

멸어지는파손으로정의되며 통상1.0 ft2 정도의파손크기를의미한다. 

• 원자로용기로부터 격납건물의 대기로의 용융노심분출율은 높음. 

원자로용기내 냉각수주업 및 격납건물살수계통은실패함 

원자로용기 파손이전 고온.고압에 의한 일차냉각계통의 유도실패 (induced failure)는 

없음 

원자로용기 파손시 원자로냉각계통의 압력은 높고， 파손구멍 (breach opening)은 

원자로용기 하부(bottom head)에 하나이며， 파손후용기내 노심잔여량은 없음 

캐버티 flooding (냉각수가 캐비티를 전부 채우고 원자로용기 하부가 잠검)은 

발생하지 않으나 캐비티로 분출된 노심파편물은 앓고 고르게 퍼져 원자로용기 

외부에서 냉각됨. 

핵연료로부터 주위환경으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단겨l별로 나누어 아래에서 

설명하였다 

가. 핵연료로부터의 방출 

4 -59 



일반적으로 발전소정전사고는 핵연료피복재의 높은 산화울을 초래하므로 영광3 ，4호기 

에서도 핵연료로부터의 방출분율 FCOR(i)를 선정할때 표 4.2-1 의 ’PWR, 높은 지르코늄(Zr) 

산화율’ 경우의 50% 선뢰도 데이터를 선태.사용하였다. 

냐. 원자로용기로부터의 방출 

원자로용기로부터의 방출은 원자로용기내 핵연료로부터 방출되어 격납건물로 이송， 

원자로냉각계통에서 의 재증발， 및 고압용융분출로 나눌 수 있다. 

발전소정전사고시， 격납건물로 이송.방출은 가압기안전밸브 (PSV)를 통하여 시작되며 

원자로용기파손초기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영광3 ，4호기 가압기는 열럼점 (2500 psia)과 

닫힘점 (2040 psia)을 가지며 고압사고시 이 둘 사이에서 여닫이 반복운전 (cycling 

operation)을 하는 특성이 았다. 이저렴 열렴 및 닫힘압력이 다르고， 특히 닫힘압력이 

열립압력에 l:l]해 약 500 psia 낮은 상황에서의 반복운전에 의한 핵분열생성물 방출은 

NUREG-1150의 방출 (열립 및 닫힘점 모두 2500 psia)에 비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격납건물로의 。l 송율 FVES(i)는 표 4.3-1 의 ’PWR, 셜정 압력 (setpoint pressure)’ 

경우의 75% 선뢰도 데이터를 선태.사용하였다. 

원자로냉각계통내 핵분열생성물의 재증발에 의한 방출은 초기방출이후 겨l속된다. 본 

사고에서 원자로용가 파손구멍은 하나이므로 재증발 방출분율 FLATE(i)는 표 4.4-1 의 50% 

신뢰도 데이터률선태.사용하였다. 

고압용융분출에 의한 방출은 분출시 원자로용기내 압력 및 분출경로에 의해 달라진다 본 

사고는 고압사고이며 영광3.4호기는 Zion 발전소와 출력 및 격납건물 구조변에서 

유사하므로， 직접가열에 의한 방출분율 FDCH(i)는 표 4.5-1 의 ’Zion, 일차측 고압， 17 MPa’ 

경우의 50% 신뢰도 데이터를 선태.사용하였다. 또한 본 사고의 분출경로는 캐비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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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며 영광3 ，4호기 캐비티 구조에서 고압사고시 캐비티를 거쳐 격납건물 대기로 

분출되는 노심분율은 통상 40% 이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FPκfE 값으로 0.5를 

사용하였다. 

다. 격납건물로부터의 방출 

격납건물 실패로 언한 격납건물로부터의 방출은 FCONV 및 FCONC(i)를 이용하여 

구해진다. 본 사고경위에서 격납건물로의 초기방출 및 고압용융물분출시 방출에는 

FCONV를， 재증발에 의한 격납건물로의 후기방출에는 FCONC(i)를 각각 적용하였다. 

여기서 영광3 ，4호기 격납건물의 특성은 Zion 격납건물과 유사하며 실패모드는 

대형파손이므로 FCONV 및 FCONC(i) 값은 ’Zion, Early Containment Rupture’ 경우[4-IOJ의 

50% 신뢰도 데이터를 각각 선택.사용하였다. 한편， 원자로용기 외부의 노심파면 (core 

debris)내 존재하는 불활성 (noble) 가스는 화학적으로 안정하므로 전부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결국， 격납건물 조기실패의 대표적 사고경위로 선택된 본 사고의 방사선원항은 3절의 

XSOR 매개변수방정식에서 펼요없는 항/변수를 제외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간단히 

구해진다 (단， 여기서 펼요없는 항/변수는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용과 관련된 STc(i), 및 

증기발생기 세관파열사고시의 STs(i), FISG(i), FOSG(I)이고， 사고특성으로부터 FREM(=O), 

D댄(=1)， DFL(=I)이 결정되었다. 특히， D任 및 DFL 은 보수성을 고려해 자연적 

제염과정은무시하였음). 

ST(i) = [FCOR(i) * FVES(i) + (l -FCOR(i)) * FPκfE * FDCH(i)J * FCONV 

+ FCOR(i) * (l -FVES(i)) * FLATE(i) * FCONC(i) 

계산결과는표 4.1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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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납건물 후기실패시 방사선원항 분석 

선택된 사고경위는 소외전원(offsite power) 회복없는 발전소정전사고 (Station Black-Out)를 

초기사건으로 하는 격납건물 후기실패로서 특성은 다음과 같다: 

격납건물은사고후기에 대형파손크기로실패함 

원자로용기로부터 격납건물의 대기로의 용융노심분출은 없음 

• 원자로용기내 냉각수주입 및 격납건물살수계통은실패함 

원자로용기 파손이전 고온.고압에 의한 일차냉각계통의 유도실패는 없융 

원자로용기 파손시 원자로냉각계통의 압력은 높고 파손구맹은 원자로용기 하부에 

하나이며， 파손후 용기내 노심잔여량은 없음 

• 캐벼티 flooding은 발생하지 않으며， 캐비티로 분출된 노심파편물은 냉각되지 않고 

전부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웅에 참여함. 

핵연료로부터 주위환경으로의 핵분열생성물 방출을 단계별로 나누어 아래에서 

셜명하였다. 

가. 핵연료로부터의 방출 

선택된 사고경위의 초기사건 (Initiating Event)은 앞 편과 동일하므로 앞 편의 

’핵연료로부터 의 방출’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나. 원자로용기로부터의 방출 

원자로용기로부터의 방출은 원자로용기내 혜연료로부터 방출되어 격납건물로 이송， 

원자로냉각계통에서의 재증발， 및 고압용융분출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격납건물로 이송 및 

원자로냉각계통에서의 재증발로 인한 방출은 기언하는 사고경위가 동일하므로 앞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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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용기로부터의 방출’ 부분과 같다. 한편 고압용융분출로 언한 방출분율 FPME는 

사고경위로부터 o (zero)이다. 

다. 노섬용융물/콘크리트 반웅으로부터의 방출 

원자로용기하부의 파손후 분출된 노심용융물 (corium)은 캐비티 바닥에 파편(debris) 

형태로 재배치된다. 이러한 노심파편이 냉각되지 않고 콘크리트의 용융점 이상의 온도에 

도달하면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웅을 일으커며 이로부터 핵분열생성물이 방출된다. 본 

사고에서는 원자로용기내에서 핵연료피복재의 산화율이 높아 캐비티의 노심파편물내 

산화되지 않은 지르코늄의 양은 적으며 비상노심냉각수 및 격납건물 살수계통의 실패로 

캐비티내 냉각수는 거의 없다. 그리고 영광3.4호기 캐비티의 특성은 Zion 캐비티와 

유사하므로， 노심 용융물/ 콘크리 트 반웅으로부터 의 방출분율 FCCI(i)는 ’Zion, Dry Cavity, 

Low Zirconium' 경우 [4-10]의 50% 선뢰도 데이터를 선태.사용하였다. 한편， 캐비티로 

방출된 노심중 노심용융물/ 콘크리트 반용에 참여한 노심분슐 FPART는 보수성을 

고려하여 1.0 으로가정하였다. 

라. 격납건물로부터의 방출 

격납건물 실패로 인한 격납건물로부터의 방출은 FCONV 및 FCONC(i)를 이용하여 

구해진다. 본 사고경위에서 격납건물로의 초기방출에는 FCONV를， 재증발에 의한 

격납건물로의 후기방출 및 노심용융물/ 콘크리트 반웅시 방출에는 FCONC(i)를 각각 

적용하였다. 여기서 영광3.4호기 격납건물의 특성은 Zion 격납건물과 유사하며 

실패모드는 대형파손이므로 FCONV 및 FCONC(i) 값은 ’Zion, Late Containment Rupture' 

경우 [4-10]의 50% 신뢰도 데이터를 각각 선택 사용하였다. 한편， 원자로용기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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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심파편 (core debris)내 존재하는 불활성(noble) 가스는 화학적으로 안정하므로 전부 

방출된다고 가정하였다. 

결국 격납건물 후기실패의 대표적 사고경위로 선택된 본 사고의 방사선원항은 3절의 

XSOR 매개변수방정식에서 필요없는 항/변수를 채외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간단허 

구해진다 (단， 여기서 필요없는 항/변수는 중기발생기세판파열사고시의 STs(i), FISG(i), 

FOSG(I) 이 고， 사고특성으로부터 FREM(=O), DFE(= I), DFL(=l), 그리 고 가정으로부터 

FPME(=O), FPART(= I) 이 결 정 되 었 다). 

ST(i) = FCOR(i) ... FVES(i) ... FCONV + {FCOR(i)'" (l -FVES(i)) ... FLATE(i) 

+ (l -FCOR(i)) ... FCCI(i)} ... FCONC(i) 

계산결과는 표 4.14에 정리하였다. 

3. 방사선원항 불확실성 분석 

선택된 사고경위는 2차측급수상실사고 (Loss of Feedwater)를 초기사건으로 하는 격납건물 

초기실패로서 특성은 다음과 같다: 

• 격납건물은 사고초기 (원자로용기파손후 2시간 까지)에 누셜(1않k)파손크기로 

실패함 

• 격 납건물 살수계 통은 mission time 동안 성 공함 

• 원자로 용기 파손시 일차측 압력은 고압 (2350 psia)이며， 파손과 동시에 많은 양 (약 

60%)의 노심파면물이 고압용융분출 방식으로 방출되고 나머지 (약 40%)는 캐비티로 

방출됨. 

• 파손구명은 원자로용기 하부에 하나이며 파손후용기내 노심잔여량은 없음 

캐비티는 계속 물이 차 있으며 (flo여ing) 캐비티로 분출된 노심파면물은 냉각되어 

노심용융물-콘크리트 반용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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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로용기 파손전까지 노심의 지르묘늄의 산화율은 40% 이상임 

위 사고경위에 대한 방사선원항 불확실성 분석을 KORSOR 묘드를 이용하여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 4.4 또는 그림 4.5의 KORSOR 화면에서 표 4.12를 참조하여 

사고정위에 대한 빈 입력올 작성한다. 그리고 ST Analyzer 모률의 [Compute)• [Nureg-

1150) 및 [Compute)• [STCP) 매뉴를 이용해 NUREG-1150 및 STCP (Central value) 매개변수 

데이타베이스를 사용한 계산을 수행한다. 불확실성 분석에서는 표본채취계획에 따라 

반복계산올 수행하므로 Random Sampler 모률올 (5절 1면 ’다’ 참조) 이용해 표본채취가 

마리 이루어져야 합은 당연하다. 계산이 끝나면 [Result)• [View) 또는 [File) •(Ope n) 

메뉴를 사용해 계산 철과 (* .outl*.sotl* .wgt)를 꺼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사선원항 

불확실성 분석의 결과는 [Plot)• [Release Fraction) 메뉴를 이용해 그래픽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 각 핵종군에 대해 그렴 4.11에서 예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STCP (Central value)를 

이용한 첨근사 값도 비교.명가하기 쉽도록 각 핵종군에 대해 "+1' 마크를 이용해 표시해 

주며 그럽 4.10의 plot 옵션을 사용하면 불확실성 계산결과의 대표값올 보여주는 그래프를 

얻을 수 있는 데， 이를 그립 4.12애서 예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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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3 격납건물조기실패시 방사선원 계산결과 

핵종군 초j밥출w 후j방출lli.2 HPME시 방출liill 밖사선원 
FCOR*FVES FCOR*(l-FVES) (l-FCOR)*FPME {( i )+( i i i )}* 

*FLATE *FDCH FCONV+( i i ) * FCONC 
Noble Gases 9.20E-Ol O. 4.00E-02 1. 0 
Iodine 2.64E-Ol 2.19E-02 1. 17E-Ol 2.22E-Ol 
Cesium 2. 17E-01 9.18E-03 1. 80E-Ol 2.24E얘1 

Tellurium 6.09E-02 O. 2. 52E-03 3. 49E-02 
Barium 1.54E• )3 O. 4.44E-03 3. 29E-03 
Stronti빼 1.15E-애3 0 3.44E-03 2.52E-03 
Rutheni빼 8.21E매4 O. 7. 37E-03 4.51E-에3 

Lanthanum 1.80E-05 O. 2. 88E-03 1. 59E-03 
Cerium 2.70E-05 O. 2.88E얘3 1. 60E-03 

표 4.14 격납건물후기실패시 방사선원 계산결과 

핵종군 초j밥출w 후ZJ방출uil CCIλ] 망출liill 밖사션원 
FCOR*FVES FCOR*(l-FVES) (l-FCOR)*FCCI (i )*FCONV+{( i i) 

*FLATE + (i i i )}*FCONC 
Noble Gases 9.20E-Ol O. 8.00E-02 1. 0 
Iodine 2. 64E-D l 2. 19E-02 2.50E-01 2. 67E-02 
Cesium 2.17E-이 9. 18E-03 3.84E-Ol 3.40E-02 
Tellurium 6.09E-02 O. 3.00E-Ol 3.71E-02 
Barium 1.54E-03 O. 1.75E-02 1. 58E-03 
Strontium 1.15E-03 O. 3. 25E-02 2. 89E-03 
Ruthenium 8.21E-04 O. O. 2.30E-05 
Lanthanum 1. 80E-05 O. O. 5.04E-07 
Cerium 2.70E-05 O. 0 7. 56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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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걸론 



져|훌짤훌훌훌 

제 I협 사끊경위 환석 용 전산끊드 CONPAS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CONPAS (CONtainment Performance Analysis System)는 PC Window 

환경하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2 단계 PSA 분석시 사고진행과정올 수목형태로 

작생하고 주어진 입력으로부터 사고결과롤 정량화하는 기능올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격납건물 사고경위 분석용 전산코드로서 이전 DOS 환정하에서 개발된 전산코드에 

비하여 User-Interface, 확장생， 재활용생퉁이 훨씬 용이하고 데이타베이스률 활용한 

정량화과정 또한 간변하고도 쉬운 장챔이 었다. 특히 사고분석올 위한 기본 사고진행 

논리로 HNUS 에서 개발된 DOS 용 전산코드 NUC뻐+에서 사용된 사고진행분석 방법론을 

채택하고 었으나 2 단계 PSA 의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인 불확실성 분석기능이 보강되어 

보다실제적인 사고분석이 가능할 것으로기대된다. 

원자력 발전소의 종합적인 2 단계 PSA 룰 위하여 CONPAS 는 (1) 사고진행올 체계적으로 

모웰링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사건수목올 구성하기 위한 ET Editor 모률， (2) 구성된 

사고진행 사건수목들올 청량화하고 그 결과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Computation 모률， (3) 

불확실성 입력을 마련하고 계산결과를 편집 및 Reporting 하기 위한 Text Editor 모률， 

그리 고 (4) 중대사고 해석코드 결과를 활용하기 위 한 Mεchanistic Code Plotter 모률로 

구생되어 었다. 이들은 4 개의 모률의 윈도우 게이트 (Window Gate)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주제어 모률 (Main Control Mod띠e) 올 통하여 각각 작통환다. 이들의 주된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ET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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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P AS ET Editor 모률에서는 사고진행분석에 사용되는 5 종류의 사건수목올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즉 (1) 격납건물계통 사건수목 (System Event Tree, SET), (2) 

발전소 손상군 (Plant Damage State, PDS), (3) 현상학적 격납건물 사건수목 (CET), (4) 

보조사건수목(DET)， 그리 고 (5) 방사선 원항 군 (Source Tenn Category. STC). 2 단계 PSA 

분석 판점에서 SET 에 의하여 격납건물 영역으로 확장된 수많은 노심손상 사고경위는 

PDS Logic Diagrarn 에 의하여 그룹화된다. 다음으로 격납건물성능 및 방사선원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건들로부터 하나의 종합적 CET 를 구성한다. 물론 보다 

CET 각 사건에 대응되는 상세한 사고경위들은 DET 를 작성함으로써 가술될 수 있다. 이 

경우 DET 의 최종분기점들은 CET 사건들의 분기점과 일치해야 하는것이 펼수적이다. 

최종적으로 CET 최종분기점들은 STC Logic Diagram 에 의하여 그룹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수목 Logic Diagram 의 작성이 이 모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ET Editor 

모률의 또다른 특징은 작성된 사건수목 입력데이타 및 정보를 정량화과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타배이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2. ET Computation 모률 

CONPAS ET Computation 모율에서는 Editor 모률에서 작성된 5 총류의 Event Trees 서로 

결합하여 PDS‘ CET‘ 및 STC 정량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모률에서 다룰 수 있는 

분석의 종류로는 사고경위 점추정 (Point Estimate), 사고경위 불확실성 정량화‘ 주요사고 

경로에 대한 중요도 분석， 주요사건에 대한 민감도 분석， 및 분석결과의 재구성 등이다. 

이들 분석은 정량화 과정에 이용되는 사건수목들을 사건분류를 위한 논리규칙 (Event 

Classification Logic Rule) 을 이용하여 대웅되는 사고경위를 추적하고 이들올 경로집합 

(path set) 형태로 구성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따라서 정량화 단계에 있눈 사건수목 

분기점은 고유의 경로집합을 갖게되고 이들에 주어진 입력을 할당 및 변경함으로써 

원하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CONPAS 에서 수행하는 불확실성 분석은 CET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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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 에 국한된다. 따라서 불확실성의 주요 입력은 DET 에 포함된다. 정량화시 이들은 

입 력 변수의 상관관계를 고려 한 Latin Hypeπube Sampling (LHS) 방식 에 의 하여 격 납건물 

사건수목 및 방사선원항 분석모옐을 통하여 전파된다. 또한 정량화된 결과를 사용하여 

사고진행의 각 단계에서 얻어진 중간 결과를 이용하여 중요도 및 민감도분석을 수행한다. 

중요도 분석은 최종결과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경로를 파악하고 민감도 

분석은 최종결과에 대한 주요사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이러한 여러 

분석으로 부터 얻어진 결과들은 결과의 재구성 단계에서 이해하기 쉬운 다양한 형태 (Pie‘ 

Bar, Graph 동) 로 편집 된 다. 

3. Text Editor 모률 

많은 PSA 웅용 프로그램들은 자체내에 입출력을 다룰 수 있는 가능을 필요로 하고 았다. 

CONP AS Text Editor 는 이러한 요구에 부웅하는 모률로 어떠한 상업적 편집기 없이도 

불확실성 분석시 요구되는 압력 (Input Deck)을 만들고 Computation 모률에서 계산된 결과 

및 여러 관련 데이타를다양한형태로편집할수있는기능을제공한다. 

4. Mechanistic Code Plotter 모률 

격납건물 사건수목은 시간에 따른 사고진행을 기술한다. 예를들면， 노내 노섬용융시 

사고진행， RCS 경계파손후의 노외 사고진행， 그리고 노심용융물 축적 및 냉각동은 

시간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들이다. CET 사건구성 및 확률할당에 

필요한 이러한물리， 화학，방사학적 사고거동및 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2 단계 

PSA 는 전문가 의견뿐만 아나라 MAAP.ISAAC 및 MELCOR 와 같은 중대사고 

현상분석 코드를 이 용한다. Mechanistic Code Plotter 모률은 이 러 한 중대사고 코드에 의 한 

계산결과를 효과적 으로 Plotting 하여 현상을 분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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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PAS 특생 

기존 냐vel 2 PSA 전산코드에 비하여 CONPAS 의 뚜렷한 특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었다. 

1) CONPAS 눈 윈도우환청하에서 운용되어 사용자가 다루기 쉬울쁜아니라 

데이타베이스 개념율 이용함으로써 보다 간편한 정량화 방식을 제공한다. 

2) CONPAS 는 Global Editor 개념올 사용함으로써 하나의 Glob외 Event Tree 

모든 종류의 사건수목을 통시 에 다룰 수 있다. 

하에서 

3) CONPAS는 사고진행의 각 단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정량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4) CONPAS 는 최총결과에 대한 민감도분석을 기존의 방법인 기본사건 개개적으로 

처리할 뿐만아니라 뿐만아니라 불확실성 분석절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모든 

기본사건들을동시에 처리할수 있다. 

5) CONPAS 는 다양한 프린터 및 페이지 야>tion 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사건수목을출력활수었다. 

제2쩔 격랩컨툴성놓i명가방볍홈개발 

격납건물 성능명가 방법론 개발과 판련하여 여러가지 격납건물 유형에 대한 파손모드 

조사， 격납건물 구조분석 방법론 검토가 이루어졌고 20여개 large dry 형태의 가압 경수형 

발전소에 대해 격납건물의 지배적인 파손모드 및 파손부위와 파손압력에 대해 Oatabase화 

하였으며 격납건물의 파손확률을 구하기 위해 단순화된 취약도 모탤올 썰정하여 앞에서 

구한 다양한 파손모드를 모두 포함하는 취약도 곡션올그려 격납건물 각각의 파손모드롤 

고려한 파손확률값을 계산하였다. 그철과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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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납건물 과손모드 조사 

PWR3개 유형 격납건물 (5개 발전소)에 대한 파손모드 

-압력하중에 의한직접파손: 3개모드 

-변형에 의한간접파손:2개모드 

-전기 및 배판판롱부퉁의 파손:4개 모드 

2) 격납건물구조분석방법론개발 

기존분석방법론조사 

-KOPEC， BNL， LASL， NUT，S&L동의 방법 론 조사 

3) 격납건물 과손모드 및 파손압력에 대한 Data뼈se 구축(277fl large 따y 형태의 가압 

청수형 발전소) 

참조발전소 격납건물의 주요재원범주 조사 

-극한 파손압력이 나타나는 위치 조사 

- 외벽이 207fl 발전소 (륙허 hoop 파손 8), 돔이 2개발천소， 기초슬래브가 3개발전소， 

그리고 인원출입구， 연료이송판 전기판통부 가 각각 l개발전소에 나타났다. 

4) 격납건물취약도 

-Hoop 방향 압력능력 계산식 셜정 

-격납건물 각각의 파손모드를 고려한 파손 확률계산식 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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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OR 코드에서는 기존 XSOR 코드의 버천들에서는 적용된 바가 없는 윈도우 

프로그래밍 기법을 도입하여 계산속도 및 사용자의 편의성올 매우 향상시켰다. 

분석모옐은 국내의 대다수 발전소가 해당되는 PWR. 대형 건습 격납건물 종류 (SURSOR. 

ZISOR동)의 특성을모두포함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임의표본추출방식을 간단한 기법으로 

개선하였으며， 입.출력 방식에 사용자의 연계생 (User Interface)을 강화하였다. 특히‘ 

초보자를 위한 입력방식의 개선 및 절과처리를 위한 그래픽 옵션의 추가는 많은 사용자의 

코드이용 수고를 감소시키리라 여겨진다. 

한면， 본 연구의 방사선원항 매개변수모렐법에서 매개변수의 값은 사고경위 및 핵종군에 

따라 달라지며， 매개변수 값의 정확도가 매개변수방정식올 이용한 방사선원항 결과의 

정확도를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선뢰할만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NUREG-1150 연구의 5개 발천소의 데이타베이스를 

비교.분석 [4-13]한 후 PWR. 대형 건습 격납건물 종류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PWR 일반 매개변수로 분리된 일부 변수에 대해 고리 l호기를 대상으로 매개변수 

데이타베이스가 연구 [4-8] 되었다. KORSOR 코드에서는 위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방사선원항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매우 빈약하여 국내 발전소의 

특성을 모두 고려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아직 어려우며，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었다. 

본 기술의 확보이후에는 기존의 매개방정식의 틀에 가능하면 새로운 발전소 특성 (예: 

IRWST 또는 severe accident credited Fan C뼈leη 을 포함하도록 수정.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매개방정식에 새로운 매개변수를 추가함과 동시에 

새로운 매개변수의 데이타 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절정론적 방식의 중대사고 

해석코드를 사용하여 새로운 매개변수에 대한 방사션원항의 특성이 분석되면 이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방사션원항 평가모벨중 핵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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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물의 방출분울을 모의하는 모웰이외의 여타모렐 (방출시기 및 지속시간， 방출시의 

에너지 분융 및 높이둥과 같은 방출륙성얘 대한 모웰)에 대해서는 그 계산결과가 발전소 

및 사고경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데이타베이스의 구축은 매우 어려훈 

실정이다. 따라서 여타모웰에 대한 륙성연구가 앞으로 더육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외에 추후 추가적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FORT CALHOUN 발전소 [5-1] 에서 사용된 벼례계수의 특성 연구 

2. 제염계수 (DF)의 기제 및 핵총별얘 따른특성 연구 

3. 핵종별에 따른 FCONV 변수의 차이 연구 

4. 에어로졸의 격납건물내 거통 연구 

제4혈 참긍l훌혐 

5-1. 11원자력 안전성 향상 연구， 2단계 PSA 기술개발 (제 2차년도 연차보고서)"， KAERII 

RR-149 1/94, 한국원자력연구소/과학기술처， 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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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고경위 분석용 전산코드 개발， 격납건물 성능팽가 방법론 개발， 그리고 
방사션원항 분석 방법론 개발을 주 내용으로 한다. 올해에 수행된 세부연구 내용으로는 
사고청위 분석용 전산코드 개발 분야에서는 윈도우용 전산코드 CONPAS 베타버전을 
개발하였다. 사건수목 작성을 위한 EDITOR 및 작성된 사건수목의 정량화와 계산결과의 
활용올 위 한 COMPUTER 및 TEXTEDITOR 그리고 PLOTTER 네 모률로 구성 된 CONPAS 는 
이전 DOS 환경하에서 개발된 전산코드에 비하여 사용자 편의성， 재활용성， 사건수목 작성， 
및 데이타 처리가 용이하고 체계적인 정량화 과정올 제공한다‘ 다음， 격납건물 생능명가 
방법론 개발 분야에서는 여러가지 격납건물유형에 대한 파손모E 조사， 격납건물 구조분석 

방법론 검토가 이루어졌고 20여위개와 larg' 파e 손 dry압 형력태의 가압 정수형 발전소에 대해 격납건물의 
지배적인 파손모드 및 파손부 에 대해 Database화 하였으며 격납건물의 
파손확률올 구하기 위해 단순화된 취약도 모멜을 제시하였다. 격납건물 파손과 관련된 
데이타베이스는 격납건물 해석시 또는 방사선원항 분석시 중요한 업력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방사션원항 분석방법론 및 정량화를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방샤선원항 분석코E KORSOR를 개발하였다. 여기서는 해석모텔을 단순한 계산체계로 
치환하는 매개변수모렐법을 적용한 분석모웰을 사용하였고， 사용자의 L작og성ic Rule을 통한 
사고청위 입력 모률， 임의표본변수 생성 모률， 매개변수 데이터베이스의 /추가를 위한 
Data뼈se 모률， 그리고 방사선원항 불확실성 정량화 분석 모률올 결합하여 원도우 전산코E 
개발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분석모웰에서 사용한 매개변수의 특성을 분석하고 매개변수의 
데이타 베이스의 구축방안 벚 예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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