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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제목 

인위적 쩨해 인자별 영향분석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목표 

산엽의 발탈로 다량 다종의 위험물질이나 그 설비 등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고 원전 주변에도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시설이나 인 

위재해 시설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전 주변에논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는 기준을 두어 산업시설 

이나 문사시설， 공항 등의 설치 빚 운용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원전설비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인위적인 재해가 원자력 

발전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를 밝혀 원전설비 주변에 유해 · 위험 

설비에 대한 설치 지침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 주요 인위적 재해인자 조사 및 인위재해 인자선정 

2) 사고사례조사 및 분석 

3) 인위적 재해인자별 사고결과 영향평가 기법 선정 

4) 선정된 평가기볍의 적용(가상사고 시나리오 시블레이션) 

11 1. 연구개발의 내용 

1) 인위적 재해 인자 및 국내 원전 시설 주변의 인위재해 시설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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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 재해 발생원리와 그 평가방법 및 피해예측방법 등에 관한 학술적 

이론윤 정리하고， 국내 • 외 원전 주변 안전기술 현황에 대한 조사 • 분석 

실시 

- 원전주변 인위재해 시설현황 조사(3개 원전부지 주변 10km내에 있는 유 

해 위험 시설) 

2) 일반산업시설에서의 산염사고 발생 사례 조사 

• 국 • 내떼 관련 사고사례를 수집하여 인자별 사고결과 영향범위 빛 

그 대처방법 등 검토 

산업사고 확산방지를 위한 기술기준과 원자력 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 

부 사고영향명가 기술기준 조사 빛 비교 검토 

3) 인위적 재해 인자별 사고결과 영향 평가(피해예측) 기볍 선정 

「 유해 · 위험 설비의 사고결과 영향분석 명가 모델 수집， 모텔별 비교 겸 

토 

적정 모델을 선정하여 원전에서 적용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비교 검토 

원전 주변 위해시설 명가에 적절한 평가 기법 모색 

4) 가상사고 시나리오에 의한 원전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피해예측 적용사 

례 제시 

IV _ 연구깨발결과 

(1) 주요 인위적 재해인자 조사 및 인위재해 인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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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위재해 인자 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 

산업시설 등 인위재해관련 연구사례 수집 • 분석 

2) 국내 • 외 원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재해관련 제도조사(문헌 또 

는 방문조사) 빚 인위재해요인 확인 

{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 인위재해관련 법령， 기술기준 수집 · 분 

석 ( 미 국 NRC의 Regulatory Guide , I AEA Safety Series , 기 타) 

국내 원자력발전소 인위재해 관련법령， 기술기준 수집 · 분석(원자 

력법， 동법 시행령，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관리법 등) 

3) 위의 조사 •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인위재해 요인 확인(앞렴따 외 7 

종) 

4) 화재， 폭발， 독성물질 유출， 진동， 기타사고 등 인위재해가 원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전 주변의 위험시설 조사 

- 고리원전 주변 인위재해요인 조사 

고리원전 주변 5인 이상 사엽장조사 · 분석(직접 방문， 사엽장 

통계자료 보유기관 등 방문 조사) 

8km이내 사엽장 4257H소， 이중 위협불 취급사엽장 707H소 

8km ~ 15km이내 사업장 3427H 소， 이중 위험설비 보유사업장 24 

개소 

월성 원전 주변 인위재해요인 조사 

: 산엽시설 40개소， 유류취급소 157H 소， 광산 3개소 

- 울진 원전 주변 인위재해요인 조사 

: 산엽시설 45개소， 고압가스저장소 3개소， 화약저장소 3개소 

(2 ) 주요 원자력 재해인자 관련 사고사례 조사 및 분석 

1 ) 원전주변 설비로 인한 재해가 원전에 영향을 미친 사고사례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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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 직접 영향을 준 외부영향 사고 사례는 밝혀진 컷이 없음. 

- 국내 • 외 산엽사고， 가스사고， 화재사고， 폭발사고 등의 사고사 

례를 수집하여 이중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고사례(국외 10 

컨， 국내 6건)를 분석하여 사고별 피해규모 등 재컴토. 

(3) 인위적 재해인자별 영향평가 기준 빚 평가방법 선정 

1 ) 인위적 재해인자별 안전성 명가기볍 조사 빛 이의 원전주변 시설 영 

향평가에 적용가능성 검토 

화재， 폭발， 독성물질 누출， 진동에 의한 사고 영향명가기법을 수 

접 · 분석하고 체제화 및 간략화 하여 인위 재해인자별로 이를 적 

똥하여 평가 실시(각 인자별 간단한 모델 확인) 

2) 적정 위험성 명가기법 선정 

이들 명가기법 중 가장 피해정도가 광범위하도록 하는 보수적인 

평가기법을 선정하여 간략화 등 가공을 실시한 후 명가모델로 선 

:정 

3) 적정 위험성 명가 기법 모색 

:팍인된 인위적 재해인자별 평가기법을 가상시나리오에 적응하여 

컴정한 후 명가 기준(안) 마련 

4) 인위 재해요인별 사고영향평가 

뭔전주변에서의 인위재해 발생을 가정한 가상사고 시나리오를 작 

성하여(독성물질누출:2건， 폭발 :3 건， 화재 :2건 등) 시나리오별 사 

고결과 피해정도 시률레이션 실시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1) 원전 주변 인위적 재해 잠재 요소에 대한 위험성 명가 실시에 활용 

• 본 위험성 명가 기법을 활용하면 원전주변의 인위재해 가능 요소 

j익 위험성을 명가할 수 있음 

- v-



(2) 원전 주변 위해 시설 설치 제한에 관한 원전 사업자 및 정부에 대한 

정책 자료 제시 

- 원전 주변 위해 시설 조사 결과의 정책자료에 이용 

원전 주변 위해 시설 설치 제한 안전 기준 제정 등 관련 정잭 자 

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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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le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Man-Induced Hazard for Nuclear Facilities 

11. Nec당ssity and Objective of the Research 

In these days, hazardous and man-induced facilities are being increased. It 

is needed to put a limitation on the establishment and applica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 mllitary establishments, airport and other facilities by setting a 

standard for the limitation of facilities that can affect to the nuclear power 

plants. 

This study is to show a guide for installing hazardous perimeter facilities 

against Atomic Power plant after finding 0니 t how much these facilities co니 Id 

impact to the atomic plant 

For doing this research the below-mentioned flow has been set up. 

1) Investing main accident factor and selecting some of those 

2) Investing accident case and analyzing those 

3) Selectlng a technique to analyze any impact of accident by each factor 

4) Applicating the selected technique simulation of accident scenario 

111. Contents of the Research 

1) Investigation for the status of perimeter facilities to cause man-ind니ced 

accident to the plant and its factors 

Collecting some theory concerning causes of accident occurrence, 

evaluation method and for cast of accident loss through reference 

material and inve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cerning the status of 

safety 따chnique against perimeter ha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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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ng the perimeter facilities of atomic power plant to have potential 

hazard. 

2) Investigation for occupational accident cases which have occurred at 

general industrial facilities 

- Reviewing impact range and response by each factor uSing domestic or 

advanced country’s accident cases 

- Reviewing and comparing technical regu lation for accident impact and 

countermeasure, used in atomic research area in order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 increase spread 

3) Selecting a technique to analyze any impact of accident by each factor 

- Collecting models to analyze evaluate accident impact of hazardous 

facilities 

Reviewing proper models and comparing these with safety regulation used 

in atomic power plant 

4) Showing application cases for damage forecast against hazard from 

perimeter facility uSing accident scenario 

IV. Research Results 

(1) Investigating the main man-induced accident factor and selecting the 

man-induced accident factor 

1) Doing the basic investigation to select the man-induced accident factor 

。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case study related to the man-induced 

accident 

2) Verifying the system related to the man-induced accident which can 

affect on the plant and checking out the man-induced accident factor 

。 Collecting and analyzing statute and technical standard related to 

the foreign man-induced accident(Regulatory Guide of NRC, I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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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ty Series, etcJ 

。 Collecting and analyzing statute and technical standard related to 

Ule domestic man-induced accident(Statute of atomic energy, 

Enforcement Ordinance, Technical Standard for the atomic facility,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measure, Administration Law of 

high-pressure gas) 

3) Verifying man-induced accident factors using the above investigation 

analysis result(7 items including pressuried wave) 

4) Investigating potential perimeter facilities which man-induced accident 

suctl as fire, explosion, release of toxic substance, vibration can be 

occu rred from. 

o I<ori 

- Investigating work places to hire more than 5 workers and 

analyzing those(direct interview and visiting establishment) 

It is fo니nd that 70 firms of all are related to hazardous 

substance directly investigating 425 firms within 8km distance 

342 firms within 8km and shorter than 15km 24firms of these 

are related to hazardous s니bstance around Gori atomic power 

plant 

。 Wolsung

- Industrial facilities 40, oil-handling station 15, mine working place3 

。 Uljin

- Industrial facilities 45, high pressure station 3, explosive station 3 

(2) Investi디ating and analyzing accident cases related to the main 

man-inducelj accident factor 

1) Colllecting the accident cases of the nuclear plant effected by 

perimeter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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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accident case to have impacted atomic power plant. 

。 Analyzing many accidents such as industrial ,gas, fire , explosion (10 

foreign case and six domestic) and reviewing loss size of those 

case by case 

(3) Selecting effect evaluation standard and technique by each man-induced 

accident factor 

1) Investigating safety eva띠ation technique by each man-induced 

accident factor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possibility for effect of 

penn미eter facilities 

。 Analyzing technique to evaluate the accident impact due to fire , 

explosion , toxic substance leakage, vibration and simplifying 

these accident factors confirming simplified model for each factor 

2) Selecting a resonable risk eval 니ation technique 

Simplifying and modifying the most conservative evaluation 

technique of these techniques to most comprehensively impact 

3) Trying to setup a resonable risk eval니 ation technique 

4) Evaluating accident effect by the man-induced factor 

Making 0니t the most possible potential scenario to occur in 

perimeter of atomic power plant as examples of two toxic material 

case 3 explosion two cases, and simulating accident result and its 

related loss by each scenario 

V . Applications of Research 

(1) Applying to the execution of cvaluation technique for potential factors 

that can make a man-induced accident near the plant 

(2) Exhibiting a political data for the limitation of hazardous facilities 

ncar the plant to proprietor and govc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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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요 

저I 1 철 연구개발의 목적 및 될요성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현황〈표 1- 1)을 보면 국내 전력 수요량의 40%정도가 

원자력에 의존하고 있고 향후에도 원자력 발전소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이다. 그러나 원전 증설에 대한 지방 자체단체와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부 

지선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표 1- 1)에서 보듯이 현재 18기의 원자로가 운영 • 가동되고 있으며 울진 

5 . 6호기가 건설 및 시운전 단계에 있어 관련 시설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 

〈표 1-2>. 즉， 우리나라의 원전의존도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 

상은 국내와 세계 원전 이용률을 비쿄해보면 알 수 있다〈표 1-3>. 따라서 

만약 가동중인 원자로가 어떤 원인으로 가동이 중지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특히 발전소 주변의 인위재해와 같은 원인으로 인해 원자로 가동이 중지된 

다면 중대한 전력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국가차원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적인 재해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에 관계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인위재해평가에 대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 

립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원자로에는· 그 특성상 가동이 정지된 후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원자로와 그 

렇지 않은 원자로가 있다. 곧바로 원자로를 가동할 수 없는 원자로가 손상 

을 입은 경우는 원자로 정지로 인한 손실액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원 

전시설 주변에 대한 위해시설 설치에 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산엽의 발달로 인하여 다량 다종의 위험물질이나 그 설비 등의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의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도 사고 

시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혐시설이나 인위재해 시설들이 

증가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사고 시 원전의 

안전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시설 설치를 제한하논 기준을 두어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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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공항 동의 설치 및 운용을 제한하고 있다. 

〈표 1-1) 국내 원자력 발전소 현황 

구분 기수 발전소명 원자로형 용량(MW) 건설착수 운전개시 
고리 1호기 경수로 587 '72. 5 '78. 4 

2 2호기 
If 

650 ’ 78. 11 '83 7 

3 3호기 
If 

950 ’ 79. 12 '85. 9 

4 4호기 
If 

950 ’ 79. 12 '86. 4 

5 월성 l호기 중수로 679 '78 2 ’ 83 4 

6 영광 l호기 경수로 950 ’ 81. 12 '86. 8 

7 2호기 
If 

950 '81. 12 '87. 6 
。 8 울진 1호기 If 

950 '83. ’ 88. 9 "i!:" 

전 9 2호기 ” 950 '83. ’ 89 9 

중 10 영광 3호기 ” 1, 000 '89. 12 ’ 95 3 

(871) 11 4호기 
If 

1, 000 ’ 89. 12 '96. 

12 월성 2호기 중수로 700 ’ 92. 8 '97. 7 

13 울진 3호기 경수로 1, 000 ’ 93. 7 '98. 8 

14 월성 3호기 중수로 700 ’ 94. 2 '98. 7 

15 울진 4호기 경수로 1, 000 ’ 93. 7 '99. 12 

16 월성 4호기 중수로 700 ’ 94. 2 ’ 99. 10 

17 영광 5호기 경수로 1, 000 ‘ 97 6 '02 5 

18 영광 6호기 경수로 1, 000 ‘ 97. 6 '02. 12 

건설 충 19 울진 5호기 If 

1, 000 '99. 5 '04. 6 
(2기 ) 20 울진 6호기 If 

1, 000 ’ 99. 5 '0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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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 • 용량 및 형식 

용량 
로형(주) 발펀소명 위치 

(MWe) 
1호기 587 PWR 

고 리 2호기 부산시 기장군 650 PWR 

원자력 3호기 장안읍고리 950 PWR 

4호기 950 PWR 
l호기 679 PHWR 

월 성 2호기 경북경주시 양남면 700 PHWR 

원자력 3호기 나아리 700 PHWR 

4호기 700 PHWR 
1호기 950 PWR 

2호기 전남영광군홍농읍 950 PWR 
여。 광 

3호기 계마리 1, 000 PWR 
원자력 

4호기 1, 000 PWR 

5.6호기 1, 000 PWR 
l호기 950 PWR 

2호기 경북울진군 북면 950 PWR 
울 진 

3호기 부구리 1, 000 PWR 
원자력 

4호기 1, 000 PWR 

5.6호기 1, 000 PWR 

(푸) PWR: 가압경수로형 PHWR 가합중수로형 

〈표 1-3> 우리나라 및 세계원전의 이용률 비교 

구분 '91년 ’ 92년 ’93년 ’ 94년 '95년 '96\건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국내 
84.4 84.5 87.2 87.4 87.3 87.5 87.6 90.2 88.2 90.4 93.2 

명균 
세계 

67'.8 67.3 69.4 70.4 71. 6 72.9 72.2 73. 7 75.6 76.4 78.9 
명균 

※ 주요국 。냉률('00) : 0택{ffl. 2) , 일본(78. 7), 판섭η. 3), 독일(ffi. 8), 스퍼엔(~. 6) 

q 
u 



〈표 }-4)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 

총발전시설 원자력발전시설 / 총발전량 원자력발전량~ 
년도 

(천 kW) (천 kW) % (백만kWh) (백만 kWh) % 

’ 78년 6, 916 587 (8.5) 35, 510 2,324 (7.4) 

'85년 16 , 137 2,866 (1 7.8) 58 ,007 16, 745 (28.9) 

’ 91 년 21 , 111 7, 616 (36.1) 118 ,619 56 , 311 (47.5) 

'93'건 27 , 654 7,616 (27.5) 144 , 437 58, 138 (40.3) 

'94년 28 , 750 7,616 (26.5) 164 ,994 58, 651 (35.6) 

’ 95년 32 , 184 8,616 (26.8) 184 , 661 67 , 029 (36.3) 

'96년 35, 715 9,616 (26.9) 205 , 497 73 ,924 (36.0) 

'97년 41, 042 10 , 316 (25. 1 ) 224 , 439 77 ,085 (34.3) 

'98년 43 , 406 12 , 016 (27.7) 215 ,304 89 ,689 (4 l. 7) 

’ 99년 46 ,978 13 ,716 (29.2) 239 , 321 103 ,064 (43.1) 

'00년 48 , 450 13 , 716 (28.3) 266 ,380 108 ,964 (40.9) 

'01 년 50 ,858 13 ,716 (28.3) 285 , 196 112 , 133 (39.3) 

원자력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는 지진， 폭우， 태풍 둥과 

같은 자연 재해와 화재 • 폭발， 유독성 물질 누출， 진동， 전자기파， 비산물 

둥과 같은 인위재해가 있는 바， 원전 시설 주변에서 이틀 위험요인을 발생 

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이들 위험을 명가하여 어떤 

형태， 어느 정도의 빈도， 어느 정도의 크기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위 재해를 정확하게 병가할 수 있는 적절한 명가 기 

법이 있어야하고 이들 명가기법에 의한 정확한 명가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 

다. 

이러한 형가는 모든 원전시설에 대해 지속척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연구는 원전시설에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유해인자 

를 찾아 분석 • 명가할 수 있는 적절한 명가기법을 탐색하고， 이들 명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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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현존하는 인위 재해 위혐요인을 평가하여 원전설비 주변에 있을 수 있 

는 인위재해 인자의 특성을 밝혀내고， 이들을 곤거로 인위적 재해 인자별 

영향 평가기준 빛 명가방법 그리고 원전의 인위재해 관련 안전기술기준을 

제정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 절 떤구개발의 내용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전설비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인위적인 재해가 

원자력 발전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를 밝혀 원전설비 주변에서 인 

위적 재해 요소별 세부평가지침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원전설비에 영향을 줄 수 

션정 

ö1 츠: 
/λl→ 인위재해 요인 조사 및 인위재해 인자 

재해 관련 문헌이나 사고사례를 조사하여 사고 시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 

는 이론적 채해 유발인자를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인위재해 인자를 

선정하고， 션정된 재해 인자에 대한 위험 요인， 재해발생 시 피해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원전주변에 설치 운용중인 시설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 

들 설비로 띤한 인위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도 

분석하였다. 

2. 인위적 사고 사례조사 · 명가 

주요 인위 적 재해 사례를 조사하여 이들 재해가 원전 설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관한 원전 주변 인위재해에 대한 재해결과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g 
J 



3. 국내 • 외 인위재해 영향 명가 기법 조사 

산업시설 사고영향명가에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는 사고 영향 명가 기법을 

비롯하여 원자력 관련기준에 나타난 명가 기법 동을 조사하고 이들 기법이 

국내의 원전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원전 주변 인위재해결과 영향명가에 활용 

할 수 있는가를 분석하여 적절한 펑가기법 선정을 모색하였다. 

4. 인위척 재해에 대한 원전설비 안전성 명가기준 및 명가방법 제시 

인위적 재해 인자별 영향 명가기준 및 명가방법을 제시하여 위에서 실시한 

명가 기법을 간소화하거나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표준화하여 화재 • 폭 

발 • 유독성 물질 누출， 진동의 영향을 명가할 수 있는 피해 예측 모델을 제 

시하였다. 

ζ
 
u 



제 2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저I 1 절 인위적 재해 언자 관련 연구 빛 기술현황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원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 

적 재해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하여 원전 설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분헌， 인위재해 관련 국내 • 외의 원전 주변 위험 설비관련 규제 

기준 현항， 인위재해 관련 사고사례， 그리고 주위에 영향을 준 사고통계 등 

의 조사륜 실시하였다. 

1. 원전설비에 영향을 주는 인위재해 요인 관련 연구 현황 

미국 원자펙 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NRC)는 1985년에 

발행한 중대재해에 관한 정책 보고서 (Pol icy Statement on Severe 

Accident) [제목 ;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 설비에 대한 외부 위험성 명가 

(Evaluation of External Hazards to Nuclear Power Plant in the Cnited 

States "Other External Events")](13)에 의하면 원전 설비에 대한 외부적 사 

고(External Events)는 크게 1. 내부화재， 2. 태풍/토네이도， 3. 홍수， 4. 

운송사고， 딩.지진， 6. 기타사고로 분류하고， 기타사고는 다시 폭발， 화재， 

유독물질 누출과 같은 인위재해와 심한 온도변화， 심한 폭풍， 번개， 산불， 

위성충돌， 훼산폭발， 황사와 같은 자연재해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 

서 인위재해는 원전 주변의 산업사고나 군사설비의 사고， 부지 내부 및 인 

근 지역으로부터의 유독물질 누출이 포함된다. 

미국 원자펙 학회 (American Nuclear Society) 가 출판하고 미국국립표준연 

구소(뼈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가 인증한 “ American National 

Standard Guidelines for Combing National and External Man-made Haz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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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Power‘ Reactor Si tes ，， 139l에서는 자연재해의 위험요소는 지진， 홍수， 캉의 

범람， 폭우， 토네이도， 쓰나미 (Tsunami ), 태풍으로 나누었고 인위재해의 위 

혐요인으로는 항공기 충돌， 산업/군사시설 재해， 배관사고， 건조물 붕괴 

(Retaining structure fai lure) , 차량 폭발(Surface vehicle explosion) , 

차량 충돌(Surface ιehicle impact) 등을 틀었다. 

IAEA Safety Standard Series DS 258 draft 7 (2000/09/08) • External 

Person lnduced Events in Relation to Site Eν'aluation for ~uclear Power 

Plants(40l에서는 인위재해에 관련되는 Parameter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 

다 

(1) 공기압력따 빛 바람(Airpressure Wave and Wind) 

(2 ) 비산물 충격 (Projectile Impact) 

(3) 열(화채) [Hea t ( f i re ) ] 

( 4 ) 연 기 및 분 진 (Smoke and Dust) 

( 5) 부식성 및 방사성 가스， 액적 또는 액체에 의한 화학적 공격 

(Chemical attack by corrosive and radioactive gases , aerosols or 

liquids) 

( 6) 독성/질식성 가λ 

( 7) 지진동(Ground Shaking) 

(8 ) 호 。 -A「 ) E4C-τ 」r 걷 n를 • 님「 조 「

(9 ) 토사 붕과 등 

(1 0 ) 전자기적 간섭 

(1 1 ) 지면으로의 와전류 침투 

국내 인위재해 통계 자료에 의하면 산업시설이나 건조물 또는 군사시설 등 

에 영향을 준 인위재해 인자 중 피해 빈도와 피해 강도가 큰 것은 화재(매 

년 3만여 건의 화재 발생， 2300여명의 인명피해와 1600여 억 원의 재산 피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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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 폭발(가스폭발， 폭발물질 폭발， 산업시설물 폭발 둥， 매년 20건의 가 

스 폭발사고 발생) , 독성물질 누출 둥이었고 비교적 크지는 않으나 산업시 

설 동이나 인근 주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진동， 소음， 비산물의 비 

래 동으로 나타났다. 

2. 원천주변 인워재해 명가 관련 외국의 기술기준 현황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의 Reg. guide 

1.70(8)과 Reg. Guide 1. 91 (1 0)에 의하면 원자로 건물이 있는 발전소 주변의 

폭발성 물질은 원전설비 8km 내에서 제조하거나 취급될 수 없도록 하고 있 

고， 이러한 물질로 인한 폭발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원전설비에 미치는 폭발 

압력은 1 psi 미만으로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정은 폭발 

할 수 있는 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 최대량과 저장소와 발전소 구조물간의 

최단거리로서 안전거리를 산출하여 대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전주변 위 

험설비에 대한 안전거리 산출은 보통 식 <1>과 같이 가장 보수적이고 최악 

의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모델을 사용하고 였다. 식 <1>은 폭발성 물질， TNT 

에 대한 안전거 리 산정 식으로서 TNT가 아닌 폭발물일 경우 TNT당량으로 환 

산하여 안전거리를 구한다. TNT보다 더 큰 폭발효과를 갖는 고체 폭약의 경 

우 제조회사가 TNT 당량을 제시하도록 하고， 폭약으로 이용되지는 않으면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고체물질에 대해서는 TNT와 동일한 폭발력을 지니는 

것으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가스상태로 폭발할 수 있는 물체에 대해서는 

TNT당량을 구하여 적용하되 적절한 폭발효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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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 1psi 의 초기 입사압력에 대한 영향반경 (reg. Guide 1. 91 (1 0)) 

어기서 각 제어실 형태별 단일 저장용기의 최대 허용염소 저장량은 제어실 

로부터의 떨어진 거리의 함수로 주어졌다. 만약 염소 용기가 여러 개 존재 

한다면 그 용기틀 중 어느 하나의 결함으로 인하여 몇 개의 용기에서 염소 

가 누출되지 않는다면 단지 가장 큰 염소 용기기를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1psi(O.07kg/on') 이하의 폭풍압에 대해서는 고려하 

지 않으며， 이 이상의 으;;;..효*-6]..즈~ 
「 。 닙 E므 발생시킬 ζ~ 61 上二

/ν'-'--.. 경우에논 폭발물의 양과 

거리관계에 관한 〈그림 2- 1)을 이용하여 안전거리 (R)를 구한다 

R = Ic μ1 1<l 
) -( 

어기서 R 폭약으로부터의 거리， W TNT의 무게 

k : 45(R을 피트， W를 파운드의 단위로 사용할 때) 

k : 18( R을 미터 W를 kg의 단위로 사용할 때) 

ReG. Guide 1.78(9)에서는 원전 주변에서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하 

거나 발생 후에 주 제어실에 상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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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실 운-전원 보호를 위해 허용 가능한 노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 

준에 의하면 원자력 시설로부터 부지반경 8km 지역 1->>에 〈표 2- 1)에 열거한 

유해 화학물질들의 저장소 또는 저장 탱크가 존재할 때에는 이들 물질들이 

주 제어실 운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명가해야 한다. 이때 유해 

화학물질의 명가는 최대농도화학물질 사고와 최대농도 지속화학물질사고로 

나누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Reg. Guide 1. 95(12)에 의하면 제어실 운전자 

는 다음괴 같은 사고에 의한 염소 누출의 영향으로부터 방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까. 

(1) 액화험소는 제어실 주변 100m안에 저장되어서는 안 된다. (단， 201b이 

하의 실험실 규모의 작은 양은 제외) 

(2) 150 1 b정도의 재고량을 가지는 염소 용기가 제어실로부터 100m 떨어 

진 곳때 저장되어 있다면 제어실에는 수동식 격리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 150 1 b를 초과하는 단일 용기의 경우 제어실로부터 규정된 거리에 놓 

여있는 단일저장 용기의 최대허용 염소 저장량( 1 nventory)은 제어실 

의 형태에 의존하며 〈표 2-1- 1)과 같다. 

또한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는 1972년에 마련한 

“ Accidential Episode Manual" 에 Source의 크기 , 화학물질 의 종류， Source 

로부터의 거리 그러고 기상에 대한 함수로서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명가 및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저장소 

또는 저장지역이 인위재해를 초래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장된 화학 

물질의 양， 원자력 발전소와의 거리， 주제어실의 밀봉특성 및 적용 가능한 

독성한계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표 2- 1)의 독성한계는 개개의 화학물질에 

대한 인간의 허용농도(Threshold)로 이는 보통의 사람들이 물리적인 불편 

없이 2분 동딴 참을 수 있는 최대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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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고정 · 유통매체의 사고에 의해 잠재적으로 누출되어 질 수 있논 

유해화학물질 

화 학 걷 C그:f 질 
독성한계 (Toxicity Limit)b 

C mg/ rrf" ppm 

1. Acetaldehyde 200 360 
2. Äcetone 2000 4800 
3. Acryloni tri le 40 70 
4. Anhydrous ammonia 100 70 
5. Ani 1 ine 10 38 
6. Benzene 50 160 
7. Butadiene O. 1%0 2200 
8. Butenes 질식제 
9. Carbon dioxide 0.1%0 1840 

10. Carbon monoxide 0.1%0 1100 
11. Chlori ne 15 45 
12. Ethyl chloride 10000 26000 
13. Ethyl ether 800 2400 
14. Ethylene dichloride 100 400 
15. Ethylene oxide 200 180 
16. Fluoríne 2 4 
17. Formaldehyde 10 12 
18. Hel ium 질삭제 
19. Hydrogen cyaníde 20 22 
20. Hydrogen sulfide 500 750 
21. 씨ethanol 400 520 
22. Nitrogen( 암축 또는 액화) 질식제 
23. Sodium oxide 2 
24. Sulfur dioxíde 5 26 
25. Sulfuric acid 2 
26. Vinyl chloride 1000 2600 
27. Xylene 400 1740 

(주) a. 모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이 아니며 가장 흔한 유해화학물질을 나 

타냄 

b. Sax의 “ Dangereous Properties of lndustrial Materials"에서 인용 

C. 표준상태 (25
0

C ， 1 기압(760 torr))를 기준으로 함 

d. ppm에 근거해서 표준온도 합력조건에서의 공기 입방미터당 밀리그램 

e. 체적에 대한 비 

주 제어실에 대해 독성물질로 인한 운전원의 보호를 위해 독성물질 누출시 

공기교환율은 시간당 0.015 , 0.06 , 1. 2 체적(\이ume)미만으로 분류하고 있 

” “ 



으며 독성한·계 50mg/ rd을 기준으로 한 영향명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IAEA , Safety Series No. 50-SG-S5( 1l)는 원전설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의 규제사항으로 진동에 대한 가속도 값을 제한하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 보통 발전소와 인접한 대지에 설치된 진동감지기에 의하여 측정된 값 

이 수직으로 0.07g , 수명 0.1g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Reg. guide 

1.70(8)에서 화재에 대한 기준은 공기의 질과 각 연소 물질별 양， 종류， 거 

리에 따뜬 인화점으로서 제한하고 있다. 발전소마다 적용한 설비별 기술기 

준이 다르고 이에 따른 화재명가 모델이 정해진 것이 없이 단순히 보수적인 

명가방법을 따르고 있다. 

〈표 2-1-1) 주제어실의 상주가능성 명가에 고려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독성한계 무게에 대한 예 (50/입방미터의 독성한계와 안정한 기상조건 

에 대한 예임) 

주제어실화부터 
무게 (ton) 

의거리(미터) 타입 A 주제어실 타입 B 주제어실 타입 C 주제어실 

500-800 4 0.05 

800-1 , 100 15.8 4 0.1 

1. 100 -1600 54.4 9 0.4 

1600-3:200 122.4 23.5 1. 1 

3200--4800 589.6 127 5.8 

4800-6400 1678 353.8 14.9 

6400-8000 3991 635 27.2 

타입 A 누설률이 낮도록 건설된 것으로서 부지 근처에서 저장되거나 운 

반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신선한 공기 속으로 유입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주 제어실. 화학물질을 감지하게 되면 주 제어 

설이 자동적으로 차폐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공기교환율을 시간당 

0.015로 가정한다. (한시간 내에 주 제어실에 있는 공기 체적의 0.015 

배가 바깥공기로 교환됨을 의미한다). 주제어실의 체적은 주 제어실 

” “ 



통풍계통에 의해 서비스를 받는 모든 지역의 체적으로 정의한다. 공 

기교환율이 시간당 0.06보다 작다고 가정하려면 현장 시험에 의한 검 

증이 필요하다 

타입 B 타입 아와 같으나 공기교환율이 시간당 0.06인 주 제어실. 이 값은 

정상적인 누설률을 고려하여 건설된 주 제어설에 대한 전형적인 값으 

로서 공기교환율이 시간당 0.06보다 작다고 가정하려면 현장 시험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 

타입 c 차폐가 되지 않는 주 제어실로서 유해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어떠한 설비도 갖추고 있지 않는 공기꼬환율이 시간당 1. 2인 주 제어 

λ1 
2. 

3. 원전 주변 인위재해 명가 관련 엘본의 기술기준 현황 

일본의 인위재해 관련 안전기술 지침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섬사지 

침이 있다. 이 지침은 원자로시설 등의 안전성 명가 시 규제기관이 활용하 

는 지침으로서 안전성명가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심사 지침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원자로 주위는 원자로로부터 어떤 거리의 

범위 내에는 비거주구역 이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떤 거리의 범 

위」 라 함은 중대사고의 경우， 만약 그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에 사람이 거 

주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방사선장해를 줄지도 모른다고 판단되논 거리까 

지의 범위를 의미하며， r비거주구역」 이라 함은 공중이 원칙적으로 거주하 

지 않는 구역을 말한다. 또한 「어떤 거리의 범위」 라 함은 가상사고의 경 

우 어떤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범위 내에 있는 공중에게 현저한 방사선 

재해를 줄지도 모른다고 판단되논 범위를 의미하기도하며， r저인구지대」 

란 현저한 방사선재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캉구할 수 있는 

지대 (예로， 인구밀도가 낮은 지대)를 말한다. r어떤 거리의 범위」 를 만 

단하기 위한 기준선량은， 갑상선 (성인)에 대해서는 3 Sv , 전선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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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Sv이다 

원전 주변에서 화재 • 폭발의 발생에 대비한 원전설비를 설계할 때 고려하 

여야 할 내용은 「발전용 경수로형 원자로시설에 관한 안전설계심사지침」 

에 제시되어 있다. 이 지침은 상기 안전설계섬사지침에 의거， 발전용 경수 

로형 원자로 시설의 안전기능 유지의 관점에서 화재 • 폭발 방호에 관하여 

고려할 사항끓 규정한 것이다. 또한 허가신청의 내용이 이 지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도 그것이 기술적인 개량과 진보 등을 반영하여， 이 지침 

이 만족될 경우와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 

또한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라서 구조물， 기기， 계통에 대해서 분류를 하 

였는데， 이 지침에서는 안전성에 관련되는 원자로시설 전반을 고려 대상으 

로 하였다， 또 안전 상 수행해야 할 기능에 따라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고려하여， 분류상 주목할 특성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즉， 안전기능을 채택하였다. 안전기능을 갖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대하 

여， 우선 안첸기능의 성질에 따라 구별하고， 주로 이상상태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 것 (Prevention System: PS) 과， 이상상태가 발생했을 때 이것 

에 대처하는 기능을 갖는 것 (Mitigation System: MS)의 2개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양자띄 기능에 대한 안전상의 요구에 상호간 다른 점이 많은 컷을 

고려했기 때푼이다. 안전상의 중요도는 안전기능별로 각각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불， 계통 빚 기기에 대해서는 안 

전상의 요건이 없다. 

PS 및 ~1S 의 각각에 속한 구조물， 계통 빛 기기를 그 안전기능 중요도에 따 

라서 , 각각 안전등급 1, 안전등급 2 빛 안전등급 3으로 분류한다. 각각의 

안전등급 호칭은 〈표 2-2) 에 표시하는 바와 같고， 각각의 안전등급에 속하 

는 구조물， 계통 빛 기기의 정의 빛 그 안전기능은 〈표 2-3)에 표시하는 바 

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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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안전상의 기능별 중요도분류 

중 ~요~도~에 의 7한 농 분에류 의한 ~ 분~류 
안전기능을 갖는 구조물， 계통 빛 기기 

이7상의 발생 」방지 이상의 영향완화 기능을 갖는 것 
l능을 갖r 것 (MS) 

(PS) 
안전 관련 안전퉁급 1 PS - 1 MS - 1 

구조물， 계통 안전동급 2 PS - 2 MS - 2 
및 기기 안전동급 3 PS - 3 MS - 3 

안전에 관련되지 않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 l 

〈표 2-3> 안전상의 기능별 중요도분류에 관한 정의 및 기능 

τ trj τ E크r 정 의 기 τ L-r 

안전 PS-l 손상 또는 고장에 따라 1 )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기능 
둥급 1 발생하는 사건에 의하여， 

(a)노심의 현저한 손상， 2) 과잉반용도의 인가(印加)방지 
또는 기능 
(b) 연료의 대량파손을 야 
기할 우려가 있는 구조 
물， 계통 및 기기 3) 노심형상의 유지기능 

MS-l 1) 이상상태발생시에 원자 1 ) 원자로의 긴급정지기능 
로를 긴급히 정지하고 
잔열을 제거하여， 원자 
로 냉각재 압력경계의 2) 미임계유지기능 

과압을 방지하고， 부지 3)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주변 공중에의 과도한 과압방지기능 
방사선 영향을 방지하 4) 원자로정지후 열제거기능 
는구조물， 계롱및기 
기 5) 노심냉각기능 

6) 방사성물질의 격납기능， 방사선의 
차폐 및 방출저감 기능 

2) 안전상 필수인 기타 구 1) 공학적안전시설 및 원자로정지계통 
조물， 계통 및 기기 의 작통신호의 발생기능 

2) 안전상 특히 중요한 관련기능 
안전 PS-2 1) 손상 또는 고장에 따라 1) 원자로냉각재를 내장하는 기능 
동급 2 발생하는 사건에 의하 (단，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서 

여， 노심의 현저한 손 제외되어 있는 계장 동의 작은 
상 또는 연료의 대량파 크기의 배관 및 경계에 직접 
손을 즉시 일으킬 우려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외) 
는 없지만， 부지 외부 2)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에 직접 
로의 과도한 방사성물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질의 방출우려가 있는 방사성물질을 저장하는 기능 
구조물， 계통 및 기기 

3) 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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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안전상의 기능별 중요도분류에 관한 정의 및 기능(계속) 

τ trjr ~L 정 의 기 τ L5-「

안전 2) 정상운전 시 및 운전 시 1 ) 안전밸브 및 압력방출밸브의 

동급 2 이상과도 변화시에 작동이 불시정지 기능 

(계속) 요구되는 것으로， 그 고장 

에 의해 노섬냉각이 손상 

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 

계통 및 기기 

1) PS-2의 구조물， 계통 및 1 ) 연료수조수 보충기능 

기기의 손상 또는 고장에 

의하여 부지주변 공중에게 2) 방사성물질방출의 방지기능 
주는 방사선의 영향을 충 

분히 작게 하도록 하는 구 

조물， 계통 빛 기기 

2) 이상상태 대웅상 특히 중 1) 사고시 발전소상태의 파악기능 

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 

기 2) 이상상태의 완화기능 

3) 제어실 외부로부터의 안전정지 

기능 

안전 PS - 3 1 ) 이상상태의 기인사건이 되 1) 원자로냉각재 유지 기능 (PS-l , 

동급 3 는 것으로， PS-l 및 PS-2 PS-2 이외의 것) 

이외의 구조물， 계통 및 2) 원자로냉각재의 순환기능 

7171 3) 방사성물질의 저장기능 

4) 천원공급기능 (비상용은 제외) 

5) 발전소계측 • 제어기능 ( 안전보 

호기능은 제외) 

6) 발전소 운전보조기능 

2) 원자로냉각재중 방사성물 1 ) 핵분열생성물의 원자로냉각재중 

질 농도를 정상운전에 지장 으로의 방출방지기능 

이 없는 정도로 낮게 억제 

하는 구조물， 계통 및 기기 
2) 원자로냉각재의 정화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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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안전상의 기능별 중요도분류에 관한 정의 빚 기능(계속) 

MS - 3 1) 운전시의 이상 과두변 l「21) 원자로암력 상승의 완화기능 
화가 있어도 \IS → 1 ， 

MS-2가 서로 작용하여， ) 출력상승의 억제기능 

사건을 완화하는 구조 

물， 계통 및 기기 3) 원자로냉각재 보충기능 

12 ) 이상상태로의 대응상 긴급시 대책상 중요한 것 빛 이상 

필요한 구조물， 계통 상태의 따악기능 

빛 기기 

4. 인위재해 명가 관련 국내 기술기준 현황 

과학기술부령 제 31 호( 3)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에는 “원자로 시설은 위험물의 생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산업시설 · 수송수단 등으로부터의 사고에 의한 영향을 조사 명가 

하여 장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며，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0옹호원자로 시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에 관 

한 기술기준 5. 원자로 시설의 위치선정을 위한 인위적 사건의 조사 명가 

지침에는 이의 준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규정을 보면 인위적 사고영향명가와 관련한 우리의 기준은 미국의 

기술기준을 따르고 úU뜨.Q.. 
>>.. '0 :ç프 알 수 있다. 즉，우리의 

1.78(9) (화학물질의 유출사고중 주제어실의 λL三Eλ4
。 I 。

기준은 Reg. Guide 

평가)， Reg. Guide 

1. 91 (1 0)( 발전소부근 수송로에서의 폭발영향명가지침)， Reg. Guide 1. 95(12) 

(사고에 의한 염소유출로부터의 운전원 보호) 등과 같은 방법으로 유해화학 

물질 누출 맞 폭발의 영향을 명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 누출의 경우， 미국과 같은 명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위혐설비에 대한 거리기준이나 명가기준은 없다. 다만 염 

소 누출 사고의 경우 주제어실의 염소의 농도는 15ppm( 45mg/ nf )이하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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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폭발의 경우 원자력 발전소 전체로 보면 폭발 시 미치는 으동。 L --, 닙 

은 lpsi 미만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동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0.07g, 수 

명방향 O.lg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자로시설의 위치 구조 빛 설비에 

관한 기술기춘인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0옹호에 규정되어 있는 원자로시설 

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표 2-4)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표 2-4)의 기 

준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의 원자로 시설 또는 기술 공급국이 별도의 기술기 

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술기준을 당해 공급 원자로 시설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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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원자로 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준 

원자로시 Plants' 

설 부지의 2. R.G. 1.60: NDesign Response Spectra for 

지 질 빛 I ~ =, _". _1 Seismic Design of κuclear Power Plants" 
j 규칙 제4조| 

지 전에 1" '''--1 3. R.G. 1. 132: "Site Investigations for 

관한 조사 Foundations of ~uclear Power Plants" 

j 명가지침 4. R.G. 1.138: NLaboratory Investigations of 

Soils for Engineering Analysis and Design of 

Plants" 

1. 10CFR 100.11: "Determination of Excl 니sion 

아rea ， Low Population Zone and Population 

에 관한 Center Dis때ce 

지친 
••••+-- ’ ] •_.-•• ! • 야까-~~~~~-. 

원 자로시 I 1. R.G. 1. 4: "껴'l. ssurr뼈I 

설 부^1 of the Potential Radi 이 ogical Consequences of 

및 그 a Loss of Coolant Accident for Pressurized 

주변으규칙 제6조 \\ater' Reactor N 

기상조건 2. R. G. 1. 145 끼tmospheric Dispersion \Iodels 

에 관한 for Potential ~ccident Consequences at Nuclear 

지 침 P。아마‘we앙r P메la떼n따 ” 
I 1. R.G. 1.59: "Design Basis Floods for Nuclear 

Power Plants" 

원자로시 2. R. G. 1. 102: NFlood Protection for t\uclear 

설 부지 PO\1,'er PlantsN 
디1 ， 

• 

주벼의 

4 A D *t 니 규칙 제7조 
기-딘r 터 극 

특성에 

관한조사 

평가지첨 

순
 번
 

고시내용 j 관련조항 ) 준용한 외국 규정 
1. 10CFR Part 100 ~ppendix A: "Seismic and 

Geologic Siting Criteria for \uclear Po\\'er 

1 

3 

3. R.G. 1. 113: NEstimating Aquatic Dispersion 

Effluents from Äccidental and Routine Reactor 

Releases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ppendi x 1 N 

4. R.G. 1. 132: "Site Investigations for 

Foundations of Nuclear Po\\'er Plants" 

-• 

5. R.G. 1.135: "Normal Water Level and 

Discharge at Nuclear Pow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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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 둠 고시내용-1 관련조항 J 준용한 외국규정 

I _ , ,_ , I I Hab i 때i 1 i ty of ì\uclear Power P1ant Contr、01
1 자 로 λ11 

설의 위치 
.1 I Room during a Postulated Hazardous Chemical 

Release" 

2. R. G. 1.91: "Evaluations of Explosions 

Postul ated to Occur on Transportati on Routes 

near ~uclear Po~er Plants" 

i 3. R. G. 1. 95: "Protection of \uclear Power 

魔밸 밸평ors again펀n 
101 

l. R.G. 1. 59 ’ "Design Basis Floods for ~uclear 

Power Plants" 

2. R. G. 1. 76: "Design Basis Tornado for 

\uclear Power Plants" 

3. lAEA 50-SG-S11A: "Extreme Meteorological 

Events in !\uclear Power Plant Siting" 

4. LAEA 50-SG-S1: "Earthquakes and Associated 

Topics in Relation to Nuclear Power Plant 

Siting" 

원자력 법규 이외의 규정 중 위험설비나 유해물질에 대한 인위재해에 관련 

된 국내 법령으로는 소방법(소방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7~149조 등) , 

고압가스;관리법(고암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 산엽안전보건법(산엽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1 조) , 유해화학묻절관리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 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엽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빛 사염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등이 있다. 이들 법령에 의하면 인위재해 

설비나 유해 ·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가 다른 설비나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이들 규정에 따라 각각의 보유공지 

나 안전거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령에 명시된 안전거리 등 

은 10~20m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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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언위재해 관련 사고 사례조사 ·분석 

1. 외국의 사고사례 컴토 ·분석 

가. 사례 1 Fixborough 폭발사고( 영국， 1974년 ) 

(1) 압력 8.8기압， 온도 155 T: 의 사이콜로헥산 증기가 누출되었으며 

48초 후 다 CE(Gn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의 대폭발이 발생 

(2 ) 폭발력은 TNT 15-45톤의 폭발에 달하는 것으로서 공장이 완따 

되고 1 억달러의 재산손실을 초래하였으며 1km내에 있는 1 ， 821채의 

가옥， 167개의 상가 맞 수 개의 공장이 파손되는 등 최대 3km지역 

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화재진압까지 3일이 소요됨. 

(3 ) 인적피해는 제어실에 있던 18명을 포함 28명 사망， 36명이 부상 

하였으며 일반주민도 53명 부상 및 수백 명이 경상의 피해를 입음. 

나. 사례 2 : 세베소 다이옥산 누출사고(이탈리아， 1976년) 

(1) 내용물 5 ， 200kg이 격렬한 음을 내며 안전판을 파열시키고 

30 -50m의 높이로 치솟아 확산 

/.-1-그l 
。 。

(2) 다이옥신은 북풍을 타고 남방으로 퍼져 1807ha의 지역을 오염시 

켰으며 오염도 240μg/rrf이상인 지역은 108ha , 오염도 3μg/마이상인 

B지역은 269ha , 요주의 지대는 1430ha에 달하였음. 

다. 사례 3 : 보팔 MIC(Methyl isocyanate)누출사고(인도， 1984 년) 

(1) 저장중인 ~lI C 40-45톤이 세정탑(Scrubber)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대기중으로 방출. 

(2) 33m의 높이에서 누출된 MIC는 유니온 카바이드회사(UCIL) 근처 

보팔시내 1km 이내로 확산 

(3) 2 ， 500명이 사망하고 180 ， 000여명이 상해를 입음. 

라. 사례 4 CAIRNS 탱크 BLEVE(Boi1 ing-Liquid-Expanding-Vapor、

Explosion) 사고( 영국， 198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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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초간 반경 100m 정도의 Fi reball 이 형성 

(2) 화물차가 따손하고， 수송열차의 저장용기가 두동강이나 한쪽이 

100m까지 날아가고 일부 파편은 300m까지 비산하였으며 폭발압력으 

로 주변 건물이 파손됨. 

(3) 사고발생장소로부터 40m 떨어진 민가에 거주하던 민간인이 계속 

되턴 대피방송에도 불구하고 집 주변에 발생한 화재로부터 가옥을 

보호하기 위해 호스로 집 주변에 물을 뿌리다가 Fireball 에 의한 

화상으로 사망 

마. 사례 5 FEYZIN LPG 폭발사고( 프랑스， 1966년 ) 

(1) 인근 고속도로에서 차량은 누출원으로부터 125m지점에 있었으며 

이 차량이 점화원이 되어 운전자는 화염에 둘러싸인 채로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되어 사망 

(2 ) 탱크가 갑자기 5조각으로 파열되면서 자체 무게만도 100톤 이상 

이 되는 조각들이 150 -300m 반경으로 날라 갔으며 동시에 약 340 

rd의 액체프로판이 버섯모양의 거대한 Fireball을 형성하여 진화작 

엽 품이던 근처의 소방대원 10명을 즉사시켰고 8명은 추후 병원에 

서 사망할 정도의 복사열을 발산하였으며 동시에 87명의 중경상자 

가 발생 

(3 ) 처장지역으로부터 500m 떨어진 인가가옥에 크지 않은 그러나 광 

뱀위한 구조결함이 발생하였으며 첫 폭발 후 2 ， 000명의 주민이 대 

피하였으며， 3km 떨어진 교회의 창문도 따손 

바. 사례 6 : 멕시코시티 LPG 폭발사고(멕시코， 1984년) 

(1) 11 , OOOrd의 LPG가 누출되 어 Fireball 이 발생 하고 이 화재 가 다른 

저장탱크를 가열하여 화재 빛 폭발을 야기함. 

(2 ) 폭발한 탱크조각들이 비산되어 화재발전에 기여했으며 작은 구형 

탱크둡은 590m까지 비산하고 127n의 통형 탱크들도 미사일처럼 날아 

가 1200m 거리에서도 발견되었으며 그 중 4개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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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례 7 포체스투품 암모니아 누출사고(남아공화국， 1973년) 

(1) 따손된 탱크의 비산물이 40m 정도 날아가 산(acid) 저장탱크를 

재차 파손시켜 다량의 암모니아 벚 소량의 산 누출이 발생. 

(2) 폭발장소로부터 45m 거리의 한 작엽자는 사고 시 파편에 즉사하 

였으며， 다른 8명은 누출로부터 대피하는 도중 100m 이내에서 사망 

하고 다른 3명은 가스흡입 후유증으로 치료 중 사망. 

(3) 누출된 암모니아는 즉시 반경 150m, 높이 20m의 암모니아 증기운 

을 형성하였으며 바람의 영향에 따라 이동하여 누출지점으로부터 남 

쪽 450m 거리에 반경 300m의 육안관측 가능한 증기운을 형성. 

아. 사례 8 TEXACO 정 유공장 폭발사고( 영 국， 1994년 ) 

(1) 약 20톤의 혼합 하이드로카본이 대기로 방출되었으며 가연성 증기 

운을 형성하고 폭발이 발생하였다. 폭발압력은 계산결과 파손된 구 

조물로 계산하면 4~8톤의 TNT에 상당한 것으로 추정. 

(2) FCCL의 후레아 드렴으로부터 약 20톤의 가연성물질이 방출되게 되 

었으며 방출된 하이드로 카본은 가연성 증기 빚 액적상태의 구름을 

형성하여 떠다니다가 점화원에 의해 점화 · 폭발. 

- 공장내는 2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공장외부의 피해는 3km 떨 

어진 밀포드 헤븐시의 유리창 파손에 그침. 

자. 사례 9 텍사스 웰공장 폭발사고(미국， 1997년) 

(1) 공장 빛 공장주변 1km 이내의 가옥과 기엽체의 유리창이 파손. 

(2) 대부분이 공장주변의 가옥과 기업체의 재산피해에 따른 배상책임 

등 폭발사고와 관련된 손해소송이 800건 이상 접수. 

차. 사례 10 힌두스탄 정유공장 화재(인도， 1997년) 

(1) 화재로 58명이 사망하였으며 LPG탱크 전소 

(2) 1750톤(일일생산량 12만 배럴)의 원유저장탱크와 터미널， 인큰 l 

km 이내 JOC 소유건물 빚 부속건물도 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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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의 사고사례 겸토 • 분석 

가. 사폐 1 열매 보일러 폭발사례 (1999년) 

(1) 여천지역에 있는 (주) 00화학 \'C'이공장의 PA공정 운전개사를 위 

하여 운전개시용 열매보일러의 가동 · 점화 중 보일러 내에서 폭발. 

(2) 계기담당계장이 얼굴에 3도 화상으로 후송 중 사망하였으며 열매 

보일러의 덕트 빛 버너커버 파열. 

나. 사례 2 H:,s‘ 누출 중독사고(1999년) 

(1) 팡 회수공정에서 배관설치작엽 준비를 위해 2차 맹판(Spectac]e) 

을 개방한 상태에서 맹판을 교환하기 위해 2차 맹판을 꺼내는 과정 

에서 황화수소( [f，s) 가 누출 

(2 ) 협력엽체 직원 2명이 중독되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구또하려던 운전계장까지 중독된 사고가 발생 

다. 사헤 3 : 중질유 분해공장 폭발사고(1999년 ) 

(1)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00 ( 주) 중질유 분해공장(Hea、'y Oi 1 

Cracker Unit)의 Recycle oi] 배관에서 고온 고압의 오일이 분출되 

면서 배관이 따괴되어 대형 폭발 · 화재사고가 발생 

(2) 4명이 화상을 입고， 약 1 ， 000억 원(추정)의 재산손실이 발생 

라. 사려 4 바지선 폭발사고(1999 년) 

(1) 부산 사하 다대통 해상에서 수리 중이던 덕아5호(채석운반션， 약 

337GT) 바지선상의 주방에서 산소절단기( LPC;- OJ로 융단 • 용접작 

엽 중 융단열 또는 용접불티가 비산되어 Ballast Tank 내부에 체류 

되어 있던 인화성 증기에 인화되어 바지선이 폭발 

(2 ) 인적피해 : 사망 (3명 ) , 증 • 경상 (4명 ) 

(3 ) 바지선은 완따되고 선박에서 100m이내의 거리에 있는 사무실 및 

식당 유리창이 완전 따손되었으며 인근 200-250m에 위치한 아따트 

한무- 익부 파소 
1’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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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VCE(Confined Vapor Cloud Explosion) 또는 BLEVE(Boiling 

Liquid Expansion Vapor Exp1osion) 사고임. 

마. 사례 5 부천 LPG 충전소 화재 및 폭발사고(1998년 ) 

(1) 부천시 오정구 소재 00에너지(주) LPG 충전소에서 화재 ·폭발이 

발생 

(2 ) 부탄 탱크로리가 복사열에 의해 가열되어 2차로 폭발하고， 프로판 

탱크로리의 3차 폭발(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 BLEVE) 이 발생 

(3 ) 폭발당시 화구(F i re 8a11) 가 형성되면서， 탱크로리 파편이 약 

300m 밖으로 비산 

(4 ) 화염， 비산물， 폭풍압 등에 의해 충전소 직원 4명 등 61 명이 중화 

상 상해. 

( 5) 인근 1.5km이내 지역으로 화재가 번져 사고 주변에 소재한 인근사 

엽장 10여 개소가 피해를 입음. 

바. 사례 6 이리역 구내 화약열차 폭파사고(1977년) 

(1) 오후 9시 15분 경 광주행 화약열차가 이러역 구내에서 출발대기 

중 호승원의 담뱃불로 인해 화약이 폭발하어 이러시 전역에 피해를 

즈
 
{ 
]

(2) 이 사고로 도시 근처 약 3km이내에서 59명이 사망하고， 1 ， 30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9 ， 500여체의 가옥따손과 9 ， 973명의 이재민 

이 발생 

저R 3 철 언위재해 요인 선정 

인위재해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 외 관련 연구결과물， 국내 · 외 관 

련 기술기준， 사고사례 등을 조사하였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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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위재해 요인 

원전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재해 요인을 관련 연구문헌， 원전설비 

의 기술기준， 사고사례 등을 참고로 하여 조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사고 영향인자(요인)로는 유해(독성)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진똥， 항공기 등의 충돌， 전자기파 등이 있으며 이틀 요인별 위험성 

은 크게 고정형 위혐과 이동형 위혐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 고정형 위험 : 화공플랜트， 정유공장， 위험불 저장소， 원전 시설과 같 

이 인큰에 피해를 줄 수 있논 사고(폭발 중심， 폭발성 또는 독성 가스의 누 

출원 등)털 띨으키는 원인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위험. 

나. 이동혐 위험 : 위혐물질 또는 추진체를 이송하는 모든 방법(육로， 철 

로， 수로， 항로， 배관)과 같이 인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의 위치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위험. 

이러한 고정형 원인과 이동형 원인으로 인한 인위적 사고가 원전설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압력피 빛 폭발 

(2) 비산물 

(3) 열(화깨) 

(4) 연기 찢 분진 

(딩 독성 떳 질식성 가스 

(허 부식성 물질 빛 방사성 가스， 에어로졸 또는 액체에 의한 부식 

(7) 지면 판들럼 

(잉 전자기적 간섭 

2. 인위재해의 원인 • 형태별 메커니즘 

대부분의 인위재해는 한가지 이상의 잠재 원인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 

라 일반적으보 하나 내지 두 가지의 영향을 행사한다. 인위재해에 대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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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원인 빚 사고 결과로 나타나는 주요 영향은 〈표 2 • 5). <표 2-6). <표 

2-7)과 같다. 

〈표 2-5) 원인 및 관련 사고 확인(고정형 · 이동형 원인) 

조사 대상시셜 

및 운송시스템 

1.1. 고정형 원인 

「펑휴자괄「 화콩 흘칼곽강 닿록굉 
플랜트， 저장소， 위험물질 취급공정의 순서도 

방송시설， 광산 국지 기상 빚 지형 설치 시 

또는 채석 작업 , 방호수단의 존재 

벌럼， 다른 원전 

시설， 고에너지 

회전장치 등 

문사시설(영구적 

또는 일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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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폭발성 /질식 성 /부 

식성/독성 또는 방사성물 

질 누출 

지반 붕괴， 비산물 

전자기적 간섭 

지면으로의 와류 전류 

비산불 생성 

폭발 

화재 

가연성， 폭발성， 질식성， 

부식성， 독성 또는 방사성 

물질의 누출 

시셜 벚 운송 관련 특정 

요
。
 허
디
 허
E
 

획
다
 이
끼
 이
끼
 

목적 

물질의 

활동의 지
。
 

야
〈
〕
 
트
「
 

사고 

수송 경로 및 수송 빈도 폭발 

각 이송에 관련된 위험물 화재 

질의 형태 빚 양 가연성， 폭발성， 질식 

펌프， 격리밸브 둥이 있는 성， 부식성， 독성 또는 

배관 배치 방사성 물절의 누출 

방호장치가 있는 차량 특 냉각수 취수구조물의 막 

정 힘， 오염(예， 기름누출) 

국지 기상 및 지형 또는 손상 

탈선 차량의 충롤 

비정상 운항에 따른 추 

락 

고하지여 
。 。 ’ 

많향 반경 및 비 
행지역(군사시설 

및 도시) 

도
 

지
。
 

치
。
 

비
L
 

특1
 

트
「
 

미
~
1

→
 

미
*
 

미
X
 치
。
 

동
 정
 식
 

• 

식
 특
 

、
이
 특
 
혀
。
도
 힘
。
 켜
。
 

기
 로
 기
 펀
 기
 반
 

공
 주1
 

공
 해
。
 고
。
 하。
 

항
 
활
 
하
。
비
 하
。
 운
 

비정상 운항에 따른 추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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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발전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용 플랜트 및 저장소와 같은 고정 

형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위혐은 폭발 및 화재， 가스 및 분진 형성 둥이다. 

이들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로는 위험물질의 형태， 저장， 가공 및 취급량， 

저장소 형식(물리적 상태) 및 공정(유량 기록) 사항， 대형 용기， 저장소 또 

는 기타 저장형태의 크기 및 위치， 건축재료， 격러 시스템， 작동 상황(유지 

보수 빈도 포함)， 능동형/수동형 안전장치 둥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하 

며， 능동형/수동형 안전장치에 대한 모든 사고 및 고장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동헝 원인에 대해서는 지상 이동(육로， 철로， 운하 및 배관) , 해상 

이동과 공중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상 이동의 경우 원전에 미칠 수 있 

는 위험은 산업용 플랜트 지역에서 다른 시설로의 위험성 물질 이송을 고려 

해야 한다. 또한 공중 위험으로는 원자력 발전소 상공을 비행하는 항공기 

위험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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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원자력발전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적 사고 전개 및 그 영향 

발전소얘 대한 각 사고별 
사고 사고진행 

여。하 o(a) 

폭발(폭연， 폭굉) 폭발 압력파 (1) (2) (3) (4) (5) (6) (끼 

비산물 

폭발로 인한 연기， 가λ 또는 

분진이 발전소로 이동 가능 

화염 빛 화재 

화재(외부) 까‘파크로 인한 점화 가능 (3) (4) (5) (6) 

화재 연기 및 연소가λ가 발 

전소로 이동 가능 

열(열 플럭 A) 

가연성， 폭발성， 질 중기운 또는 액체가 발전소로 (1) (2) (3) (4) (5) (6) 

식성， 부식성， 독성 이동하여 내·외부에 도달하 

또는 방사성 물질의 기 전 • 후에 화재 또는 폭발 

누출 가능 

기타의 경우， 운전원 또는 안 

전 장치가 있는 곳으로 대피 
항공기 추락 또는 비산물 (1) (2) (3) (4) (5) (6) 

비정상 운항에 따른 화재 

추락， 항공기 충돌， 연료 탱크의 폭발 

비산물 

차량충돌 
지반붕괴 지반붕괴 (끼 (8) (9) 

냉각수 시스템 간섭 
냉각수 흡입 구조물 냉각수 시 A템 간섭 02> 

의막힘또는손상 
전자기적 간섭 전기설비의 전자기적 영역 00) 

지면으로의 와류 전 지변의 전기에너지 잠재 Où 

* 
(a) 번호 설명은 〈표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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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7> 원자력 발전소에 영 향을 줄 수 있논 기 인물 빚 사고결과 

기인불 

1 (1) 압력따 

변수 

시간함수로써 발전소 

에서의 국부적인 과압 

디강바찬룰 ••------

영향 

구조물의 부분적 붕괴 또는 

시스템 및 구성요소의 따열 

구조물의 관통， 프드21 1:):느: 
E용 t그 -'一 '-

야
 

P 

DOlo 
•L.. 。

크기 

t그 :;;{1 
돋닫 큰 류

 
종
 

27-처 트르 :;;{1 -,='-'1 ....., 。

1 (3) 열 기
 

스
 

도
 

• 

렐
 

각
 

• 

열
 

돌
 대
 

~
→
중
 

최
 

가L
 

| (4) 연기 및 분진 /ι。4 초 lL5L 

시간함수로써 농도 및 

o。t

Ic딩 질삭성 및 독성 시간함수로써 농도 빛 

물질 。。t

독성 및 질식성 한계 

쇄팩벚양사 시간함수로써 농도 및 

λ。4 액체/기체/ OJ 

에어로뜰 -닝「 λ 「1λ。4 , 방사성물질의 

한계 

근원지(바다， 육지) 

깨점， 시스템 및 구성요소의 

따열 

구조물의 부분적 붕괴 또는 

시스템 및 구성요소의 따열 

진동에 의한 장치의 신호고 

장 
제어설의 거주능력 상실 

시스템 또는 구성요소의 따 

열 

가연물의 점화 
흡입 필터의 막힘 

제어실， 기타 중요 발전소 

시설 빛 오염 지역의 거주능 

력 상실 
인명 위협 및 안전 관련지역 

의 거주능력 상실 

운전원에 의한 안전직무 방 

해 
인명 위협 빛 안전 관련지역 

의 거주능력 상실 

시스템 또는 구성요소의 부 

식 및 붕괴 

안전직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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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에 대한 영향 변수 사고결과 

(7) 지면 흔틀럼 반응 λ펙 E 렴 기계적 손상 

(히 홍수(또는 가품) 시간에 따른 액위 • =(-3 ←?二걷 Ijir , 시 A템 빛 구성요소 

유속 ζ~→二λ。、L

(9) 침하 ::3:1 하 
[그 1 치환， 침하 구조물 붕괴 또는 매설 배관， 

죠「二 -tL: 케이블 등의 사 λ템 및 구성요 

소 따열 
00) 전자기적 간섭 주파수대 및 에너지 전기설비에 대한 오신호 

00 지면으로의 와류 세기 빚 기간 지하 금속성분의 부식 

전류 접지문제 

02) l-~Zf4 흡입의 선박의 크기， 중롤 냉각수 이용 불농 

죠L一二λ 。L 속도 및 면적， 막힘 

정도 

3. 주변 위험사셜이 원전에 미치는 영향 요인분석 

원전 주변의 위험 시설이 원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빚 그 피해 정도 

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재해 요인으로 

논 유해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진동이었다. 따라서 이들 요인에 대해 

다음 절차에 따라 알아보았다. 

(1) 일반적 요인 분석 절차 

잠재적인 사고를 다룰 때 특정거리(이하 섬사기준거리)밖에서는 그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거리률 이용하여 지속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더 이상 검토를 

요하지 않는 사건틀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보통이다. 이 거리를 결정하는데 

는 관련 사건들에 의한 영향의 증대성과 사건의 발생확률을 고려한다. 

원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는데논 보통 〈그럼 2-2)와 같은 절차를 

활용한다. 먼저 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고 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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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까능한 모든 초기사고를 확인한다. 여기서 모든 원인은 확률에 

근거하고 이렇게 하여 수집된 정보는 예비 심사단계에 들어간다. 이 예비심 

사는 ‘섬사 거리 값’ 또는 사고발생 확률을 명가하여 수행한다. 어떤 경우， 

원인， 거떠 및 특성에 대한 정보에 기초를 둔 간단한 결정론적인 연구가 이 

루어지는데 이는 중요한 관련 사고가 일어날 수 없음을 나타낸 것일 수 있 

다. 그러프보 이와 같은 분석에 의해， 영향이 무시될 수도 있는 특별한 형 

태의 원인에 대한 심사 거리 값을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건발생과 관 

련된 통계자료가 많을 경우 사고발생 확률을 이용하는데 사건발생확률이 낮 

을 때는 관련 사건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엄격하게 명가하여 사건발생 

확률이 10 -7/년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 사건발생확률이 10 -7/년인 확률을 심사기준확률이라 한다. 이러한 접근 

에는 이용 기-능한 자료의 질과 양에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심사기준은 사고발생확률에 근거한다. 사고발생확률/년 을 ‘심사 

확률 수준’이라 부른다. 이 값은 원전 및 산업시설 지역에서의 위험관리 정 

책에 따른 Safety Authori ty에 의해 결정된다. 확률이 이 심사 확률 수준 

이하면 더 이상의 고려는 불필요하다. 발전소 설계과정은 결정론적이므로， 

관련영향의 실제 확률분포 명가에 따라 추청하여 설계자에게 제공된다. 그 

러나 자료의 정확성， 적용성， 완전성 또는 정도에 대한 불신으로 설계 기 

초， 사고 결과 또는 고려사항에 의해 이를 제거하는 정량적인 확률 기준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 경우 관련사고에 대한 설계 기초 설립이 고려 

된 사고 또는 사고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판단에 의한 실용적인 방법 

이 이용도I어야 한다. 특히 확률론적 방법은 명가단계에 적용된다. 이러한 

명가 단계에서 제거되지 않았던 잠재 사건들이 명가되어야 하며 필요시에는 

설계기준사건들을 결정한다. 가능하다면 서로 연관된 사건과 그에 부수적인 

사건들의 발생확률 그리고 관련된 방사선 영향의 크기를 포함하는 모든 관 

련 요소를 고려하여 전 범위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 

한 분석은 확잡하며 현행의 기술로서는 불카능한 경우가 있어 실제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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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지 못하고 있다. 보다 일상적인 절차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사건에 대 

하여 설계기준확률을 설정하거나 아나면 보수적이면서 결정론적으로 정해진 

중대성의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설계기준확률은 심사기준확률 보다 한 

급수 더 큰 10 -6/년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사건들 증 실제적인 

방사선 사고를 일으키지 않을 사건의 조건부 확률 상한을 0.1 로 보기 때문 

이다. 

이러한 명가 단계에서는 연관된 사고별 발생확률을 결정하여 이를 설계기 

준확률과 비교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상 

황을 만들 수 있다. 첫째， 사건의 발생확률이 심사기준 확률 이하이면 설계 

기준사건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사건의 발생확률이 설계기준확률 이 

상이면 설계기준사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설계기준사건은 발생확률이 설계 

기준확률 이상 되는 가장 중대한 사고로 정해져야 한다. 셋째， 발생확률이 

심사기준확률과 설계기준확률 사이에 위치할 경우， 설계기준사건으로의 결 

정 여부에 대해서는 펑가자의 공학적 판단에 달려 있다. 이것은 방사성 물 

질의 중대한 누출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들의 전체 확률을 명가함으로써 이 

루어지며 여기에는 관련된 발전소 내 및 발전소 외의 모든 위험도를 고려하 

여야 한다. 발생확률이 거의 비슷한 둘 또는 그 이상의 상호 연관 사건의 

경우 또는 어떤 사건에 대해 발전소를 보호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정해야 할 

경우에는 보다 중대한 방사선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설계기준사건 

으로 고려한다. <그림 2.2)는 예비 심사 및 세부적인 명가 절차를 포함하는 

논리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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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정형 사고의 (1 ) 부지 내에 잠재적인 인위적 

또늠 이동형 원인 확인. 

(2) 각 원인에 대해 가능한 모든 초기 사고 확인 .. 
관 값(SDV) ‘으| 대한 ’심사거리 f.-f(3i 모든 초기 사고에 

: .... 1 련여부 결정. 

석
 

닙
I
 

요
 

착
 웰
 

(5) 
엇염 !I (4) 부지가 'SDV‘ 밖에 선정되었는지 결정 
C그“ 

추가 분석 

불필요 

(7) 및 ,•_1( 6) 방사성 사고결과롤 갖는 초기 사고확률 결정 
.. I ‘심사 확률 수준(SpL)’보다 작은지 확인. 

* 
-1 (1 이 원전과 관련된 사고영향0 

리될 수 있는가? 

추가 분석 

불필요 

(9) 계산 및 그 값이 ‘설계 기 

작은지 확인 

관련 사고확롤 

값(DBPV) ’보C 

(8) 부지 내 

준 확률 

(1 1) 부지 선정 
는브^~동} 
--,- -, "" 

제거， 

세부 j 
평가 j 

•1( 12) 고려중인 사고에 대한 설계 기초 설립 

(13) 원인에 대한 모든 초기 사고들이 고려되었는가? 

(14) 지역 내 모든 원인들이 고려되었는가? 
아니오 

(15) 하나 이상의 원인/초기 사고가 있다면 , 설계 기 

준 envelope 확률의 확인. 

L-.,1 ,.- (5) 
논리도 명가 절차를 위한 일반적인 및 심사 2-2) 〈그림 

님 

I 이 잠재원이 사고 특정동급에서의 Value) SDV(Scre당ning Di stance ※ 

흐 
.O..L-있어 훨씬 특성에 사고의 또는 보다 거리 잠재원들 여타 류에 속하는 

말한다. 기준값을 이용되는 이때 푸시하는데 과할때 

특별한 형 매년 위해 

있다. 

심사 목적을 

무시할수 

level) 

이 값 이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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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 

발생확률이 

SPL(Scre당ning 

사고 태의 

※ 



※ DBPV(Design basis probabi 1 ity value) 설계기준확률 값으로 이것은 

SPL과 CP\ 의 비이다. 부지 평가의 세부적인 사고 섬사 과정을 이용한다. 

※ CPV(Conditional probability value) 조건부 확률에 대한 상위 경계사 

고는 수용할 수 없는 중대한 방사성 물질사고를 유발할 것이다. 

인위적 사고영향의 중대성을 명가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보수성이 결여 

되어 있다면 특정사건에 관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와 가정틀을 수짐하여 

이틀 사고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로부터 이 사건을 설계기준 변수로 고려할 

것인 지를 결정한다. 가능하면 주변지역 행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발전소 수 

명운전 기간동안의 지역개발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여야 한다. 화학산업 및 

석유화학산엽 기술도 급속하게 발달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한다. 

(가) 유해위험 물질 누출 

유해 • 위험물의 누출은 누출물질의 특성， 누출량， 누출현상， 대기조건 등 

에 따라 다르나 이로 인한 영향은 원전시설 운전요원에의 손상， 화재나 폭 

발로의 전이 등의 위험성이 있다. 

유해위험물질(액화가스를 포함하여 폭발성， 가연성， 부식성 빛 독성)을 취 

급하는 밀폐 저장용기의 누줄은 중요한 설비 및 인명에 큰 위험을 줄 수 있 

다. 특히 아래 물질들의 잠재적인 누출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발성 증기운을 생성하거나 연소 또는 폭발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 빚 

증기 

• 인명 및 중요한 안전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는 질식성 및 독성 가스 

설비 기능 빚 인명을 위협할 수 있는 부식성 빚 방사성 가스 빛 액체 

SDV 내에 있논 가연성， 독성 또는 부식성 액체의 가공， 취급， 저장 또논 

이송을 포함하는 활동 빛 시설들이 확인되어야 한다. 선정된 SDV는 물질의 

불리적 특성， 지형학， 공업화 형식 빚 밀집정도 등과 같은 많은 요인에 의 

존할 컷이다. 폭발의 고정형 원인에 이용되논 SD\와 유사하다. SD\ 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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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시설로 인한 안전 상 중요한 아이템의 잠재적인 위험이 방호조치가 되어 

있어서 부지 내에 저장된 유사한 물질의 위험성보다 작은 경우， 더 이상의 

조사는 볼필요하다. 반면에 외부 활동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은 개략적 및 

단순한 결정론적 방법을 이용한다. 

위와 같은 정성적인 분석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보다 신뢰성 있는 확률론 

적 방법이 펼요하다. 따라서 위험물 저장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 시설에 대 

한 최대 저장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결정해야 한다. 저장용기의 파손 

확률 또는 표든 저장시설로부터의 누출을 명가해야 한다. 또한， 최악의 상 

황으로 누출할 수 있는 최대 양， 누출속도 빛 누출 확률을 계산해야 한다. 

SDV 내 누흙 원인에 의한 유해위험 물질 누출 가능성은 최대 양이 누출되 

었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 정밀 분석이 요구된다면， 가정하는 양은 누출 

시 동일한 시간에 포함되는 각각의 양에 대한 확률로 명가한다. 

원자력 발잔소에 위험한 상황을 줄 수 있는 껏 중의 하나는 냉각수 취수공 

정이다. 때때로 유조선 동의 사고로 누출된 위험불이 냉각수에 부유되어 발 

전소의 냉각수로 흡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마. 따라서 냉각수 취수구로의 액 

체 희석 및 확산과 흔입이 평가되어야하고 발전소는 이러한 해역 범위까지 

방호되어야한다. 수면 위의 폭발성 액체물 누출 또는 가연성 액체는 부유하 

는 풀(Pool)을 형성할 수 있고 이는 해안 또는 강을 따라 원자력 발전소에 

접근할 수 있는데 냉각시스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을 고 

려해야한다. 이때는 확산 특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명가를 수행해야한다. 

또한 오염된 냉각수 취수원으로부터 추출판 낮은 인화점 액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 이러한 것은 발전소 주변의 지형과 배치에 따라 위 

험성 액체의 풀이 생길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곳을 결정한 후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안전 관련 설비 빛 인력에 대한 위험 가능성을 계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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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 

화재가 원자력 발전소에 미치는 주요 손실은 발전소의 일부가 화재에서 발 

생되는 열에 의한 소실이나 열화 및 기능상실， 근로자의 심리적 불안 등에 

의한 휴번에러의 유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화재 시 발생되는 연기도 발 

전소 운전원과 특정 계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사는 숲， 연료용 석탄， 낮은 휘발성 가연물질 저장지역(특히 탄소 저장 

탱크)， 목재， 플라스틱， 이와 같은 물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시설， 그 

이송라인 빛 초목과 같은 화재의 잠재적인 원인을 확인하도록 부지 주변 및 

부지에 대해서 행한다. 

화재 가능성에 대한 조사 지역은 SD\와 같은 반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화재가능지역이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내부 화재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를 보호하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있어야 하 

고 외부 화재에 대해서도 약간의 방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는 발전소에 

대한 외부 화재의 영향을 명가한 후에야 가능하다. 즉 위험성명가 후에야 

적절한 방호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 또 

는 상설 소방팀은 화재의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중요한 위험은 발전소 부품의 화재 빚 그 피해이다. 

연기 빛 독성 가스는 발전소 운전원 및 특정 시스템에 기능상실 등의 영향 

다
 

이
 샤
 

스
 

l 줄
 

을
 

따라서 일반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에 대한 특별한 주 

의도 요구된다. 이를테면， 화재로 인해 비상 디젤 발전기의 공기 흡입구로 

연기가 흡입되어 기능이 정지되는 동안 소외 비상전력 공급이 방해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중요 고려사항은 비상 접근 빛 탈출 경로가 대형 화재로 인 

해 차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화재의 크기를 규정짓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최대 열 플럭스 

소각되는 따편 및 연기로 인한 위혐 

• 화재의 지속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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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플럭스는 비록 기타 요인이 화재로부터의 거리에 반비례하는 상관관계 

에 의해 변화하지만 고려되어야 한다 

(다) 폭발물 또는 위험물의 폭발 

폭발물 저깎소， 이틀을 사용하는 공정， 또는 이들 물질의 수송 중에는 폭 

발사고가 딸생될 수 있다. 폭발사고가 발생될 때논 캉력한 폭풍압력이 생 

성되는데 이로 인한 과압이나 동압은 원전설비에 치명적인 손실을 줄 수 있 

다. 이러한 폭발은 비산물의 발생이나 열을 동반하여 이들에 의한 영향을 

다
 

이
 ”
샤
 

‘ E도
 」

i
A
수
}
 

1줄
 돌 
폭발에 관계된 sm는 TI\T 탕랑과 거리 사이의 공학적 상관관계에 기초한 

개략적인 방볍으로 계산할 수 있다. 폭발의 기초 변수를 확인한 후， 그 이 

상의 고려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단순한 평가 방법 

에 의해 폭발의 잠재 위험을 우선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모든 원인에 대 

한 잠재적인 위혐을 찾아내는 세부적인 분석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원자력 발전소 부근의 가장 유력한 원인에 의한 잠재 위험을 명가하고난 

다음에는 유사한 형태의 모든 원인에 대해서도 충분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전 상 중요한 설비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분석은 세부적인 수준으 

로 진행되어야 한다. 

만일 부지가 SDV 내에 위치한다면， 폭발사고 발생확률 평가를 실시해야한 

다. 위험한 산엽 플랜트， 정유시설 및 저장소에서 발생할 폭발 확률은 보통 

SPL보다 높다. 만약 적절한 정탕화가 안되면， 개략적인 가정은 폭발 원인에 

최대 양의 폭발물질이 처장되어 있으며 분석은 안전 상 중요한 아이템에 대 

한 관련 사고 영향(압력파， 지면 충격 및 비산물)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폭 

발로 인한 회-재의 2차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폭발 발생확률은 산엽시설 빚 문사시설 또는 부지 근처 운송 경로에서의 

폭발 빈도에 대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만일 이런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면， 부지 인근 지역에 존재하는 잠재 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방문조사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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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 빚 전문가 의켠으로 필요한 자료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더욱 특정한 자료를 이용한 세부척인 평가 결과로써 계산된 가상의 

폭발확률이 DBP\ 를 초과한다면 설계 기준 확률값이 설정되어야한다. 관련 

사고의 중요성 명가를 위해서 설계 기준 확률값에 요구되는 방호조치는 극 

심한 바람 빚 토네이도와 같은 기타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된 과압에 

대해 이미 제공된 자료와 비교되어야한다. 

(라) 진동 

원전 주변에서 건설 및 터널 공사 시에 실시되는 발따 등에 의한 진동은 

원전의 지반 침하나 구조물의 균열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진동은 

원전 운전원의 오작동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φ 발따진동 

발따란 연소에 의해 순간적으로 분해되고 많은 양의 열과 가스를 방출하 

는 화약을 써서 바위 등을 따쇄하논 컷을 말한다. 폭약이 장약공 내에서 폭 

발하면 초기 충격 폭굉압(또는 충격압) , 화약의 연소에 의한 지연 폭발가스 

압， 그러고 3 ， 000l' 이상의 고온이 발생하며， 폭원으로부터 3차원으로 전따 

되는 충격따는 거리에 따라 현저히 감쇄되어 발파에 의한 에너지의 O. 5 ~ 

20%가 탄성따의 형태로 암반중으로 전파되어 가면서 지반의 전동을 발생시 

키논데 이를 발파진동(blast vibration) 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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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원띄 , B 
'1τr 

〈표 2-8) 작엽 별 진동 특성 

다불냐==←----←→주밟 
폭파 : 폭파 다짐/치환， 

지:설탐사 

발파 : 채광발따， 건설발따 

지반타격 : 동다짐공법， 석주공법， 타격식 

동
 

진
 ::l.:A. E 

←rc:.c.걷~ 해체 등， 

건설 l굴착 1 일시 

진동 1 항타 : 단말뚝/터널말뚝의 타입 

지반굴착 : 암따기， 파쇄， 기계식 현장타설 

기초공사 

지반천공 : 시추， 어스앵커렁 

건설장비 : 다짐장비， 토공장비 
_1 도로차량진통 : 도심 중쿄통도로， 고속도로 

ζ7 츠끌- I 

、 ::1 철도열차진동 : 지하철， 일반철도， 고속철 
진동j 

l도 

• • 동력기계 : 회전원동기， 왕복운동 동력기， 

산업 l컴프레셔 

진동 | 가공기계 : 제련 제지 절삭기계 

기타 : 대형 크레인 

짜
 
ω
 

지속 

진동 

보통 원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동의 영향으로는 구조물 폭발해체와 

같은 건설 진동 발파나 지반타격 등 발파친동에 의한 것인데， 보통의 경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원자력 발전소 구조불 내부와 외부에는 작업별로 

발생되는 진동특성을 추정하여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 주변에 

는 지진감지끼가 설치되어 있어서 진동을 측정할 수 있다. 

@ 발따진동과 지진 

@ 발파진봉과 지진과의 비교 

발파진동은 지진동에 비하여 지속시간이 짧고， 주따수 범위도 수십에서 

수백Hz인 관계로 감쇠가 쉽게 일어나며， 파형이 비교척 단순하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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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의한 진동피해의 경우 그 정도를 보통 가속도로 표시하고 있으나， 

발따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정도는 친동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세계 각 

국에서는 대부분 발파 진동의 규제기준을 전동속도의 최대치로 정하고 있 

다. <표 2-9)은 발파 진동과 자연진동을 비교한 것이다. 원전에 미칠 수 있 

는 진동의 영향으로는 자연진동 보다는 발파진동이 훨씬 크며 이러한 진동 

은 원전설비나 운전원에게 지반침하나 설비의 오작동 등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2-9) 발따진통과 지진의 주요특성 비교 

」←←(← =느 • 카 • ••• 

진동의 파형 j 비교적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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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인위적 사고 영향평가 기법 

원전주떤 뛰험시설 등에 의한 인위적 사고 영향 명가를 위한 적절한 기법 

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원전시설 주변에 어떤 위험 시설이 존재하 

고 이틀 시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인위적 재해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 

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원자력 발전소 주변의 인위재해관련 시 

설에 대한 현항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들 위험 시설로 인한 인위 재해 

를 명가할 수 있는 평가기볍을 조사하어 선정하고 선정된 기법에 대해 사고 

에 대한 피해 예측 펑가를 실시하였다. 

제 1 철 원전 주변의 언위적 재해 명가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 

1. 원천 주변 인위적 재해 가능시셜 조사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인위재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 위험 설비 

의 분포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고리， 월성， 울진 주변 지역의 산업시 

설， 위험물 취급소(주유소， 저유소， 화약 • 폭약 저장소 등)， 가스시설 (LPG 

충전소， 가스배관 등)， 군사 및 항공시설， 광산 등을 중심으로 이들 설비를 

관리하고 있는 부처 또는 지자체， 즉 노동부(산업안전공단) , 소방본부， 

시 · 군청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고리 원자 

력 발전소의 경우 〈그림 3- 1)과 같이 부지반경 8km이내 지역의 사업장에 대 

해 조사한 갤과 화학제품제조엽 (70개소)， 기계기구제조엽 (57개소)， 목제품 

제조염( 227H 소)， 식료품제조업 (21 개소) , 금속제품제조업 (64개소) , 고무제품 

제조업(1 1 개소)， 전자제품제조엽 (7개소) , 섬유제품제조업( 297H소) , 전기기 

계기구제품제조업 (9개소) ,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52개소) , 기타제조업 (83개 

소)로 총 사엽장 수는 4257H 사업장으로 조사되었다. 

- 43-



c=그 

J-딛;그 
';.，':.~-;'':oo'':.''::，.':oo;':다두그 

던그 ---- ... -다:J 

1LOf;a;J. λ 
"I1::t <:) .,-

l““‘ i ‘-----_ ... _-‘-‘---------------~-

t=~==~==~========~~ 

업종별분류 

주변 위험시설(주변 8krn이내) 〈그림 3-1) 고리원전 

사업장이고 공정 안전관리 (PS~I ) 대 상 사엽장이며， 소규모 대부분 사엽장은 

61 
/ιι 사엽장이 화학제품제조엽 즈

 
<
) 없지만 일어난 경험이 거의 중대사고가 

영향명가 따라서 인위재해 필요하다. 영향명가가 사고결과 :Rl c l::Rl 61 
。 0 ，'-.0으므로 

lX 
...-L一하며， 이루어져야 대한 정확한 명가가 

근거가 필요하다. 

사고변수에 각 이용하여 

대한 기술적 

기법을 

이에 

조사한 결과로 사업장을 61 L.., 
/λL一8krn외곽지역에 부지반경 원전 〈그림 3-2)는 

유기화 많았으며 가장 사엽장으로 

사업장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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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L림 3-2) 고리원전 주변 위험시설(주변 8km외곽지역) 

〈표 3- 1)과 같이 월성 원전 지역에서는 산업시설은 35개， 유류저장소(소방 

법상 제 4류 위험물) 취급소가 15개로 나타났다. 또한 폭발물은 광산 폭발 

물을 소량 저장하고 있는 저장소가 1개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 원전 지역에는 약 42개의 산업시설이 있는데， LPG저장소가 3개소， 화 

약 저장소. 또한 3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에서 선행조 

사결과가 최근 실시와 다른 것은 조사 대상 설비의 위험물 취급 기준의 차 

이와 선행조사 이후의 설비의 증설 또는 폐기에 기인한다. 

〈표 3-1) 원자력 발전소 주변 위험시설 현황 

-----------------~‘ 
고리원자력* 월생원자력‘ 영팡원자력* 울진원자력‘ 신고리원자력“| 

유류취급소 (1 5 )4 10 21 18 

고압가스취급소 5 (3)4 5 

화약저장소 1 (3) 

수산물가공·저장 (2) (3) 4 7 

화학공장 (24) (2 ) 1 5 

광산 3 (3) 

기타 1(399) (35)2 2 (42)6 2 

*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 ) 설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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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해 • 위험물 취급설비의 조사는 부지반경 8Km내의 유해시설물 

현황과 부지반경 8Km외부 시설불의 현항으로 나누어 사엽장을 조사하였다. 

8Km이내 설치되어 있는 사업장들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한 사엽장이 많 

아 처l계적인 안전관리가 부족하므로 이곳에서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유해 • 위혐 시설에 대 

해서는 국내 원자력 관련 법령에 의거 우리 실정에 적합하도록 엄격한 기술 

기준을 정하고 이를 표준화하여야 하는바 우선 이를 명가할 수 있는 누출 • 

화재 • 폭발 • 진동에 대한 명가모델을 제시하려한다. 

2. 언위적 재해 명가를 위한 기상 자료 

위해 시설의 명가를 위한 각 원천부지의 기상 관련 기초입력자료로서 풍 

속， 풍향별/풍속동급별/대기안정도 둥급별 발생빈도를 조사하였다. 

풍속둥급별 풍속세기 (m!s)는 다음과 같이 6단계로 나누어진다. 

1: < 1. 5, 2: 1. 51-2.46 , 3: 2.47-4.47 , 4: 4.48-4.47 , 

5: 6.94-9.61 , 6: > 9.61 

각 원전부지에서의 주요 기상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 

(1) 풍속(단위 m!sec) 

구분 
10분간 최대풍속 순간 최대풍속 

명균풍속 
풍 속 발생일 풍 속 발생일 

당 년 16.3 ‘99.08.04 24.9 ‘99.08.04 2.8 

과거기록 26.8 ‘87.07.15 38.5 ‘8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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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향별 발생빈도 

풍향 N NNE NE ENE E ESE SE SSE S 

연간점유비(% ) 13.81 6.54 5.02 5.25 2.98 4.01 2.32 2. 73 3. 74 
τS5Z- 흘 。t SSW SW WSW w WNW NW NNW Calm 

연간점유비(% ) 5.95 6.18 6.28 8.34 9.17 6.43 11.25 0 

(3) 풍속동급별 발생빈도(단위%) 

(5) 

2.16 

(7) 

(4 ) 대기안정도 동급별 발생빈도(단위%) 

G 

1. 90 

나. 영팡원자력발전소 부지 주변 

끄
하
 

구분 
10분간 최대풍속 순간 최대풍속 명균풍속 

풍」속(m/s) 발생일 풍속(m/s) 발생일 (m/s) 

당년 19.4 8/3 34.9 8/3 2.2 

과거기록 20.0 80110125 32.0 89/8/30 3.9 

(2) 풍속 동급별 발생빈도(단위%) 

동급(m/s) I 1 2- - 3 I 4 

년 간점 유비 I 31.74 I 23.82 I 28.94 I 11.58 

(3) 풍향별 발생빈도(단위 %) 

5 

2. 79 

6 

1. 13 

풍향 NNE NE ENE E ESE SE SSE S 

년간점유비 13.98 14.91 12.49 6. 7 3.66 3.35 3.71 4. 74 

SSW SW WSW w WNW NW NNW N calm 

5.83 6.54 3.61 2.18 1. 89 2.90 2.51 5.82 5.18 
-‘_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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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대기안정도 동급별 발생빈도(단위%) 

동
 

년간첨유비 

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부지주변 

(1) 풍속(m/s) 

구분 
10분간 최대풍속 순간 최대풍속 명균풍속 

비고 
풍속 발생일 낀 IIT : /F:1r 발생일 (m/s) 

당 년 13.3 ‘99/03/15 21. 8 ‘99/03/05 2.1 
‘78- ’ 98 

과거기록 22.5 ‘87/07116 37.6 ‘98/10/03 2.9 

(2) 풍속 동급별 발생빈도(단위 %) 

동급별 

연간점유비 

5 

1. 45 

6 

0.18 

(3 ) 풍향별 발생빈도(단위 %) 

방위 N NNE NE ENE E ESE SE SSE S 

점유비 8. 79 7.62 4.59 1. 65 o. 76 0.82 1. 41 2.41 2.98 

방위 SSW SW WSW W WNW NW NNW Calm 수집율 

점유비 4.42 3.28 4.86 9.39 14.62 7.99 4. 79 19.55 100 

3. 원전주변의 해양환정 기초특성 

해양환경기초자료로서 사고로 인한 유출물의 이동/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환경특성인자 및 각 원전별 해양특성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해양에서의 오염물질은 이류작용과 확산작용을 통하여 이동된다. 동해안부 

지의 경우 수심의 변화가 급하며， 해류/조류/취송류의 합성으로 흐름이 복 

잡한 특성을 가지는 반면， 서해안부지의 경우 수심의 변화가 완만하며 조류 

(탁월한 흐름)가 있다. 따라서 해양에서의 사고로 인한 물질이동의 따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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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고리원전주변 해역의 경우 명균표충수온은 18.0-23.0 0C , Aλ1 ..Q.. ~m 6 -.2 ò ..=,. om, T곧느 

은 16.0 -16 .. 5 oC , 유속은 0-48cm/s이다. 또한 유향은 일정치 않은(남서-북 

동 방향의 연안류 성격 ) 특성을 지니고 있다. 

월성원전 뚜변 해역의 경우 조류유속은 최대 20cm/s( 외해 1km지점)이며， 

동해안의 유동은 해안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이동( 일정방향 흐름지속)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울진원전 주·변 해역의 경우 조류유속은 최대 50cm/s( 가을， 북향류)이며 

확산계수는 동서방향이 2. 2-03 cm' /s , 남북방향이 1. 6-03cm' /s의 분포를 보인 

다. 울진원전 주변 해역의 경우 확산계수(난류)는 만조 시 2. 5-03cm' /s , 간 

조 시 3. 3-0~1cm' /s의 특성을 보인다. 

저I 2 철 원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적 재해 영향 명가 기 

법 조사 

1. 사고 영향 명가 기법 재요 

인위재해 증 원전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해를 폭발， 화재， 독성물질 

누출， 진동으로 나누어 이들의 명가방법을 모델 중심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사고 영향 명가 즉， 사고에 의한 피해 범위의 추정은 일반척으로 〈그림 

3-3)과 같은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그림 3-3) 피해 범위 추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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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론은 사고 대상물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사고 대상물의 

특성과 환경적， 지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또한 물질 특성 등을 파악해 

야한다. 

사고 대상물 중심의 사고 결과 영향 펑가에셔 사고 대상물 안전 대책은 비 

교적 능동적인 반면에 피해 대상물의 안전 대책은 비교적 수동적인 면이 있 

다. 피해 대상물 중심의 능동적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피 

해 추정 절차를 역으로 이용 할 수 있다. 

피해 대상물 중심의 사고 결과 영향 명가 절차는 〈그림 3-4>와 같다. 

녁 녁 녁 
〈그림 3-4> 사고 대상물 추정 절차 

피해 대상물 중섬의 사고 결과 영향 명가는 사고 대상물의 사고 결과에 따 

른 영향 거리를 분석하는 것과는 반대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먼저 고려하 

여 사고 대상물을 추정하는 것이다. 피해 대상물을 중심으로 관심거리와 사 

건에 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발 과압 및 복사열의 강도를 결정한다. 관 

심거리와 폭발 과압， 복사열을 에너지로 바무어 주고， 에너지를 근거로 사 

고를 추정한다. 

이러한 피해 대상물 중심의 사고 결과 영향 명가에는 단점이 있는데 이는 

정확한 사고 대상물의 구체적 형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 설비 및 

주변 설비에 대한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가 

연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 주요 인위척 사고 영향 명가 기법 

인위 재해 인자 중 비교적 영향력이 크다묘 볼 수 있는 인자인 폭발， 화 

재， 유독물질 누출， 진동 동에 대한 사고 영향명가에 사용될 수 있는 명가 

기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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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독 불질 누출 몇 분산 

(1) 가벼운 가스 분산 모델링 

가벼운 기-스가 공기 중에 누출된 후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가는 대부분의 

가스 분산 모델은 누출물질의 분산을 가우시안(Gaussian) 분포로 가정하여 

분석한다 

(가) 가스누출 모델 

@ 가우시만 플름 모델 

가벼운 가스의 연속누출인 경우에는 가우시안 플름 모텔을 적용할 수 있 

다. 가스의 확산 형태를 〈그럼 3-5)에 나타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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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5) 가우시안 플롬 모델의 분산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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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n의 혼합높이， CJz와 분산계수， 까:o. ;;{l 바하 
T -'1 o 。대지에 디텔은 가우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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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프 모델 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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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 CJz가 1.6Hrn보다 

C( \,)', 7 

여기서， 

수직방향의 거리 [rn] ~ zl-l:lJδt ,-, 0 0 , 바람과 바람방향， zl-zl,', x , y , z 

농도 [kg/rn3 ] 누출물질의 위치 (X ， y ， z) 에서의 C 

유효누출높이 [rn] C 
」

” 
디
 

누출량[kg/sec] Q 

분산계수 [rn] 측면 CJy 

분산계수 [rn] /- ;;{l 
• 1--'1 CJz 

풍속[rn/sec] Hs어l서의 누출높이， 실제 U 

충분함) 사용해도 Eζ 土二 A 트츠 
」→-1.- "":I 2. 수(통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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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혼합높이 [m] 

혼합높이 반영 

Hm 

N 二



N 

HE , z , Gz < 0.4 Hm 인 경우에는 식 (2)의 힐{ } 항은 무시할 수 있다 

= π %zμ 뼈[ -0.5 (좋rH뼈[ -0.5 (팍띔fJ 

+때[ -0.5(댈끽rJ} 

보통 지표면에서의 농도가 중요하므로 z를 0으로 놓으면 식 (3) 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만들 수 있다. 

C(x, y.O ; H E) = 표R￡챔P[ -0.5 (좋rJ exp [ -0.5 (풋rJ (4) 

그리고， 바람방향(x축 방향)의 중섬선에 대한 농도를 구하기 위하여 y를 

0으로 놓으띤 식 (4 )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만들 수 있다. 

αx.O.O ; H E) 표뚫길않P[ -0.5 (콸fJ (5) 

또한， 유효누출높이가 지표면 누출， 즉 HE가 O라면 식 (5)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αx.O.O;O) = 표앓 (6) 

가우시안 플름 모델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 결과를 산 

출하고 명가하여야 한다. 

누출속도는 일정하다. 

누출이 빌딩이나 구조물이 없는 편명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화학반응이나 상변화 같은 열역학적 영향은 일어나지 않았다. 

누출시간이 관심거리까지의 이동시간보다 길다. 

누출 붉질은 안정한 가스나 연무질이다. 

야
 ω 



• 플름은 지표면과 혼합높이에서 완전하게 반영되었다. 

바람 명윤 방향은 x축을 따르고， 분산층(0 드 Z 드 Hm)에서의 바람속 

도는 명균 바람속도를 사용한다. 

누출물질은 측면과 수직방향으로 정규 분포된다. 

산출된 농도는 명균시간에서의 평균농도를 나타낸다. 

초기 누출지점은 점으로 간주한다. 

누출지점에서 100m이내인 지점에서 농도를 구하기 위하여 이 모델을 

사용하면 안된다. 

(나) 순간 누출 모델 

CD 가우시안 퍼프모델 

가벼운 가스의 순간누출인 경우에논 〈그럼 3-6)과 같은 형태의 가우시안 

퍼프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가우시안 퍼프 모델도 대지에 수직방향 분산계수 Oz와 흔합높이， Hm의 

크기에 따라 다른 모델 식을 적용한다. 

éD Oz가 O.8Hm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C {J (X ,y ,2 ,t ; H ε 이* 、 μ， 연 ~ exp [ -0.5 ( 과땀 ) ~] eX]J [ - 0.5 ( 소 )] 

{ exp [ - 0.5 (되한)]며xp [ - 05 (감딴 )] } (7 ) 

(Ç) Oz가 O.8Hm보다 큰 경우 

C IJ (X,y ,2 ,t ; JJ E) 표R맏콰 exp [ - 0.5 (~땀)'] exp [ - 0.5 (꽃 r] (8 ) 

여기서， 

x , y , z 二 각각 바람방향， 바람과 직각방향， 수직방향의 거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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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y , 2 二 각각 바람방향， 바람과 직각방향， 수직방향의 거리 [m] 

Cp := 위치 (X , y , 2) 및 시간( t)에서의 누출물질의 최고순간 농도 

[kg/m3
] 

HE 二 유효누출높이 [m] 

Q = 총 누출량[kg] 

Ox = 바람방향의 분산계수[m] 

Oy = 측면분산계수[m] 

O2 = 수직분산계수[m] 

u = 실제 누출높이에서의 풍속[m/sec] 

Hm 二 혼합높이 [m] 

t = 누출 순간부터 측정한 시간[sec] 

보통 지명변에서의 농도가 중요하므로 2를 0으로 높으면 식 (8)은 다음 

과 같이 간략하게 만들 수 있다. 

CpCx,y ,O, t; HE) - -{η」 3m9 - - 뼈[ -0.5 (쯤칸rJ 

뼈[ -0.5 (좋rJ빼[ -0.5 (활fJ (9) 

x축 방향의 중심선에 대한 농도를 구하기 위하여 y를 0으로 놓으면 식 

(9 )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만들 수 있다. 

Cρ (x， O ， O ， t ; H E) = -(2π)3/2g o 0_ 
exp[ -0.5 (품칸rl않P[ -0.5 (량rl (10) 

그리고 유갚누출높이가 지표면 누출， 즉 HE가 O라면 식 (1 0)은 다음과 같 

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2Q I ^,.. ( x- μt \ 21 
C p(x,O,O, t ; 이 /~ ':l/?"''9t expl -0.51소걷 ) I (2π) 3/2 

Ox Oy Oz t l Ox l j 
、‘ l 
/ 

’ .. 
‘ 

’ 
l 
·i 

/ . , 
、

또한， 지표면 최대 농도(y二2=0 & t二X/u)를 구하고자 하면 식 (11)은 다음 

과 같이 변환하여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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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ρ (X， O ， O ， 증 ; 이 = 2Q 
(2π) 3/2 6 x 6 v 6 z 

l ‘->, 

L t~" ::상쉴←-띈;곽그원츠)‘’.l!. .; ‘J ~’ 
l J r챔~' 
lJ] 펙 

x 
흑연도 

.,; 녕 :9,,* t1 

"'3:0. 

‘ -ι t- ‘ t-=-b ‘ ~-’ r‘「
L-OC풍?>-~2흥--ξ:-'3~1-c-T-→며1 한ιI { 

“-' • -‘ 

끽!사 '1 샤컴 

쩔연도 

〈그림 3-6> 가우시안 퍼프 모델의 분산 형태 

@ 모델의 가정과 제한사항 

(12) 

가우시안 퍼프 모델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주의하여 결과를 산 

출하고 명가하여야 한다. 

누출이 빌딩이나 구조물이 없는 변명한 지역에서 일어났다. 

화학반응이나 상변화 같은 열역학적 영향은 일어나지 않았다 . 

• 누출시간이 관심거리까지의 이동시간보다 길다. 

누출 물질은 안정한 가스나 연무질이다. 

누출 물질은 모두 퍼프에 관여한다. 

퍼프는 지표면에서 완전하게 반영되었다. 

바람 펑균 방향은 z촉을 따르고， 분산층(0 드 Z 드 Hm) 에서의 바람속 

도는 명균 바람속도를 사용한다. 

누출물질은 측면과 수직 및 바람방향으로 정 규 분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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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된 농도는 순간 최고 농도를 나타댄다 . 

• 초기 뉴;출지점은 점으로 간주한다. 

(다) 분산 또델의 변수 산출 

φ 분산계수(Dispersion Coefficient) 

@ 가우시안 플름 모델 

Ô Pasq마ill-Gifford 모델 

가우시 안 플름 모텔에 사용된 분산계수 ay. az는 가우시 안 플름 농도 분 

포의 표준편차로서 Pasquill-Gifford 모델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상관식의 경우에는 각각 〈표 3-2>. <표 3-3>에 나타내었다. 

〈표 3-2> Pasquill-Gifford 분산계수 ay 

ay(m) = 465. 11628x(km) tan8 

대기안정도동급 8= 0.017453293 (c-d logex) 

c d 
-

A 24.1670 2.5334 
B 18.3330 1.8096 
C 12.5000 1. 0857 
D 8.3330 o. 72382 

E 6.2500 0.54287 

F 4.1667 0.3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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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Pasquill-Gifford분산계수 Oz 

대기 안정도 퉁급 x(km) oz(m) = axO 

a b 
<0.10 122.80 0.94470 

0.10-0.15 158.080 1.05420 
0.16-0.20 170.220 1.09320 
0.21-0.25 179.520 1. 12620 

A 0.26-0.30 217.410 1.26440 
0.31-0.40 258.890 1.40940 
0.41-0.50 346. 750 1.72830 
0.51-3.11 453.850 2.11660 

)3.11 * * <0.20 90.673 0.93198 
B 0.21-0.40 98.483 0.98332 

)0.40 109.300 1. 09710 
C 전부 61. 141 0.91465 

<0.30 34.459 0.86974 
0.31- 1. 00 32.093 0.81066 

D 
1. 01-3. 00 32.093 0.64403 
3.01-10.00 33.504 0.60486 
10.01-30.00 36.650 3056589 

)30.00 44.053 0.51179 
<0.10 24.260 0.83660 

0.10-0.30 23.331 0.81956 
0.31- 1. 00 21.628 O. 75660 
1. 01-2. 00 21.628 0.63077 

E 2.01-4.00 22.534 0.57154 
4.01-10.00 24. 703 0.50527 
10.01 -20.00 26.970 0.46713 
20.01-40.00 35.420 0.37615 

)40.00 47.618 0.29592 
<0.20 15.209 0.81558 

0.21-0.70 14.457 0.78407 
0.71- 1. 00 13.953 0.68465 
1. 01-2. 00 13.953 0.63227 

F 
2.01-3.00 14.823 0.54503 
3. 이 -7.00 16.187 0.46490 
7.01-15.00 17.836 0.41507 

15.01-30.00 22.651 0.32681 
30.01 -60. 00 27.074 0.27436 

)60.00 34.219 0.2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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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iggs Rural(BR) 모델 

가우시안 풀름 모텔에 사용된 분산계수 ay , az는 가우사안 플름 농도 분 

포의 표준연차로서 Briggs 모델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도 있다. 

Rural 모텔은 〈표 3-4)에 , Urban 모텔은 〈표 3-5)에 각각 나타내 었다. 

〈표 3-4) Briggs Rural(BR) 모델의 분산계수( 가우시 안 플름) 

대기 안정도 둥급 ay(m) az(m) 
f--

A O. 22x( 1 +0. 000lxrl
/
2 0.20x 

B O. 16x(l +0. 0001xrl!2 0.12x 

C O. l1x(l +0. OOOlx r l!2 0.08x (1 +0. 0002x) -112 

D O. 08x{ 1 +0. OOOlx r l!2 0.06x (I +0. 0015xr l!2 

E O. 06x(I +0. 0001xrl
/
2 0.03x (1 +0. 0003xr l 

F O. 04x(l +0. 0001xrJl2 0.016x (1 +0. 0003xr l 

〈표 3-5) Briggs Urban(MP/BU) 모델의 분산계수(가우시안 풀름) 

대기 안정도 둥급 ay{m) az(m) 
뉴----

A O. 32x( 1 +0. 0004xrl!2 O. 24x(l +0. 001xrll2 

B O. 32x( 1 +0. 0004x) -112 O. 24x( 1 +0. OOlx) -112 

C O. 22x( 1 +0. 0004x) -1/2 0.20x 

D 0.16x( 1 +0. 0004xrl
/
2 O. 14x(l +0. 0003xrJi2 

E O. l1 x(l +0. 0004x r ll2 O. 08x{ 1 +0. 0015xrli2 

F O. l1x(l +0. 0004x r l!2 O. 08x{ 1 +0. 0015xr l!2 

9 가우시딴 퍼프 모델 

가우시안 퍼프 모텔에 사용된 분산계수 ay , ay , az는 가우시안 퍼프 농도 

분포의 표준변차로서 Slade 모델을 적용하예 산출할 수 있으며 상관식의 경 

우는 〈표 3-ß)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ax는 일반적으로 ay와 같다고 가정하 

고 따로 산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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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Slade 분산계수 oy , 02 

분 산 계 수(m) 

oy 

02 

@ 명균 시 간(averaging time) 

@ 가우시안 플름 모델 

불안정 

0.14xO
.
92 

O. 53xO 
73 

안정도 분류 

중 간 

0.06xO
.

92 

0.15x070 

안 정 

0.02XO
.
89 

0.05XO
.
61 

가우시안 플름 모텔에 사용된 분산계수는 표면 거칠기가 O.Olm인 명탄한 

목초지이고， 명균 시간이 3분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우시안 

플름 모델을 다른 명균 시간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oy의 값을 수정한 후에 적용한다. 

6 y(ta ) [뚫] 0.2σ y t ref for ta 드 te 

σ ite) [꿇] 0.2 σ y t 껴 for ta ) te 

여기서， 

6 y ( t) 二 명균시 간 ta에서의 측면분산계수[m] 

ta 관심 명균 시간[min] 

σi tref) = PG 모텔에서 주어진 측면분산계수[m] 

tref 二 선택한 분산계수에 관련된 명균 시간(二3min) [min] 

te 二 폭로시간[min] 

9 가우사안 퍼프 모텔 

(1 3) 

(1 4 ) 

특정한 명균 시간 ta에서의 농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식을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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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 μ증 ; H E) = FCp(x， y， Z ， 웅 H타 

여기서， 

C(x , y , z;HE) 二 평균시간 ta에 관련된 농도 [kg/nf] 

Cp(x, y , z; HE) 二 순간 최고 농도 [kg/nf] 

F 二 펑균 농도와 순간 최고 농도의 비 [-] 

〈표 3-7) ax의 수， N에 따른 F의 값 

Ox의 수 N F 
t--

0.001 1. 000 

0.2 0.995 

0.4 0.991 

0.6 0.982 

1. 0 0.958 

2.0 0.853 

3.0 O. 722 

4.0 0.597 

6.0 0.416 

8.0 0.312 

10.0 0.250 

N 2.5067/N 

(1 5) 

퍼프의 3ax가 일정기간 동안 한 지점을 통과한다면 명균농도는 최고 순간 

농도의 72.2%이다. 

Lu N = ~ for ta 드 te 
αt" 

Lu N= --응~ for ta ) te 
αt" 

유효누출할이 

HE 二 Hs + ßHow + [ßHB or ß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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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1 8) 



여기서， 

Hs 二 실제 누출 높이 [m] 

llHow 二 하강영향에 따른 조정높이 [m] 

L1HB = 부력영향에 따른 조정높이 [m] 

llHM = 운동량영향에 따른 조정높이 [m] 

u 「이
 υ
 

1 , , ‘ 
/ \ v @ ” f 

i 
, a 

1 

페
 

‘ 
--i u 

-
μ
 

r 
서
 
4 

L 

= W 
H J 

(19 ) 

11 H DW = 0 , f or v 는 1. 5u (20) 

여기서， 

V 二 누출물질의 유출속도 [m/sec] 

u = 실제 누출 높이에서의 바람속도 [m/sec] 

d 二 누출지점의 지름 [m] 

F" 뀔4끽Z 
B - 4T

s 
(21) 

여기서， 

FB 二 부력 플럭 스 [m4 /sec 3
] 

g 二 중력 가속도， 9. 81[m/sec 2
] 

llT 二 Ts - Ta 

Ts = 누출물질의 온도[K] 

Ta = 대기 온도 [K] 

llT가 임계온도차 llTc보다 크면 llTB를， llT가 llTc보다 작거나 같으면 llHM을 

적용한다. 

대기 안정도 동급이 A-D일 경우에는 다음 식을 척용한다. 

0。 0297 v 1β T. 
4 Tc= d2/3 s for FB < 5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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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5 F ;;1 
for Fs < 55 (23) ßH μ= 

u 

1'1 T( 
0.00575 v"' T 、

for Fs 2 55 (24) d 1:, 

!11I n= 
38.71 F ;;1 

for FB 는 55 (25) 
U 

대기 안정도 등급이 E-F일 경우에는 다음 식을 적용한다. 

ß T (.= 001%82 L' T “ s 

ß H n = 4 F ;]4 S ,.K ’ for FB 르 175.87 u4 5 • 112 

(26) 

(27) 

A 단 n=2.fì [ 훤 , for FB < 175.87 u4 
5-

112 (28) 

= Q
]

←~요 
1' a 2 

(29) 

여기서， 

5 = 안정도 매개변수 [5ec2] 

용 = 포벤셜 온도 구배 [K/m] 

0.02( 안정도 E) , 0.035( 안정도 F) 

대기 안정도 등급이 A-D일 경우에는 다음 식을 적용한다. 

ß H. \I 
3dv 

u 
(30) 

대기 안정모 등급이 E-F일 경우에는 다음 식을 적용한다. 

「 [} 2 d 1) T ” 1 1 { 1 ‘ 
1'1 H " 1.5 I --，←←←←므 s • l 

" "'~ I 4 T , U 
(31 ) 

@ 농도의 단위환산 

농도의 단위는 kg/ rri'과 ppm이 많이 쓰이는데 식 (32)를 이용하여 단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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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할 수 있다. 

fR Ta lO 6 \ 
α뼈m) 4L.;n~;'~ )C( kg/m1

) 

\ MWP a J 

1MWP ~ \ 
C(kg/m' ) = I ;":;'" 4,: h lc(pf>>η) 

\ RTa lO OJ 

표준조건， 즉 l기압， 25
0

C 일 때는 다음 식을 사용한다. 

( 2.446x 10 끼 
Qφ??z) = l lαkg/m") \ MW 

C( kg/m') = 4.089 x 10 -8MW αP1>>η) 

여기서， 

R = 기체상수， 8314 [M. m!kgmole • K] 

Ta 二 대기온도 [K] 

MW 二 누출물질의 분자량 [kg!kgmole] 

Pa = 대기압 [N!m 2
] 

(라) 분산모델의 따라미터 특성 

φ 분산 모델의 기상학적 개념 

@ 혼합높이 (mixing hei양1t) 

(32) 

(33) 

(34) 

(35) 

혼합높이는 누출물질이 공기와 혼합하여 형성하는 증기운의 최대높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지면부터 증기운의 수직방향 최상위까지의 높이를 혼합높 

이로 한다. 이때 적용하는 공기충은 누출된 유해 • 위험물질이 혼합하는 대 

지에 가장 근접한 공기충을 적용한다. 혼합높이의 크기는 구름이 낀 정도， 

하루 중의 시간대， 바람속도와 같은 인자들에 따라 변화한다. 

혼합높이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높이의 증가에 따 

른 온도의 변화 크기에 의하여 구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혼합높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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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미국씌 경우에 대하여 〈표 3-8>에 나타내었다. 

〈표 3-8> 명균혼합높이의 전형적인 변화 정도 

지역 
혼 합 높 이 {m} 

오 전 오 후 

멕시코만과 미국 동해안 700 1100 

미국서해안 500 800 

미국 록키산맥 동쪽의 초원 400 2000 

혼합충 내에서 대기 난류가 일어나는 원인은 바람이 대지의 거친 표면에 

거슬려서 불어서 역학적인 혼합을 이루는 효과와 지표면의 가열과 냉각으로 

인한 대류 효과 때문이다. 

9 표면 거 칠 기 (surface roughness) 

표면 거칠끼 또는 거칠기 길이 Zo는 누출된 지역의 표면의 상태에 따른 

누출된 지역 위에서 부는 바람의 윤곽을 특성화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따라 

서 표면 조도는 표면 형태의 함수이다. 

〈표 3-9> 표면형태에 따른 표면 조도 변화 

표면형태 Zo. (m) 

매끄러운 진흙 명지， 얼음 lx lQ-5 

매끄러운눈 5xl0 • 5 

명온한 바다 2x lQ-4 

명탄한사막 3xlQ-4 

눈 표면 lcm 이상의 초원 lx lQ-3 

5cm 이상의 초원 0.01-0.02 

60cm 이상의 초원 0.04-0.09 

다 자란 근채류 농작물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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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500 

w 
o 

300 
a 

200~ 

100 

0 

도시 지역 

(700)z얘8Oæ) 

바립속도 구뼈 

I , 

~ I ~ "마 / ~. 짝 

교외{도시 주변 져역) 
(200)z싸40æ) 

~t합촉도 구때 

해양지역 

‘4)zQ)0.1때) 

바함속도 구배 

〈그림 3-7) 바람속도에 미치는 표면 거칠기( ZJ)의 영향 

@ 대기 안정도 (Atmospheric Stability) 

대기 안정도는 바람속도와 태양광선의 양에 따라 변하며 다음의 7가지 형 

태로 나눌 수 있다. 

@ 분류 A 매우 불안정 

@ 분류 B 대체로 불안정 

@ 분류 c 약간 불안정 

@ 분류 D: 중간 

@ 분류 E 약간 안정 

@ 분류 F 대체로 안정 

@ 분류 G 매우 안정 

Pasquill-Gifford는 지표면에서 측정한 바람속도와 일사량을 기준으로 

〈표 3-10)과 같이 대기 안정도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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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Pasquill-Gifford의 대기 안정도 분류 

지표변에서의 낮 밤 1;J ^J 
바람속도 일사량 융립， 맑음， 

(m/sec) 강합 보통 약함 늑 융 구름 드 % 구름 
짙은구름 

< 2 A A, B B F F D 

2-3 A, B B C E F D 

3-4 B B, C C D E D 

4-6 C C, 0 D D D D 

> 6 C D D D D D 
」 」←

* 밤은 해뜨까 1시간 전부터 해진 후 1시간까지이다. 

〈표 3-10>에서 일사량의 ‘강함’ 은 맑은 날에 태양고도가 60。이상인 경우 

이며， 일사랑의 ‘약함’은 맑은 날에 태양고도가 15-35。인 경우를 말한다. 

구름량은 일사량을 감소시키므로 일사량을 계산할 때 태양고도에 따라 구름 

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 3-8>에 대기로 누출되어 형성되는 가스운의 전형적인 모양을 대기 

안정도 동급띨로 나타내었다. 

J 、 ，-[<까、〉 
-、，.. , 끽 (~ .. ，'-、- ‘;• L., 

r • r .: ... ' J ,<. 、 「‘ j 
ι ‘ /,--1)"" ,.- ~、 、

ft-- ’ 까 딘 "J 二τrγ←/「

{ 썩느페;νfA‘ τ-，. 
ø 안갱도 등급 A -c 

휴확蠻뭘쫓灣철쫓스할갇결찰: 

심 
ø 안갱도 퉁급 D 

<lI>~갱도 등급 E-G 

〈그림 3-8> 대기로 누출되는 가스운의 전형적 인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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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장소에서 oJ二
-'- L.. 좋으나， 가장 자료가 측정한 현장에서 기상 자료는 

측정한 장소에서 표본 곤처의 때에는 。1 ..2..
1l!.2 측정자료가 현장 없으므로 

i 

수
 

인 기상청에서 나온 경우에는 δ} 즈즈 
H人 2 자료도 

이용한다. 

이 드?=- τ7 
""ð"~ 

기상자료를 

것이 이용하는 

대한 근지역에 

자료를 

바람속도 G:':B 
경향이 변동하는 방향이 속도와 수직면에서 수명면과 대지 위의 바람은 

기 기록하고 측정한 값을 높이에서 10m 바람속도는 일반적으로 있다. 

Qj tl}~ 
CCI 바람방향은 사용한다. 추정하여 바람속도를 높이에서의 실제 뾰

 불어오는 북동쪽에서 적는다(예: 기준으로 닝1- 15εj깅
。 02불어오는 바람이 으로 

람) . 

이용한다 을
 

시
 「

다음 산출하기 위하여 르
 
己도

 
소
 
「하

 
디
 

바
 

누출 지점에서의 실제 

(36) 200m < / 
~ [덩-;;] 'U( Z fI) u(Z) 

높이 기준 Z fI) 은 
( u 바람속도(m/sec) 이고， z에서의 높이 u(z)는 여기서， 

안도 는
 

p 지수 그리고 바람속도(m/sec) 이 다 측정한 Z fI에서 m n U ’ ’ 
l 
i (토사 

。 。

이용한다. 〈표 3← 1 1>의 값을 다음의 종류의 함수로서 주변지역 과
 

급
 

드
 
。

μ •---- 진 수 p 

골 l 도 시 

등급에 따른 지수 p 값 대기 안정도 〈표 3-1 1> 

그
 
d 드

 
。대기안정 

A 

B 

0.20 
m n U C 

025 0.15 D 

0.30 0.35 E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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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산모댈의 누출 특성 

증기운의 누출은 누출의 연속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 

다. 

• 연속 누i출(Continuous Release) 누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상상 

태를 유지하늠 누출이다. 이때 생성되는 증기운을 보통 플름(plume)이라 한 

다. 

• 순간 누출(Instantaneous Release) 일시척으로 누출하고 더 이상 누 

출되지 않는 상태로서 이때 생성되는 증기운을 보통 퍼프( puf f) 라고 한다. 

그러고 누출되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가벼운(1 ight ， passive) 가스와 무 

거운(heavy ， dense) 가스로 구분하여 모델렁 한다. 

@ 연속누뿔과순간누출 

연속누출과 순간누출을 구분하는 방법은 누출된 시간(release duration) 

과 누출된 기체의 이동시간(travel time)을 비교하여 임의의 지침까지 이동 

한 시간， ttr(sec)이 누출된 시간， td(SeC)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연속누 

출로， 큰 경우률 순간누출로 판정한다. 이때 이동시간 ttr은 식 (37) 에 의 

해 산출할 수 있다. 

t .~ 끽X 
tr U 

(37) 

여기서 x-는 누출물질의 바람이 불어가는 방향으로의 직선 이동거리( m)이 

고 u는 바람속도(m/sec) 이다. 

@ 가벼운 가스(Light Gas)와 무거운 가스(Heavy Gas) 

가벼운 가스와 무거운 가스의 구분은 누출 Richardson 수， Rio의 계산 결 

과에 의하여 결정된다. 연속누출인 경우에는 Rio가 0.003보다 같거나 크면 

무거운 가스 모델을 적용하고， 순간누출인 경우에는 Rio가 0.04보다 같거나 

크면 무거운 가스 모델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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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Richardson 수는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Rí 0 = 
증거운의 포벤셜예년지 (38) 
주위의 난류에너지 

Ri () 二
g( P rd- P a)\/O 

연속누출인 경우 (39) 
:,\, d P a U 1ll 

u 

Ri 0 
g ( P rel - P a) V 1 

〈카」측걷를이」 켜 o-。「 (40) ) 

P u U!O 

여기서， 

g = 중력 가속도[9.81 m/sec2
] 

Prel 二 감압 후 누출물질의 밀도[kg/ 며] 

Pa 二 공기 밀도[kg/ m'] 

\' 11 감압 후 누출물질의 부피유속[m' /sec] 

\/1 二 감압 후 누출물질의 부피[m'] 

d 二 감압 후 누출 지름 [m] 

U10 = 10m 높이 에서 의 바람속도[m/sec] 

가벼운 가스 분산인 경우에는 가스의 분산이 주로 대기 난류에 의해 지배 

된다. 대기의 바람 흐름은 누출가스가 존재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무거운 가스 분산인 경우에는 가스의 분산이 주로 누출가스의 중력에 의 

해 야기되는 힘에 지배된다. 대기의 바람 흐름은 누출가스의 존재에 의해 

변경될 것이다. 

무거운 가스 누출은 종종 초기 누출지점에서 일정시간이 지난 후나 일정 

거리를 지난 후에 가벼운 가스와 같은 거동으로 전이되기도 한다. 

(2 ) 무거운 가스(Heavy Gas) 분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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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HMP 모델 

H~↑P( Hoot , 이eroney ， Peterka) 모델은 무거운 가스가 지면으로부터 일정한 

높이에서 수직으로 연속적으로 누출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먼저 HMP 

모델의 책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누출 Richardson 수， Rio를 계산한다. 

Rio의 값이 30보다 큰 값일 경우에는 초기누출을 무거운 가스로 판단하고 

HMP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 누출 Richardson 수는 식 ( 4 1)로 산출할 수 있 

다. 

Ri ()= 

g( Prel- Pa)vγ 
J ( 41) 

P aU 꾀 d 

여기서， 

ds = 누출지점의 지름[m] 

U 二 누뚫지점의 바람속도[m/sec] 

U lO 二10m 높이에서의 바람속도[m/sec] 

( 띔 ) 二 10m 높이에서 바람속도에 대한 마찰속도의 비， 0.06 [ - ] 

누출된 증기가 플름을 형성하고 그 플름이 지면에 도달하게 되는 거리， 

X /'l J( m)외 二[때의 농도 Cm(kg/ rrf)는 각각 식 (42) 빛 식 (43)과 같이 표 

시된다. 

d { U 쉰 (쉰 ) l/~ { (뿔)' [ (2 +갚)' -} ]} 
[gds(~텀 

1n 
-끼

〕
 

+ 
-,
d 

H 
-μ

 
-M n

4니
 

m 
/L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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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Xm은 플름이 최대로 상승(maximum plume rise) 한 지점까지의 수명 

거리 (m) ， L는 누출지점에서의 바람속도(m/sec) ， V는 누출물질의 출구속도 

(m/sec) , !lh는 플름이 최대로 상승하는 높이 (m) ， 그리고 Hs는 누출높이 ( rn )이 

다. 

또한 식 (44)과 식 (45)을 사용하여 플름이 지면에 도달할 때의 pprn농도， 

CTD，[Jpm과 하강한 증기가 안정된 흐름을 갖기 위한 임계조컨이 형성되논 거 

리 Xc를 각각 산출할 수 있다. 

i f( r , 10 1, \ 
C u시Ijm] C !LJ \ -jü"p~，，-- ) 

5.000 
χ [ = X /l) (]이;lJl ) 

여기서 Ta는 대기온도(K) 이다. 

(44) 

(45) 

산출하고자 하는 관심거리， X(rn) 에서 누출물질의 농도， C( kgl m')논 X 드 

Xc의 경우에는 식 (46)으로부터， 그러고 \: > Xc의 경우에는 식 (47)으로부터 

각각 산출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TD가 Xc보다 큰 경우에는 \:c가 \:TO와 동일 

하다고 가정한다. 

C= C !lJ (τfJ) ( (46) 

c.> C J μ (←앞 ) ()I;) ( 쏘 1/ (47) 

특히 식 (40)와 식 ( 41 )에서 누출물질이 플륨을 형성하여 최대로 상승하 

논 높이， !lh (m)는 식 (48) 빚 식 (49) 에 의해 각각 산출하여 두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사용한다 

2 d 、 [쉰] ,. [람] l「 」 ←~lT" \ 
l [~d(_e품으)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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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6x [gd ( ;활l~ )r /2 (49) 

또한 플름이 최대로 상승한 지점에서의 농도， Cm(kgl rrf) 은 식 (50 )에 의 

해 산출할 수 있으며 

C m =2 퍼(옮쓸) (괄) 
-1.&5 

(50) 

플름이 최대로 상승하는 지점까지의 바람방향거리 Xm은 식 

나타낼 수 있다. 

(50)와 같이 

(51 ) 

그리고 달름이 최대로 상승할 때 상당분자량(equivalent molecular 

weight) , MWH (kg/kg-mole)과 온도 TH는 식 (52)와 식 (53)에 의해 각각 산 

출할 수 있디 

(52) 

T T 
(53) 

여기서 DH는 플름희석인자(plume dilution factor) 이다. 

플름이 최 대로 상승할 때 밀도비 (fractional densi ty rati이 , õ는 식 

(54) 에 의해 산출하며 일반적으로 õ > 0.005인 경우에 무거운 가스로 구분 
한다. 

δ MWHTa - . 
28.96 T H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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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식 ( 51)에서 플름이 대기 중을 이동하면서 희석되는 정도를 나타내 

는 플름희석인자， DH는 식 (55)와 같이 표시된다. 

D H = 0.0닮7(줬r:J (꽃) 1.85 (몫) (55) 

누출물질의 대기분산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인자는 바람속도로， 분산모텔에서 사용하는 바람속도는 실제로 누출 

된 위치에서의 실제바람속도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산출하 

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제바람속도는 일반적으로 10m에서 측정된 바람 

속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 

(나) BM 모댈 

무거운 가스가 지변에서 연속적으로 누출되는 경우에 분산현상을 해석하 

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델은 BM(Britter , McQuaid) 모델로 

써 누출이 일정한 시간동안만 일어나는 경우(퍼프모델)와 계속적으로 누출 

이 진행되는 경우(플름모텔)에 대하여 Britter와 McQuaid에 의해 제시된 그 

럼에 의해 관심거리 x에서의 누출물질의 농도를 각각 산출할 수 있다. 

BM 모텔에서는 ulOtd/x의 값이 2.5보다 크거나 같으면 연속누출로， 0.6보 

다 작으면 순간누출로 판정 한다. UI0td/x의 값이 2.5와 0.6의 사이 값이 면 

연속누출과 순간누출을 모두 구하여 그 중에서 작은 값을 취한다. 

무거운 가스의 판정은 다음 식과 같이 한다. 

• 연속누출인 경우 

(혔꼴) > 0.15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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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누출인 경우 

여기서， 

(g;) V 끼) L:! 
•----••- > 0.2 

U 10 a i 

R (> g[ 램규요] 

d c = [그암] L:! 

d
l ν 1 :' 

V() = 초기 증기 운의 부피 [m3
] 

1 기 二 초기 플름의 부피 유속[m3/sec] 

UlO 二 10m 높이에서 측정한 풍속[m/sec] 

P re/ 二 증기운의 초기밀도[kg/m3 ] 

Pα = 대기의 밀도[kg/m3 ] 

go 二 초기 부력 [m/sec2
] 

g = 중력 가속도， 9.81 [m/sec2
] 

di := 순간 누출의 특성치 [m] 

dc 二 연속 누출의 특성치 [m] 

나. 화재 

(57) 

(58) 

(59) 

(60)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큰 에너지를 방출하고， 방출된 에너지가 피해 

를 입힐 대상물 또는 인체에 얼마나 크게 전달되느냐를 계산하려면 화재를 

몇 가지 유행으로 나누어 모델화 하는 것이 좋다. 

인화성 액체나 가스가 방출 또는 누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형태 

는 보통 액면화재( Poo 1 F i re ) , 제트화재 (Jet Fire) , 플래쉬 화재 (Flash 

Fire)로 나붙 수 있으나 원전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재는 주로 액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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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와 제트화재이므로 여기서는 이들에 대한 평가모델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1) 액면화재 (Pool Fire) 모텔 

인화성 액체나 가스 화재가 발생할 때에 주위에 인적， 물적인 손실을 주 

는 가장 큰 요인은 화재시 발생하는 방출열 (Thermal Radiation) 이다. 따라 

서 화재시의 방출열을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인화성 불질 및 가스를 

저장 · 취급 · 사용하는 탱크 또는 공정설비의 안전배치， 안전설계， 비상조치 

계획 등 안전대책을 수럽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액면화재의 복사열 (Heat intencity)은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계산한다-

SFR씨 (Solid Flame Radiation 끼odel ) 모델에 의하면 액면화재 (Poo 1 F i re) 

의 화염은 다음과 같은 수직 실런더로 가정한다. 

기
]
 

>••
•<:

I 

• 

기
 l/ 

} 

이
D
 

• 

화
 「← 바란 

hl 

를 • 깐 ._~ 

원형 풀 바람이 없는 상태 원형 풀 바람 영향하에서의 상태 

〈그림 3-9) 액면화재 모델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염은 〈그럼 3-9)와 같이 복사열을 방출하는데 이 

열은 화재 중심으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인체 또는 시설불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NO(Netherlands Organization for Appl ied Scienti fic Research)에서는 

화염으로부터 임의의 거리에서 받논 복사열을 예측하는데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할 컷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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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Ih 1FE 
、‘ ‘ , , 
t 

/ 

-( 

여기서 Ilh는 화염으로부터 Xm 떨어전 곳에서 받는 복사열 (W/rrf) ， 1는 대 

기 투과-도(Transmissivity )， F는 기하학적 인자， E는 표면 방출열 (W/m2 ) 이 

다. 

@ 질밤 연소속도 

연소속도논 액면화재가 진행되는 동안 액면에서 가연성 물질이 증발되는 

속도이다. 증발속도는 다음 2가지에 의존한다. 

첫 번째는- 전도와 대류 열전달로부터의 증말이고， 두 번째는 내부의 복사 

열 전달(화염으로부터)에서부터의 증발이다. 후자가 연소속도에 가장 큰 인 

자이므로 전자는 보통 화재가 시작되면 연소속도 계산에 고려하지 않는다. 

연소속도띄 계산에 TÌ'i0 (1 992)는 지상 위에서의 누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dm/dt 
O.OOlll H , 

II JI 1 
l냐ìen T" I' 드 T.\ \11) (2 ) 

dm/dt 
II H \ 十

O.OOlll H ( 
C p ( T βF 

, when T μp > T A.\ /I‘ 
T A \[μ ) 

(3 ) 

여기서 dm/dt는 풀의 단위면적당 질랑연소속도(kg/sec . 마)， llH ， 는 연소 

열 (J/kg) ， ß H ( 는 증발열 (J Ikg ), C f'는 가연성 증기의 비열 (J Ikg. 0 K) , 

Tμ['는 가연성 불질의 비점( 0 K), T\ \1μ 는 대기 온도( " K) 이다. 

주위 온도 이상의 표준 비점을 가진 탄화수소 누출의 경우(예:가솔런) 물 

표면 위에서의 누출에 대한 연소속도는 식 (3)으로 추정할 수 있다. 주위 

온도 이학의 표준 비점을 가진 물질과 관련된 물표면 위에서의 누출의 경우 

(LNG 또는 LPG) 에는 상당한 열전달이 물표면과 물질의 액면 사이에서 일어 

난다. 대규모 설험에서 물위에서의 Ll\G 누출의 경우 연소속도는 지상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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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누출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3배의 연소속도를 가진다. LPG의 경우는 

지상 위에서의 누출 경우보다 2배의 연소속도를 가진다. 

가연성 물질(가솔런과 같은 혼합연료)과 같은 혼합물의 경우 연소속도는 

다음 식에 의해 근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dm/dt ε n ， ηI ( 4 ) 

여기서， f 서부 i 의 1 , - 'ö l:C l~ 뚫
 

모
 
E 

꺼 성분 i 의 연소속도(kg/ m2 
• sec) 

N 二 혼합물에서 성분의 수 

@풀크기 

• 순간적인 누출 

Af' Minirnurn { ;1 .\1. P• 꺼τ~~，- } 
(5 ) 

여기서 A f'는 실제 풀면적 (m2 ) ， ;1\1는 사용자가 정의한 최대 풀면적( m2 ), 

m는 누출된 전체 질량(kg) ， P L는 액체밀도( kg/ m' ) , h !l1l1l는 사용자가 정의한 

풀의 최소 높이이다. 

·연속적인 누출 : 

A f' 
( A m M m Mi nirnurn ! A ‘’ →←」←←」→← ! 
{ “ M ’ P 1. h Imn ’ dm/dt J 

(6) 

여기서， drn/dt는 풀의 단위면적당 질량 연소속도(kg/s . m2
) , 마는 누출시 

간(sec) , 꺼는 누출속도(kg/sec)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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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및 현속적인 누출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ν
 

( r r 
l 

/ 
--- 「iJ/){

v-표← (7) 

여기서 Dω는 상당 풀지름(m) 이다. 

。)혀 표- () 1 ::;갱 。
τ」 。 걷딛 

D p D EO 

여기서 D p는 실제 풀지름이다. 

@ 전체 연소시간 

단위면적딩 질량연소속도와 풀크기를 알고， 풀의 전체 연소시간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따. 

순간적인 누출 t IJIιHλ {τ감m/::: ) A l' } 
(8) 

연속적인 누출 t I! UfI,\ { (dm%맘 ~} (9) 

여기서 tμ1'11 、 는 풀 연소시간이다 

@ 화염크기 원형 풀 

CCPS(Center for Chemical Process Safety , AICHE)에서는 화염높이에 대 

해 Thomas(1963)의 상호관계식을 이용할 컷을 제안하였다. 

dηνdt ì Il lìl 
h / 42 D n i-•• I _•• ! 

" l P .L\I/i V g U p ) 

(1 0 ) 

여기서 h /는 화염길이 (m )， D f'는 액면지름( m ) , P ,l.\f fi는 공기 밀도(kg/ nf ), 

g는 중력가속도(9.81m/sec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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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PE(41)에서논 화염의 기울기를 고려하여 화염높이에 대해 Thomas는 다음 

과 같은 상호관계식을 제시하였다. 

drn/dt ) IJ!il (J 이 
‘〕디 u !, l ←μ;];;[도퍼τ 

) -----( 

U 11 

[ g dν밤 P」L]lf 
for [.'ll ;:,. r g~m/dtD"ll) or (,' 1\ 2 I - _. -P-! -•• 1 (1 2 ) 

L" for 
r I! dm/ dl [) " 1 1) 

[í 11 <二 • ι「→} (1 3 ) 

여기서 ['*는 풍속(무차원)， [! 1\ 는 1. 6m 높이에서의 풍속(m/sec )， P l 는 

정상 비점 온도에서 액면 증기의 밀도(kgl m' )이다. 

미국 가스협회 (AGA ， 1974)에서는 화염기울기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의 상호 

관계를 제시하였다 

cos 8 二 1 . for U' 르 1 (1 4 ) 

(1 5 ) cos 8 = 11 (ψ ) \1 2 for L ‘”르 1 

여기서l)':'는 1. 6m 높이에서 풍속을 사용하여 계산된 무차원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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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뜨래그 

Fr 

D' 
D I' 

U [6 

gD" 

1.25 

(1 6) 

FrIJ01i'! 
「 (17) 

여기재 Fr논 Froude number , u논 바람속도(m/s) ， D' 는 바람 드래그에 따 

라 바람불어 나가는 방향에서의 화염지틈이다 

• 화염의 표면적 

Ar rrh t{ ←므/÷프} ~ 

여기서 Ar는 화염 표면적이다. 

@ 표면 방출열의 계산 

rr [) pD' 

4 
(1 8 ) 

복사열의 강도( Ilh )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 , F, E를 알아야 하나 이중에 

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표면 방출열이다. 

표면 방출열을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Stefan • Boltzmann 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TNO쓴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E (1 9) 

여기서， E는 표면방출열 (\1' 1 마)， dm/dt는 연소속도(kml m2 
• sec) , ß는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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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길이 (m) h I ';-: 11ττ 액면반경 (m) ’ Dj2는 순연소열 (J /kg ), 액체의 Hc는 
1::1 。
τr돋롤， 

이다. 

F) 가시계수(Geometric View Factor , @ 기하학적 

여하으 
。 02화염모양의 닝lδt 

。 0 ，불체의 위치， 노출된 화염에 인자는 기하학적 

실린더와 같 쓰::.;:{l δj 
I 。때 화재의 화염을 δ1~ 

llJ、 E바람이 말한다. 고려한 인자를 

높이와 화염으로부터 화염의 인자(형상계수)는 기하학적 가정하면 다고 

이러한 경우의 형상계수는 따라서 있다. 관계가 상물이 떨어진 거리와 갚은 

구할 수 있다. 〈그럼 3-10)에 의하여 

구할 표면적으로 액체연료의 。1 上二
/ι l • 화재가 발생하고 Ä.l 켜으 

1'0 '-실런더의 화염 

화재가 실외 없다. 수가 구할 바로 식으로 만일 높이는 있으나 화염의 수가 

사각형여부 Eζl느 
-'-1:二표면적이 원형 또한 연료의 실1->>여부에 따라 다르고 1:t:초= 

-L- ',-•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에 따라서 

t그 
-L-경사진 실런더 형태가 아니고 상태가 수직 화염의 경우에는 붐

 
} 바람이 

결정 고려하여 경사(tilt) 각도를 도
 

바람의 이런 때에는 것이다. ö l: öl 
。근 

커 D F 
하여야 할 것이다. 

a 二 h/D 

b = c/D 

[!] 

인자 대한 기하학적 

C 

3-10) 수직 원통형 화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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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바람이 없는 가정된다. 실런더로 solid flame model 에서 난류화염은 

화염의 경사진다. 실런더는 하에서 。킥 õε 
。 。바람의 수직이다. 설런더는 하에서 

다 가시계수는 AÃl ,-.;; ul 
"" 

Alli 
，-δ 실런더의 즈::.Ãl 

---, 지표면에서 때
 

。-L2..
B人르 

음과 같다. 

기울기가 

Q + b + 1 
( b + 1 )'] 1/" [ a! • 

Q 

b FL' 

(융t) , C 

? 
]1 ) --b ( 

a + 

Q ‘ + 

+ [ a' 

(20) (품t) 욕 tan 
o 

a 
b .'- 1 

tan 

소 tan 

× 

+ 

a + b - - 1 
b+l))|13lQ)+ 

(뜯rl l.! n: F h 

(21 ) f응남김(' (붉 1 " 
a' 十

a + 
tan × 

m t 

화염반경대 화 는
 

a 가시계수， 

대한 관찰자와의 거리이다. 

님l- õ l: òl 
。 O ------J

/ι æ , 0 및 거‘ ÃI 
기一「 F ,,';-h'-

화염반경에 

r ，와 여기서， 

는
 

L 
U 염높이， 

다음과 같다. 가시계수는 벡터 합인 최대 가시계수의 까‘ ;:tl ,--"-j 수명과 

(22) V F + F F η1 

까_æ 
，-δ 지표면에서 고려하여 화염기울기를 

나타내었다. 다음식으로 

(42) c 
끼udan 은 

가시계수의 경우 

때
 

기울었을 화염이 

AÃl ,-.;; 및 

Q 2+ (b+ l)" - 2b(1+a sin8) 
VA1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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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t ’In 1 \1그/ klllf 十 직편 
cc,“ V B \ b 十 1 J 、 C 

[ l Qb ( b 1U) Slm1n] tan '-'"→←，---슨슨~-←←←「 • 

、 h 、1['
tan I~ b • 1) sin SLl an ---r••.,• 「←← 1 

a cos 8 1. i h - 1 
τ요←r요표6피 um V h-+ 1 (23) 

그리고 

rr F h 

} 

에
→
 

에
 

a C + (b + 1 ) -:2 ( b + 1 + a b cos 8) 
τ그1J 

x tan 11좁 (팝) 1 ) + 펄 

m t 
1 
L 

F 
1 
1 
1 1 
1 ---L 

X 1 ab • ( b ι 1) sin8 

Y b ι 1'1 C 
tan l 」 hf상 꾀fL] (24) 

여기서， 

A = a + (b+ 1) :2 a (b + 1 ) sin 8 

B = a .. 十 (b~ l) ê :2 a (b - 1 ) sin 8 

C 二 1 + ( b) • 1) cos 꺼 

θ 二 화염의 경사도( 0) 

수명과 수직 가시계수의 벡터 합인 최대 가시계수( F，J는 다음과 같다. 

Jr lr] = V「 fc l) • F ;, 

@ 열의 대기 투과도(Transrnissivity ， 1) 

투과성은 노출된 불체와 화재 사이의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거나 반사되지 

않는 복사열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투과생 계수의 크기는 노출된 

불체와 화재 사이에 공기 중 수증기의 양에 의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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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k(1990)는 대기 투과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것을 제안하였 

다. 

'[ 1.389 ~ 0.135 ι()g lli (j) 11 I • R) (25) 

여기서 T는 대기 투과도( ~ ). P띠는 대기 중에서의 수증기 분압(Pascal ). 

R은 화염과 대상물 사이의 거리 (m) 이다. 

대기 중에서의 수증기 분압은 상대습도 및 대기온도의 함수로써 계산된다 

(Havens 및 Spicer)(44): 

P tlT~ 
l 十 λX'W

(RH) P 
. W = 100머τPJ (26) 

(，， ~~I 1 \) P s = 0.0060298 P r ex띠 5407 ( •--- • •-• \ ~ 
/ γ \ ~ .~ • \ 273 .15 T a께) J J 

여기서. !.’ l 는 전체 대기압 [Pascal ]. xw는 수증기 몰분율 [•J. RH는 상대 

습도 [%]. P，는 포화수증기압 [Pascal]. Tαnh는 대기온도 [ 0 K] 이다. 

(2 ) 제트짝재 (Jet Fire) 모델 

저장탱크나 파이프라인이 사고로 파손되거나 구멍이 발생하여 가연성 물 

질 또는 액찍 가스가 누출되었다면 구멍을 통해 방출된 물질이 주위의 공기 

와 혼합되어 가스 제트를 형성하고 이러한 가연성 물질이 점화원과 만나면 

엄청난 길이의 제트화재가 발생된다. 특히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동차나 탱 

크의 외변에 부픽친다면 더욱 위험하다. 이 경우 화염의 열은 연속적으로 

외벽을 약하게 하면서 노출된 자동차나 탱크의 암력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결국 탱드[에 BLEVE를 일으키거나 격렬한 파열을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제트화재에 대한 영향명가는 주로 미국 석유화학협회에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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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PI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는데 이 모델은 COOk(43l 퉁이 제시한 복사열 

의 분율과 Brzustowski (45) 둥이 제시한 관심거리에서의 복사열을 산출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또한 네덜란드의 웅용과학연구소(TN이에서는 누출증기 

와 공기가 양론비로 혼합되어 실런더 형태왜 화염을 형성한다고 가정한 TNO 

제트화재 모델을 제시하였으나 이 모델은 봐람속도가 매우 느런 경우에 적 

용이 가능하다.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레어링( F1 areing)은 염청난 양의 가연성 가스 및 증 

기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연소처리 방식이다. 이러한 플레 

어로부터의 영향명가는 1987년 Shell 연구센터의 Chamberlain이 제시하는 

Shell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는데 이 모델은 제트화염을 경사진 원추형 모 

양으로 가정한다. 

〈그림 3-1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frustum을 나타내는 변수들은 129번의 

실제 실험으로 유도되었다. 

Z 

----

X 

〈그림 3-11) 제트화재 모텔에 사용된 기하학 

TNO 둥은 화염으로부터 임의의 거리에서 받는 복사열을 예측하는데 다음 

과 같은 식을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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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h 1FE 

(가) 연소원 지름 빚 팽창된 제트속도 

출구에서의 정온， 정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T 
T.= • 

l+v (27) 
/ →→누←→ 

P ,= J.6713( 월)v 꽤뀐 

여기서， r 논 구벙 출구에서의 정온(0 1<)， T\는 스택 내에서의 정체 

。1<)， y는 비열비(예를 들어， 일정 부피에 대한 일정 압력에서 ) [• L 

온
 
p ,;-C'-

구멍 출구-에서의 정압 [Pascal] , 꺼는 질량 흐름 속도(kg/s) ， d。는 스택 지 

름(m )， MWν/、는 킬로그램 분자량(kg/mol) 이다. 

복사열 차단( cutoff)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 ct斗끔τ} 、 (νI1 (28) 

여기서 RCUI는 효크 및 비효크 흐름에 대한 차단비이다. 

효크 흐름씨란 가스가 틀어있는 용기에 누출공이 생겨 가스가 누출될 때 

누출공의 하픔 압력이 어느 한계압력 이하일 때 누출 공에서의 흐름은 최대 

가 되는데 이런 흐름을 일걷는다. 

효크 및 비효크 흐름에 대한 표준 정의 빛 이를 이용한 질량 플럭스와 그 

변수틀 간의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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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크 흐름( 정 의 Pc / Patm는R때t ) 

Mj={Jy+lm ;랬 (y- l)lr _~ } 1/2 

T 2T s 

J 2+(y-1)M; 
dsfl1nd Z73 

Pj= T; 

Dj ={3.6웠*10- 5줬많r
2 

α=α(뚫t
5 

α =M，\ 월緊 
~M땀* 

• 비효크 흐름 ( P c / P atm < R cut ) 
F=3.6233 *10- 5꼼「승슴 

lUj' {lU rrgk 

Mj={~ 1 +2(y-l펀써 f/2 

T ,= _2Ts 

2+(y- l)M; 

dsfl1nd 273 
Pj= • 

T j 

Do=Dη(~ )0.5 
J ν \ Pamb I 

(29) 

(30) 

여기서 Mj는 팽창 제트의 마하수( - )를 의미하는데 마하수는 유체의 흐름 

을 음속으로 나누어 얻을 수 있는 수를 말한다 Tj는 팽창 제트의 온도 

(K) , Pj는 팽창 제트의 밀도(kg/m3 )， Ds는 연소원 직경 (m) , μj는 제트속 

도(m/s) ， Rg는 기체상수 dsfl1nd는 표준상태에서의 밀도( kg/m3 ) 이다. 

비효크 흐름인 경우에 Dj는 오리피스 지름과 동일하다. 반면에 효크 흐름 

인 경우에 Dj는 제트가 대기압으로 팽창된 실제 소스의 지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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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염길이 

공기 중에서의 화염길이 (LJ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쯤짧} 0.2 十 0.024f ~ \ J_ 
l lJ :u, J 

( 31) 

여기서 I-()는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의 화염길이 (m) ， W는 공기와 양론적으 

로 혼합된 연료의 질량 분율( - )이다. 

풍속 Uv, 에서 수명으로 6각 만큼 기울어진 화염인 경우에 화염길이 L은 

다음과 같다 : 

1- L o [0.51 exp( -0.4U H )十 0.49J x [1-0.00607(8-90)JJ (32) 

여기서 L은 바람이 있는 상태에서의 화염길이 (m) ， [내는 풍속(m/s) ， 8는 

구멍 축과 수명 바람 벡터사이의 각도(degree) 이다. 

(다) 구멍축과 화염축 사이의 각도 

오리피스츄과 화염축 사이의 각 Q는 속도비 R U a /U， 어l 의존한다 

Q 

Q 

8000R 
}←←~+ [}- exp( • 25.6R)J( 8 - 90) 
ç(L) R르 0.05 

1276v'I?- 0.026 • ←←L←←←→{←←~+[I • cxp (- 25.6m]( 8 -90) J( < 005 
Ç( L ,,) 

(33) 

(34) 

이들 식에서 길이 L()에 대한 Richard number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ç (]/(}) ( 한)1 」() 
D.u~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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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Frustu tD 상승(Li ft-of f) 거 리 (b)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는
 

’ b 
상승(1 ift-up) 거리， frustutD의 

(36) sm 나ι갱만펴와二끽Q끄) +ι띠:2JQL 
sma 

× L b 

길이 ( R L)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길이는 

( 마) FrustutD 

frustu tD 

( 37) [L) - b! sin'a] l' - b cos a R L 

여기서 ， R L은 FrustutD 길이 ( tD )이다. 

넓이 FrustutD 끝단에서의 t:: 
T (바) 

(38)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쇼 (~-'i~) ]CXP ( -7.5R)} 

lγ 는 넓이 

DJB.5exp( -6RJ+ 15] {l-[ 1 

팀의 W 1과 넓이 frustu tD 저부 

(39) L[ 0.18exp( • 15RJ + 0.31] x [1 - 0.47 exp ( - 25RJ ] 

vV 1 

W.) 

다음과 같 모델은 Shell 인한 제트화염인 경우에 

변경된다: 은 유효 source 지름이 제시되도록 

액체 제트로 2상 누출과 

(40) Dj(PjP ,)():J /P 。D 、

0.015 L로 제시된다. 그리고 상승(1 i ft-off) 거리 (b)는 b 

측면을 포함한 면적이다 : 끝단 지름과 frustu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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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 

표면적은 

(사) 화염 

화염의 전체 



( 41) A F = 융 (W 十 W ~)+융 (W 1 +W2 )V R i+{ 뜨뜸죠} 

frustum 표면 적 ( m2 ) 이 다. 
, 。

(.1 F '--어기서， 

방사에너지 

대한 방사에너지는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된다 : 

표면의 (아) 화염 

제트화염에 

(42) 
F 、 Q 6.H c X 10' 

A E ‘ 

F、는 다음 벼
 탤 

한 복사열 바탕으로 측정치를 대한 실험 천연가스 화염에 

(43) [0.21 exp (• 0.00323ui ) 十 O .ll] f( 끼lW ) 

과 같이 제시된다 : 

F 

고려하는 르
 
E 화

 
벼
L
 

7 L 
J 분자량으로 관찰한 가스 f(MH' )는 누출되는 여기서， 

분자량 함수이다 : 

f\;l μ! < 21 

댐F 

f (jIJW' ) 

(44) 21 드 끼!IW' < 60 

60드 MH' l.69 

f(M~γ ) 

f(M~ν ) 

인자(F)와 투과도(t) 기하학적 (자) 

액변화재 (Pool 투과도(t)는 인자(F)와 

방법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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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ry,} 。
/0 , 원추형 제트화재의 

Fire)의 경우와 같은 



다.폭발 

(1) 과압에 의한 폭풍피해 

분진이나 가스의 폭발은 충격파가 압력파에 의해서 발화원으로부터 반 

응면을 이몽하게 된다. 가연성 물질의 반응이 끝난 후에도 압력파는 그 운 

동을 계속한다. 폭풍따는 압력따와 계속되는 바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 

분의 피해를 일으키는 것은 폭풍파이다. 

폭풍에 의한 피해를 정확히 추정하려면 피크 과압(Peak Overpressure)을 

적절히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Tì\T와 같은 폭발성 물질을 가지고 폭풍따의 

특성을 실혐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폭풍파의 특성은 일반적을 환산거리 Z 

의 함수로 표시되어 있다. 즉， 과압은 Tì\T의 상당질량과 폭발기점으로부터 

의 거리를 이용하여 추산할 수 있다. 

실혐적으로 유도된 환산법칙 (Scaling La\\') 은 

Z R 
vV 1:, 

) 1 , , ‘ 
( 

여기서 z = 환산거리 [ft/lbm 1. 1 ， m/kg녁 

R 二 폭발물로부터의 반경 [ft , mJ 

W = TNT상당질량[lbm ， kgJ 

〈그림 3-12) 빛 〈그림 3← 13)은 환산거리 Z와 과압과의 상호관계를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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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환산거리와 과압과의 관계(영국공학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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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환산거리와 과합과의 관계 (81단위) 

바와 보는 표에서 

같이 작은 꾀-압에서도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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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졌다. 〈표 3-12)에 죠:λJ..Q.. 
'- 0 '-폭풍에 의해 예측되는 



〈표 3-12) 과압으로 인한 손상 

과압(psig) 

0.03 

0.04 

0.15 

0.3 

0.5-1 

O. 7 

손
 =
핸
 

부l
 

l

큰
 

。리
 

음
 

。

π
소
 

차
。
 크
」
 

λL 
。

1. 3 

2-23 

2.3 

3 

3-4 

5 

5-7 

7 

9 

10 

300 

유리따열압력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확률 95% 

크고 작은 창 부서짐 

가옥소파 

가옥부분파괴 

클래드 빌딩 강철 Frame힘 

비강화콘크리트 벽 부서짐 

심각한 구조적 손상하한계 

Steel Frame빌딩 힘 

유류저장탱크 따열 

목재 Uti lity Poles Snapped 

가옥전파 

집실은 화불(Train)차 전복 

짐실은 화물(Boxcar) 전파 

빌딩의 전파 

Crater Lip한계(분화구생성 ) 

':: W. E. Baker, Explosions in4ír(4ustin Cniv. of Texas Press , 1973) 

The Effects of NucJ ear、 Weapons ( Wash i’ ngton ’ ι S. A tomi’ c Ener장y Comm. 

1962). 

(2 ) 비산물 손상(Missile Damage) 

밀폐된 용기나 구조불 안에서 일어나는 폭발은 용기나 구조불을 파열시킬 

수 있고， 그 결과 넓은 지역에 작은 파면들을 발산시킨다. 이러한 따편이나 

비산물은 사람에게 큰 상해를 주고 구조물이나 공정 장치에 손상을 준다. 

개방계 폭발에서도 폭풍따의 충격과 구조물에의 변형에 의하여 비산물을 발 

생할 수 있다. 

비산물 들이 플랜트의 한 부분에서 국지적인 폭발로 플랜트 전체를 통하 

여 파편을 방사하고， 이 따편은 저장탱크， 공정장치， 파이프라인 등에 충톨 

하여 그 결과 2차적인 화재나 폭발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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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거리와의 관계를 최대 따편이 날아가는 질량과 폭발물의 Cl ancy(46)4눈 

거리까지 발사하는데 관찰된 파편을 재해조사시 관계식은 이 도출하였다. 

환산하 Sl단위로 이 관계를 유용하다. 계산하는데 음
」
 

준
 

i 

수
 
’ 

표현히-면 다음과 같다. 

에너지 요구되는 

여 

(2) 294W O:?iri = 
/ 

I 
J 

L은r 폭발에 의한 비산물의 최대거리( rn )이고 W는 TNT의 질량(kg) 이 여기서 

( 
L 

~ / 

「

( 

{ι기 

다. 

시 c:l (h ) 

최대비산거리 까::.I혀 
T 。〈그림 3-14) 파편의 

폭발모델 (3 ) 용기 

개요 모텔꾀 (가) 

사람이나 구 명가하기 위해 여하으 
。 0"크 피해의 상해나 은

 
텔
 

모
 

발
 

포
 
「전형적인 

브서으 
1..!... --, '-용기폭발의 평가하는 것이다. 대해 위험을 주는 폭발 과압을 조물에 

켜 
U 

반응모 

가압을 느리게 하는 

화학적 「커 。'
/ciTτ: 

용기의 

가압하는 

가합속도의 정량적인 명가가 필요하다.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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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폭발모델이 불리적 

용기 

。T 



델을 사용한다. 

물리적 폭발 모델링은 가스가 가득 찬 용기의 파열에 관계되는 에너지는 

가스의 등온팽창의 가정 하에서 추산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I 1) , I I '1 끼 ! J) , \ 
ft ←二1.4/ 10 "\1 --;C~-'- 11 --;;,-'- 11fT , ln i ;;' 1 \ P() ) \ 1'[ ; .. " , ... \ V , J 

(3) 

여기서， 

W T~T의 상당질량 [1 bm] 

v 압축된 가λ의 부피 [β; ] 

Pj 압축된 가λ의 초기압력 [psia] 

p.! 팽창된 가λ의 최종압력 [psia] 

T[ 압축된 가〈의 온도 [0 R] 

T() 표준상태의 온도 [0 R] 

R 기체상수( = 1. 987) [Btu/lb. mole o R] 

1.4 x 10 (j 환산인자( 2.8x lO :i lb. mole/ ft 1과 1 1 bm의 TNT 

2 ， OOOBtu로 가정 ) 

(나) 불리적 폭발모델의 가정과 제한사항 

가스가 이상개체로 거동한다. 

가스의 팽 창이 등온이 다. 

가압속도가 용기 벽의 완화시간에 비교하여 느릴 때만 적용한다. 

폭발원은 한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거리에 따른 과압의 갇쇄는 TNT의 폭발물과 비슷하다고 가정한다. 

과압이 보존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이 모텔은 지형， 건축물이나 장애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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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리적 폭발 모델의 계산 절차 

압축된 가스의 부피 (V)와 압력( P 1) 을 추정한다. 

TNT 탕량질량(W)을 계산한다.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과압( 1) )을 선정한다. 

〈그럼 3-13)에서 과압( p，) 에 해탕하논 환산거리 (z)를 찾아낸다. 

환산거리와 실거리 (R)과의 관계식， z 二 τ4L 로부터 피해거리를 구 vw 

한다. 

( 4) 화학반응;- 모델 

용기의 빠른 가압으로 인한 화학반응의 경우， T!\T 상당량은 용기에서 일 

어나는 화학반응의 반응열에 의해 추정한다. 반응붙이 생성물로 전환되고， 

최대압력은 애출되기 전에 일어난다. 

화학적 으족발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응불과 생성물에 대한 

Helmholtz 자유에너지 똥의 열역학적 특성치를 이용하여 추산할 수 있고， 

TNT 당량으로 환산하여 구할 수 있다. Tl\iT 당량환산에 의해 구하는 식은 다 

음과같다. 

n/ iH ,./ Lγ 
nVT 당량Ub，η) 二 • 

2 ， OOOBtψlbm TNT 
( 4 ) 

여기서， 

I1JI c 폭발성 물질의 연소열(발열량) [Btu/lbm] 

H/ 폭발에 참여한 물질의 양 [1 bm] 

11 폭발효율[ -] (보통 0.01 -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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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LEVE 모텔 

BLEVE 모델을 이용하여 사람이나 구조물에 폭발과압을 추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용기의 증기공간에 가스의 팽창이 주로 생기는 과 

압이 확실하다고 가정하고(과열액체의 플래섬은 무시) , 아래 식의 불리적 

폭발의 경우 등온팽창모델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과열액체의 플래상이 생기는 과압이 확실하다는 가정 하에서 등 

온팽창모델을 사용한다. 그 모델 식은 다음과 같다. 

• p , 
W=5x lO 낙 n ， .R 1' ]Jn J)'~ (5 ) 

어기서， 

W TNT의 상당질량 [ lbm] 

n, 플래쉬되는 증기의 몰수 [1 b . mol] 

R 기체상수= 1. 987) [Btu/lb' mole OR] 

1'] 과열액체의 초기온도 [ OR] 

P] 과열액체의 초기압력 [psia] 

P" 팽창된 증기의 최종압력 [psia] 

5 x 10 ~ 환산인자(Tì\T 1 1 bm 二 2, 000 Btu) 

세 번째 방법은 단열팽창으로 가정하고 Tì\T의 상당질량(W)을 가지고 추정 

한다. TNT의 상당질량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W=- Ml •• 

Hc ， 、/

I1 U 二 m"j U ,,{ + m v,! Uv , j -m"i U' , i - m ,', i U ,,, i 

m"l = (l-fJm"J 

m u,{ = fm"i +m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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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9 ) 



여기서， 

W TNT의 상당질량 [ lbm] 

i1U 용기 내용물의 내부에너지 변화 [Btu] 

κJ\ TNT의 연소열， 2000 [Btu/ 1 bm] 

ηl /，f 플래섬 공정 다음에 존재하는 액체의 질량 [ lbm] 

U시 : 플래쉰 공정 다음의 액체의 내부에너지 [Btu/lbm] 

m띠 : 플래쉰 공정 다음에 존재하는 증기의 질량 [lbm] 

Uυ ， j 플래성 공정 다음의 증기의 내부에너지 [Btu/lbm] 

”η 플래쉽 공정 이전의 존재하는 액체의 질량 [1 bm] 

U ,r, i 플래행 공정 이 전의 액체의 내부에너지 [Btu/lbm] 

ml"1 플래쉰 공정 이전에 존재하는 증기의 질량 [Btu] 

U"" 플래쉰 공정 이 전의 액체의 내부에너지 [Btu/lbm] 

f 증기로 플래쉬되는 액체의 분율 [ -] 

(6) 증기운 폭발 모델링 (Vapor Cloud Explosion Modeling) 

( 가) TNT 등가 모델 (TNT Equivalency Model) 

φ 모텔식의 개요 

TNT 등가모델은 상대연소열에 근거한 TNT 상당량에 대한 가연성 물질의 

양에 관계된다. TNT 상당질량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 식과 같다. 이 식에서 

구한 TNT 상당질량을 이용하여 폭풍파 곡선으로부터 과압을 추정하여 인명 

이나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다. 

H 
-n 쁘

 다까
 

W (1 0 ) 

여기서， 

W TNT의 상당질량 [ l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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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험 적 폭발효율 (Yield ), 0.01~0.2 [-] 

M 누출된 가연성 물질의 질량 [1 bm] 

fι : 가연성 물질의 순연소열 [Btu/lbm] 

J[,. Tt\T의 연소열 . 2000 [Btu/lbm] 

@ 모델의 가정과 제한사항 

폭발원은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거리에 따른 과압의 감쇄는 T\T와 비솟하다고 가정한다. 

이 모텔은 폭발원과 가까운 위치에서 과압이 높게 예측된다 

이 모텔은 증기운의 흐름방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모델은 지형， 건물， 장애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 가연성 증기의 질량( \1) 추정 

증기운에서 가연성 증기의 질량은 누출속도， 운의 대기확산， 점화시간의 

함수이다. 누출된 지 몇 분 이내에 증기운의 빠른 점화의 경우는 가연성 질 

량을 점화 이전에 누출된 증기의 전체량으로 간주할 수 있다 

누출 시작에서부터 수분 이상인 증기운의 점화가 늦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접븐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대기의 확산계산을 수행하고， 폭발상한계 (UFL)과 폭발하한계 (LFL) 에 

일치하는 증기운 경계를 결정한다. 

l'FL과 LFL 경계 내의 증기운 부피를 추정한다. 

가연성 증기의 질량(니)을 구하기 위해 lFL과 LFL 이내의 가연성 증 

기의 명균밀도와 부피를 곱한다. 

lFL과 LFL 사이의 가연성 증기의 질량에 관련이 있는 폭발효율인자(11) 는 

대체로 1과 같다고 가정해야 한다. 

늦은 점화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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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의 확산계산을 수행하고， 증기의 누출지점에서부터 LFL까지 

풍하거리 ι FJ을 결정한다. 

λ UI 을 풍속으로 나누어 .XUL까지 수평기류시간을 추정한다. 

누출속도를 이용하여， 수명기류시간동안 방출된 증기의 양을 추정한 

다. 

가연성 증기의 질량 \1은 다음의 더 작은 양으로 간주된다. 

누출시간동안 누출된 증기의 총량 

수평기류시간동안 누출된 증기의 양 

누출된 가연성 물질의 전체 질량에 관계되는 폭발효율인자(n)는 다음 

〈표 3-13>에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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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폭발성 증기와 가스의 효율인자 

Substances with Yield Factors of n = 0.03 
Acetaldehyde 3-Methyl-Butene-l 

Acetone Methyl-Butyl-Ketone 
Acrylonitrile Methyl Chloride 
Amyl Alcohol Methyl-Ethyl-Ketone 

Benzene Methyl Formate 
l , 3-Butadiene Methyl Mercaptan 

Butene-l Methyl-Propyl-Ketone 
Carbon Monoxide Monoch1 orobenzene 

Cyanogen N-Amyl Acetate 
l , l-Dichloroethane Naphthalene 
l , 2-Dichloroethane N-Butane 

Dimethyl ether N-Butyl Acetate 
Dimethyl Sulphide N-Decane 

Ethane N-Heptane 
Ethanol N-Hexane 

Ethyl Acetate N-Pentane 
Ethylamine N-Propanol 

Ethyl Benzene N-Propyl Acetate 
Ethyl Chloride O-Dichlorobenzene 

Ethyl Cyclohexane P-Cymene 
Ethyl Formate Petroleum Ether 

Ethyl Proprionate Phthalic Anhydride 
Furfural Alcohol Propane 
Hydrocyanic Acid Proprionaldehyde 

Hydrogen Propylene 
Hydrogen Sulphide Propylene Dichloride 
Iso-Butyl Alcohol P-Xylene 

lsobutylene Styrene 
lso-Octane Tetrafluoroethylene 

Methalamine Toluene 
Methane Vinyl Acetate 
Methanol Vinylidene Chloride 

Methyl Acetate Water Gas 

Substances with Yield Factors of n = 0.06 
Acrolein Ethylene 

Carbon Disulphide Ethyl Nitrate 
Cyclohexane Methyl-Vinyl-Ether 

Di -Ethyl Ether Propylene Oxide 
Di-Vinyl Ether 

Substances with Yield Factors of n = 0.10 
Acetylene lsopropyl Nitrate 

Ethylene Oxide Methyl Acetylene 
Ethyl Nitrate Nitromethane 

Hydrazin(3 Vinyl Acetylene 

* 누출된 가연성 물질의 전체 질량(UFL과 마L 사이의 질량이 아넘)과 함께 사용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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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NT 등가모델의 계산절차 

가연성 증기의 질량(M)을 계산한다. 

가연성 물질에 대한 순연소열( fι)을 결정한다. 

폭발효율인자(n)의 적절한 값을 결정한다 . 

• TNT의 상당질량(W)을 계산한다. 

대상물의 거리에서 과압( P , )을 추정하기 위해 적절한 충격따 곡선 

을 사용한다. 

(나) TNO 상관관계 모델 

φ 모델식의 개요 

TNO 상관관계 모델은 실제 증기운 폭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모델은 

여러 형태의 손상에 대한 거리로 주어진다. 그 식은 다음과 같다. 

ms)= C(S)[nE]1 • 

) 1 , , ‘ 
1 , , ‘ 

( 

여기서， 

R(S) 특정한 형태의 손상(S)을 가져올 수 있논 거리 [rn] 

C(S) 특정한 형태의 손상(S)을 가져올 수 있는 경험적 상수 

[ m/J 1.:'] 

n 경협적 폭발효율(지수)， ~O.l [-] 

E 증기운의 가연성 부분에 관련된 전체에너지 [J] 

손상(S) 의 형태에 따른 경험적 상수 값을 다음 〈표 3-14)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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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손상의 형태에 따른 경험적 상수 값 

C(S)의 값 [m .1 11
] 

0.03 

손상(S) 의 형태 

건불이나 공정장치의 심각한 손상 

0.06 거주지의 정면 손상과 수리할 수 없는 건물의 손상 

0.15 상처를 줄수 있는 유리 파손 

0.40 유리파손(만의 10% 정도) 

(2) Tì\O 상관관계 모델의 가정과 제한사항 

폭발 전체에너지의 값(E) 이 ;:)/10 이j 드 E 드 ;:);<10υJ 이다. 

이 모델은 “중간”정도의 폭발위력을 가진 가연성 물질에 적용한다 

이 모텔은 증기운 폭발(실제 손상거리를 과예측한다)에 대한 보존성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이 모델은 증기운 “흐름방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모텔은 지형， 건물， 장애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Q) TNO 상관모델의 계산절차 

• UFL과 LFL 사이의 가연성 증기의 질량( i'vlj ) 을 계산한다. 

가연성 물질의 순연소열( HJ을 결정한다. 

ivl j
X Hι로 폭발의 전체에너지 (E)를 추정한다 

• R( S)식으로부터 여러 형태의 손상에 대한 거리를 추정한다. 

( 7) 분진폭말 모델 

(가) 분진폭발의 원리 

분진폭발은 가연성 분진이 공기 중에 분산되어 있고 점화원이 존재할 때 

발생한다. 그 발생조건은 연소의 개시조건과 같이 일반적으로 가연불， 산소 

및 착화원이 주어져야 한다. 특히 분진의 경우 단위무게 당 표면적(비표면 

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증가하게 되어 그 위험성이 높다. 

분진폭발이 전따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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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이 가연성이어야 하며 

• 분진이 적당한 공기에 의해 운반될 수 있어야 하고 

• 분진이 화염을 전파할 수 있는 분진 크기 분포를 가져야 한다. 

분진농도가 폭발범위 이내여야 하고 

화염전따를 개시하는 충분한 에너지의 점화원이 존재하여야 한다. 

• 충분한 산소가 연소를 지원하고 유지되도록 존재해야 한다. 

분진폭발은 1차와 2차 폭발로 나눌 수 있다. 1 차 분진폭발은 부유된 가연 

성 분진이 초기에 점화되었을 때 일어난다. 2차 분진폭발은 명형표면 위에 

축적되어 있거나 가라앉아 있는 분진이 1차 분진폭발의 결과로 분산되어 연 

속적으로 점화한다. 2차 분진폭발은 설비도쳐로 과압의 전달을 야기시킬 수 

있다. 

가연성분진은 더 큰 Impulse와 과압 지속시칸이 길므로 분진폭발이 더 느 

린 화염속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연성 증기보다 더 심각한 폭발을 

생성사킬 수 있다. 

일반척으로 분진운을 통한 화염전파속도는 1-300 %의 범위이다. 결과적 

으로 산업상황의 대부분 분진운의 연소는 일반적으로 폭굉보다는 폭연을 야 

기시킨다. 

(나) 분진폭발의 메커니즘과 변수 

분진폭발의 메커니즘은 다음 변수에 의존한다. 

화학조성 

활성화에너지(점화에너지 ) 

연소열 

입자의 분리 

입자의 크기와 모양 

입자의 표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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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
。
 

뽑
 

수
 

l 

산소의 노
 
。

난류의 정도 

많은 변수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진폭발 공정의 이론적 예측은 제한 

되어 왔다. 그러므로 분진폭발의 예방과 보호기술은 경험적 접근에 크게 의 

존한다. 

분진폭발에 대한 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화학조성 

특정한 화학그룹의 존재는 폭발위혐의 지시를 줄 수 있다 . 

• COOIJ , OIJ , NIL , NO) , C 드1\， C=N 빛 N=N 그룹은 폭발위험을 증가시 

키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C1 , Br 및 F 같은 할로겐족 그룹은 폭발위험을 갇소시키는 경 

향이 있다. 

@ 입자크기 

일반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감소됨에 따라 위험이 더 크다. 

@ 분진 농도 

양론 몰의 몇 배의 분진농도는 더 심각한 분진위험을 야기시킨다. 

@수분함량 

수분함량의 증가는 폭발위험을 감소시킨다. 

@ 난류 

가연성 분진의 난류확산은 일반적으로 분진위험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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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온다. 

@ 압력 

점화 전 분진 공기 혼합물의 초기압력의 증가는 대기압에서 점화된 폭발 

과 비교하여 증가된 합력에 영향을 준다. 

@온도 

높은(증가된) 온도에서 분진(공기 혼합물의 점화는 최대폭발합력을 감소 

시키고 최대압력 상승속도를 증가시킨다. 

(다) 분진의 종류와 주요 위험공정 

분진의 종류는 알루미늄 분진과 같은 금속 분진을 비롯하여 곡물 분진 같 

은 플라스틱 분전과 같은 유기 합성 고분자 분진이 있다. 분진의 종류와 분 

진의 위험공정을 표 3-15에 나타내었다. 

〈표 3-15) 분진의 종류와 위혐공정 

분진 종류 주요 위험공정 

알루미늄， 마그네습， 유기금속화합물， 유항， 싸이크론， 집진기， 분쇄기， 싸이로， 

망간철 공기수송건조기 동 

옥수수， 전분1 사료， 밀가루， 사탕， 어분 회전건조기， 백필터， 버켓 엘리베이터 

고무， 플바λ틱류(PS ， 페놀수지 뭉)， 
사출기， 분무건조기， 성형기， 저장빈， 

셀루로이드， 요소포름알데히드， 

셀룰로X아세테이 E 
집진기， 혼합기 

톱밥， 석탄， 핏취， 목분 동 싸이크론， 백필터 

( 라) 분진의 폭발농도와 점화온도 

분진의 종류별 폭발농도와 점화온도는 〈표 3-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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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6) 가연성 분전의 폭발농도와 점화온도 

분진 
十←)← • • 

아세틸살리실산 

알루미늄 

벤조산 

카프로락탐 

석탄(피츠버그산) 

에폭시수지 
거、디Q 초닐L 
-'- • 1'-'-

페놀포름얄데히드수지 

폴리에틸렌 

레이온 

슈가 

지리코늄 

마그네슐 

최소폭발농도[g/r낭] 최소점화온도[γ] 

ζ
J
 nu 

nu 

nU 

「
J

nu 

”” 
IJ 

nu 

nU 

cJ 

nu 

nu 

--3 

1 

7 

5 

1 

이
 

1 

1 

3 

1 

l 

2 

550 

420 

600 

430 

610 

490 

390 

450 

400 

420 

330 

20 

520 

(마) 분진폭발속도 

폭발성의 경험적 지수는 피츠버그 산 석탄 분진의 특정한 등급에 근거하 

여 폭발지수를 전개하였다. 그 식은 다음과 같으며， 피츠버그 산 석탄분전 

의 경우 표준 데이터 값을 〈표 3-17)에 나타냈다. 

폭발지수=점화감도X폭발격렬성 (1 2) 

천호J-zl-투- T ITI11l ;< E ITIl n X C mtn )의 핀흔번므찰칸탄 
μ 기 니 ( T rnin '/ E rnlll X C rlllll )의 샘플분진 (1 3 ) 

dP ( 1) r1C;i\ /←←←)의 샘플분전 
서t "，，，， 

폭발격렬성= ←」끔」← •-
• dP 

(p "''>V X ••• )의 피츠버그산 석탄 
dt rnax 

여기서， 

04 ) 

T
rnlll 최소점화온도 [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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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in 최소점화에너지 [mJ] 

Cmin 최소폭발농도 [gl rrl] 

Pmax 최 대폭발농도 [bar] 

~ 최 대 압력 상승속도 [barlsec] 
dt max 

〈표 3-17> 피츠버그 산 석탄분진의 표준데이터 

구분 표준데이터 
최소점화온도 610 oc 
최소점화에너지 60 mJ 

최소폭발농도 55 gl rrl 

최대폭발합력 5.7 bar(82.7 psi)* 

최대합력 상승속도 159 bar(2306 psi/sec)* 

* 농도 500 gl rrl에서 측정 

〈표 3-18> 분진폭발 위험도 

상대폭발위험도 점화감도 폭발격렬성 폭발지수 
o-1t흩 ~ < 0.2 < 0.5 < 0.1 

중간 0.2- 1. 0 0.5- 1. 0 0.1- 1. 0 

강함 1. 0-5.0 1. 0-2. 0 1. 0-10.0 

아주캉함 > 5.0 > 2.0 > 5.0 

Bartknecht (47)는 1-60rrl 용기의 여러 조건 하에서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최대 압력상승속도는 다음 식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추론하였다. 이 식을 

분진폭발의 강도를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일명 “3승 법칙”이라 한다. 

(뽕 ) 때X V1/3 = Kst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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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뿜 ) 111"\ 최 대 압력 상승속도 [bél.r / sec] 

v 용기의 부피 [ m'] 

K
S1 폭연상수(분진의 형태에 의존하는 ) [bar. m/sec] 

KS1의 값에 따라 분진의 위험등급 빚 위험도를 분류하는데 분진위험등급 

은 〈표 3-19)와 같고 위험도는 〈표 3-20>과 같다.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3-19) K'I 값에 따른 분진폭발등급 

분진폭발등급 K
S1 

[bar. m/sec] 폭발특성 
St 0 0 폭발 없음 

St 1 0~200 o「t송 디L 

St 2 200~300 강함 

St 3 300 이상 아주 강함 

〈표 3-20> 분진폭발 위혐도 

호lι브-Lz l」1 P m"、 [bar] K “ I [bar. m/sec] 프「곤닙 ELE 。EL二닙그L 

석탄 7.8~8.0 60~97 St 1 

그-l1프 EE크L 8.6~9.3 98~ 112 St 1 

폴리에틸렌 1. 3~7.9 4 ~120 St 1 

PVC 7.5-9.6 37 ~ 168 St 1 

에폭시수지 5.3-10.0 53~ 168 St 1 

소맥분 7.9-10.5 80-192 St 1 

유기안료 6.5-10.7 28~344 Stl~St3 

알루미늄 6.5-13.0 16 ~ 1900 St 1 ~St 3 

셀룰로이X 8.0-9.8 56~229 Stl~St2 

프~논 ~초. 7.7-10.5 83~211 St I-St 2 

PVC 6.7-8.5 27~98 St 1 

레친분진 7.8-8.9 108-174 S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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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동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진동으로 쾌적한 환경을 따괴하며， 사람의 컨강 

빚 건물에 피해를 주는 진동을 공해진동이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자연재해 

에 해당하는 지진이외에 원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발따 진동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1) 진동의 발생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진동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φ 폭발·타격 등에 의한충격진동 

@ 산엽장의 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정상진동 

@ 충격 및 정상진동이 중첩하는 진동 

이러한 진동의 특성을 표시하는데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여기서는 보 

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또한 진동측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감쇠 식에 대 

해 살펴보려 한다. 자세한 모델 식은 제 3절에 인위재해 인자별 사고 영향 

평가 기법 선정에서 서술하였다. 

진동 방지계획을 세우는 절차는 진동이 문제되는 수진 점의 위치를 확인하 

고， 수진 점 일대의 진동 실태조사(지면진동 및 초저주파음의 레벨 및 주파 

수 분석)를 하며， 수진 점의 진동이 지면진동에 의한 것인가 초저주파 음에 

의한 것인가를 판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수진 점의 진몽 규제기준을 

확인하여 측정치와 규제 기준치의 차로부터 저감 목표레벨을 정한다. 

(2) 진동레벨 (Vibration level) 

진동레벨은 1-90Hz범위의 주따수대역별 진동가속도레벨에 주파수대역별 

인체의 진동감각특성(수직 또는 수명감각)을 보정한 후의 값들을 dB합산한 

컷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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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二 VAL + w 11 dB(V) 또는 dB(H) 

여기서 \lV 11은 주따수 대역별 인체감각에 대한 보정 치로 〈표 3→ 21)과 같 

다. 

〈표 3-21) 113 옥타브밴드 진동감각 상대 Response(ISO R-2631) 

113 옥타브밴τ 보정특성수00명 =보 C정dB J 중심주파수[Hz] 수직보정 
1.0 0.50 二 • 6dB 1 

1.25 0.56 = -5dB 1.00 = OdB 

1.6 0.63 = -4dB 1.00 二 OdB 

2.0 0.71 二 3dB 1.00 二 OdB 

2.5 0.80 二 2dB 0.80 二 2dB 

3.15 0.90 二 1dB 0.63 二 4dB 

4.0 1.00 二 OdB 0.50 二 6dB 

5.0 1.00 二 OdB 0.40 二 -8dB 

6.3 1.00 二 OdB 0.315 二 10dB 

8.0 1.00 = OdB 0.25 = -12dB 

10.0 0.80 二 2dB 0.20 = • 14dB 

12.5 0.63 二 4dB 0.16 二 16dB 

16.0 0.50 二 -6dB 0.125 = -18dB 

20.0 0.40 二 8dB 0.10 = • 20dB 

25.0 0.315 = -10dB 0.08 二 -22dB 

31.5 0.25 二 12dB 0.063 = -24dB 

40.0 0.20 二 14dB 0.05 = -26dB 

50.0 0.16 二 16dB 0.04 = • 28dB 

63.0 0.125 二 -18dB 0.0315 二 30dB 

80.0 0.10 二 20dB 0.025 = -32dB 

(3 ) 등감각곡선 

진동수에 따른 등청감곡선은 〈그럼 3-15)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수직전 

동은 4-8Hz범위에서， 수명진동은 1-2Hz 범위에서 가장 민캄하다. 소음계 

에서 등청감곡선에 기초하여 정해진 청감회로를 통한 값을 소음레벨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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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진동계에서도 〈그럼 3-15>의 등감각곡선에 기초하여 정해진 보정회로 

〈표 3→ 21>를 통한 레벨을 진동레벨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수직 보정된 레벨 

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를 수직진동레벨이라 하고 dB(V)로 단위를 표시한다. 

한편， 수직보정곡선의 주파수 대역별 보정치의 툴리량 a는， 

1 드f드 4Hz 일때 a=2x 10' X f 2 [m/ s~] 

4드f드 8Hz 일때 a= 10-) [m/ 5"] 

8드f뜨 90Hz 일때 a=O.125x 10 .ix j[m/ Së] 

이므로 이를 201og( ←요τ)식으로부터 구하면 감각보정치 W n이 된다. 10 

〈그림 3-15> 진동의 등감각곡선 

공해진동은 수직진동성분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소음진동 

규제법에서는 V특성으로 계측하도록 하고 있다. 

(4 ) 진동의 영향 

(가) 감각적 영향 

6Hz에서 허리 · 가슴 빛 등 쪽에 가장 심한 통증을 느끼며， 13Hz에서 머리 

는 가장 크게 진동을 느끼고 안면에서는 볼 • 눈꺼풀이 진동함을 느낀다. 

4 -14Hz에서 복통을 느끼고， 9-20Hz에서는 대소변을 보고 싶게 하고， 무릎 

에 탄력갇이나 땀이 난다거나 열이 나는 느낌을 받고， 수직 및 수명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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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현상이 나타난다. 2배의 가해지면 동시에 

여하 
。 。(나) 생리적 

L一오르락내리락함을 심하게 음식물이 배속의 12 ~ 16Hz에서 후두계 φ 

다
 

즈
 
ι
 

ò:l δ J;..Q.. 
。 02발성에 끼고， 

증가한다. () -)소비가 호흡이 힘들고， 

맥박수가 증가한다. 

1 ~3Hz어l서 호흡기 

순환기 

@ 

@ 

。j 송t 
。 。(다) 신체적 

느끼고 2 크게 가해진 진동보다 보여， 공진현상을 심한 부근에서 3~6Hz 

증가함에 따 공진현상이 나타나지만 진동수가 20~30Hz부근에서 적으로 

증가한다. 라 감쇠가 급격히 

있을 때보다 섬하게 나타난다. 있을때가 서 。Lαl
l..Ã- ’ 공진현상은 이러한 

8 1-
t::: 공장 큰로자들이 사람이나 운전한 으

 
E 컷

 
탈
 

차량과 같은 CD 전신진동 

다
 

끼
」
 

느
 

을
 

한
 

오
 

공포감과 섬하면 느끼며 0 1-닝1- 7 1-~깅L 
닙「口 E 진동으로 L

'-

연마 디l 
7Ç 착암기·공기해머 등과 같이 

많이 나타난다. 

조선공 

손에 

광산근로자， 

사용하는 사람의 

@ 국소진동 

많이 기를 

드
。
 

피해 져
 「

므
 
응
 

( 라) 

피해는 〈표 3-22)와 같다. 조극!..;;{-l 
든츠 -, 크기에 따른 진도계와 진동가속도레벨의 

피해 

II 

〈표 3-22) 

I~ 동가속!.드 (cm/s6 ) 가속도 
지진익 명칭 I - -..... '----~.-. '1 

j 의 피아크 지 l 레벨 (dB) : 

무감(no felling) 0.8이하 55이하 I <tl체로 느끼지 못함 

미진 (slight) 0.8-2.5 60:t5 약간 느낌 

경진 (weak) 2 , 5-8.0 70土5 크게 느낌 

약진 (rather strong) 8.0-25 80:t 5 창문， 미닫이가 흔들럼 

중전 (strong) 25-80 90:t5 기물이 넘어 짐 

캉진 (very s trong) 80 - 250 100:t5 벽의 균열 

열진 (disastrous) 250-400 105-110 I 가옥 따괴 

} 격 진 (very disastrous) I 400이상 110이상 | 가옥 따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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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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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물에 대한 진동 허용기준 

진동수 범위 1-80Hz 사이에서 건물 용도별 진동 허용기준의 최대가속도 

값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3) 건물 용도별 진동허용기준의 최대가속도값(150) 

지역 시간 
연속 또는 간헐적 가속도 충격 피이크 가속도 

진폭의 실효치 (rms) 진폭 

병원수술실과 같은 주간 0.0036(51 dB) 0.05(54dB) 

중요한 지역 야간 0.0036(51dB) 0.05(54dB) 

주간 
주거지 

0.072/、I t(57dB) 0.1/、In(60dB)

야간 0.05(54dB) 0.01 (60dB) 

사무실 상시 0.14/、IH63dB) 0.2/、In(66dB)

공장·작업장 상시 0.28/、1 t(63dB) 0.4/、In(72dB)

이 표의 rms 가속도 진폭은 감각보정이 된 총합(Overal1)이며 t는 진동 

진폭시간(sec)으로 100초까지는 해당 폭로새간을 사용하고， 100초를 초과할 

때는 100을 사용한다. n은 충격진동의 횟수로 100을 초과할 때는 100을 사 

용한다. 

채 3 철 언위채해 연자별 사고 영향명가 기법 션정 

위 제 2 절의 2에서 살펴 본 인위재해 인차별 사고결과 영향명가 기법 중 

비교적 사고결과의 영향이 크게 명가되고， 사용하기 면리하며， 웅용성이 크 

고， 전산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것을 기준으로 원전 주변 유해 인위재해 인 

자별 사고결과 영향명가 기법을 선정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독생 물질 누출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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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벼운 가스 연속누출 시 거리에 따른 피해 농도 예측 

가벼운 가스의 연속누출인 경우 아래의 식 (1)이 계산이 용이하고 전산프 

로그램으로 제작된 것이 많다. 그러나 필산으로 어느 특정 농도에 관련된 

영향거리를 계산하기가 복잡하므로 유효 높이가 지표면이고 지표에서 풍하 

방향의 농도를 구하는 식 (2 )을 사용하는 것이 면리하다. 

Qð zμ 않[ -0.5 (좋rH앉P[ -0.5 (댈씀rJ 

+때[ -0.5(뽑펀rJ} 
C(X,O,O;O) = 표높깅 

(1) 

(2) 

식 (2 )에서 바람속도와 누출량을 가정하면 농도와 분산계수와의 관계만 남게 

되므로 피해를 주는 특정 농도에 이르는 영향거리는 쉽게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필산으로 영향거리를 구할 때는 (2) 식을 사용하고， 좀더 상세한 명 

가를 원하면 이러한 식들을 적용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으로 판단된다. 단 이 식을 사용할 때는 누출지점에서 100m밖에 존재하는 

지점에서의 농도에만 적용해야 한다. 100m아내의 지점에서의 농도계산은 정 

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나. 가벼운 가스가 순간 누출될 경우의 피해농도예측 

가벼운 가스가 순간적으로 누출될 때의 피해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 

우시안 퍼프모텔이 사용에 용이하고 비교적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다. 또 

한 이 식을 위주로 한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모텔은 식 (3) 또는 식 (4 )이나 지표면에서 최대농도를 구하고자 할 때 

는 식 (5)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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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exl] [ • 0.5 (~담 ) "] exp [ - 0.5 ( 놓 ) "] C jJ( χ， Y ， 2 ， t ; H F) 

(3 ) { exp [ -0.5(포띈) ~] ~ exp [ - 0.5 (보훤 ) -]} 

(4) 」←←~Q • 

(2πo x 0 、 o _ 
n 
U C ,, (X.O.O 죠 

u 

( 5) 딩\' JJ m cxp [ - 05 ( --.2땀 ) 판P[ -0.5 (소 ) ~] ι‘/' (X,y ,2 ,t ; H ε ) 

초브[λL 
'-'-- ,•• 가스 。

τ
 돼

 
다
 

Peterka)모델 Meroney ’ HMP(Hoot , t;1덴드 
~ =' 'L• 

λιol~ 
1'-분산에 잘 가스의 。

τ
 

야
 
끼
 있다. 나cQuaid)모델이 과 BM(Bri tter , 

연속적 수직으로 높이에서 일정한 지면으로부터 가스가 돼
 

모델은 뼈
 
삐
 지면에서 연속적으 가스가 。r } 돼

 
B~l모델은 적용하며 경우에 누출되는 으로 

\(m) 에서 관섬거리 모델인 경우 매
 

” n 식이다. n 더1 
....L- = 적용하논 누출될 때 로 

(6) 

있다. 구할수 식으로부터 두
 

으
 
디
 

다
 

X 
• 

상
 

m c c 

C(kg/ m')는 농
 

의
 

지
 근 

물
 탤

 

( 7) 
17 ι = C/'IJ (웰) ()(i:l (쫓) 

X어l서 3-16)과 관심거리， 〈그림 Brï tter와 매cQuaid에 의해 제시된 BM모델은 

개발되었 이용한 전산프로그램도 으
 

E 떼
 

z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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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화재 2 

복사열에 의해 손상을 줄 수 있는 거리 특정 범위나 화재 시 화재의 피해 

플래쉬화재 제트화재(Jet Fire) , 액변화재 (Pool Fire) , 형태 는 화재의 

또는 화구(Firebal1)에 따라서 다르다. 원전 주변에서 발생하 (Flash fire) 

이룰 을
 쯤

 
fire) 가 액변화재(Pool 화재는 01 독츠 

끼’‘-'-^ T 줄
 

여하。 
。 o 돋를 여 원전에 

가지가 있 바와 같이 어러 앞에서 살펴본 모델은 액면화재 것으로 보인다. 

으나 Solid Flame Radiation 모델이 계산 또는 활용하기가 용이하고 비교적 

사 크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비교척 사고결과에 대한 영향 값이 정확하며 

모텔에 의한 이 사용을 권장한다. 

피해예측계산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모텔의 따라서 여기서도 이 있다. 용하고 

연소속도 산출 

연소속도(액표면에서의 단위면적당 증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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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 ‘ 

t 
l ‘ 

(1) 액체의 비점이 대기온도보다 높은 경우 

O.OOlH 
m=-강-C ( Tb - T,) + L1Hv 

(2) 액체의 비점이 대기온도보다 낮은 경우 

(2 ) 
O.OOlHr 

m=-찮「 

나. 불꽃의 길이 산출 

연소속도 : 액표면에서의 단위면적당 증발량 。

(3) 

(1) 불꽃이 기울어진 경우 

L f = 110댄 따싫R]067× α-0.21) 

(4 ) [2g쏠xR ] 1/3 인 경우 U 능 
U 

2f.{X mx R 11/~ [ p ] l/d 

U: 

(5) 2f.{X mx R 11/~ 
[ p ]따 인 경우 U 능 

(6) 

표면방출 플럭스량(Surface emitted flux) 산출 

E 

다. 

라. 지형시계인자(Geometric view factor) 산출 

(1) 수직지형시계인자 

(가) 불꽃이 수직인 경우 

E=옳때-1[7웰]+쫓[ 씁議때-1피합않-추때-lf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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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l -})2+.x'2 , B Cl +})2+ .x'2 A 

(나) 불꽂이 기울어진 경우 

θ “ A-2 Y(1 +Xsin에 “"-__ -Li A (Y- 1) 
Y-x강in8 " π.J A’xB’ "Lω~ V B(y- l) FU=X( 

+ agr때 lr xv-( 감-1) sinθ1 +tan -lr ~mθ캡=i1 
깊능 l LaIl l ~(lft- l) xC Jî LaIl l rc J 

펴
 
때
 

(8) 

A : A -2X( Y+ l) sinθ , 

B : B-2X( Y- l)sin8 , 

C : 1 +(2Y- l)cæ2θ 

(2 ) 수명지형사계인자 

(9) 

(가) 불꽃이 수직인 경우 

Fv=웅[때 l짧그總j藍1t뻐 lV짧] 
(나) 불꽃이 기울어진 경우 

F
h
= :. tan -1, 뀔 A-2(Y+l +Xï뼈 tan -1\/ A(y-1) 
- π V Y-l 껴/ A ’ xR' l.ω1 V B ’ (Y+ l) 

+뽑[때←1[ Xff싫헌과편fl]+때←l[ sin fJX摩]]

+뽑[때 l[ XfX魔펼fl]+때 -l[ 뻐&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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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대 지형시계인자(F) 산출 

F=팩주딛h 、‘ 
l 
l I 

/ 

1 
l 
i 

--( 

바. 투과도(Transmissivity) 산출 

r= 2.02[ P þwx 끼 (1 2) 

사. 복사열량 산출 

Q= rxFxE (1 3) 

상기(13)식에서 산출된 사고 시 특정거리에 도달하는 복사 열량(Q)을 〈표 

3-24>에 제시된 피해형태와 관련해서 풀이하면 화재에 의한 피해정도나 피 

해거리를 추산할 수 있다. 

〈표 3-24> 복사열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The WorldBank: 1988)(40) 

사고플럭A 
피헤 형태 

(kW/nf ) 

사람노출 장치 손상 
60초안에 100% 치 명 적 37.5 

공정 장치 손상 
10초안에 1% 치명적 

화염없이 오랜 동안 폭로되면 나 
60초안에 100% 치 명 적 

25.0 무를 점화시키기 위한 최소에너 
10초안에 엄청난 손상 

지 
화염으로 나무를 점화시키기 위 

60초안에1% 치명적 
12.5 한 최소 에너지;플라A틱 튜브를 

10초안에 1도 화상 
i-z1:0 다1 • 

폭로시 간이 20초 이상이 

면 고통을 발생시키지만 4.0 

물집이 생기지는 않는다 
오랜 동안 폭로되어도 

1. 6 
불쾌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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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 발 

TNT나 산엽현장의 가스등이 폭발할 때 폭발사고결과 피해를 예측힐 수 있 

는 모델 중 최근까지 자주 쓰이는 것은 TNO모델， 멀티에너지 모델. Jarret 

모델 등이 있다. 이들 모델틀의 개요와 명가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과압에 의한 폭풍피해 예측 모델 

(1) Tl\O 모델 (T\T 폭발시 위혐거 리 예측식 ) 

R=k W :i 
) 1 , , ‘ 

( 

TNT가 아닌 산업현장의 위험물이나 가스가 폭발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Tl\T 

당량을 구하여 TNO모델을 이용하여 위험거리를 예측한다. 

lf7 A Hc W [ n TλT- 1000 '1 

어기서 /1, H c 는 폭발에 참여한 가스등의 단위질량 당 연소열 (kca]/kg) 이고 

(2) 

W(는 폭발에 참여한 가스등의 질량(kg) . rt는 폭발효율(전체 질량에 대한 

폭발에 참여한 질량비. 1000은 Tl\T 1kg이 연소할 때 내는 에너지 (kcal/kg 

TNT) 이다. 

(2) Jarrett 식을 이용한 피해거리예측모델 

R= kW 113 

[ 1 + ( 7000/ W) 2] l/tì (3) 

여기서 R은 폭발로 인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리 (m)이고 W는 TNT당량 

(kg ), K는 상수로 벽돌외벽 70% 따손시킬 수 있는 정도의 피해인 경우의 값 

은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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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산물에 의한 피해거리예측모델 

TX T() ":1“ 
I 견:17 

(4 ) 멀티에너지 모델을 이용한 폭발에너지 추정방법 

(가) 관섬거리와 관섬 폭발 과압을 설정한다. 

(4 ) 

(나) 관심 폭발 과압을 다음 식을 이용하여 무차원 폭발 과압으로 환 

산한다. 

6. P (.' 
n '-' =15, P s 

.1 0 
(5 ) 

(다) 폭발의 캉도플 1 ~10 중의 수로 선택하고， 무차원 폭발 과압과 

그림 3-17을 이용하여 무차원 거리를 구한다. 폭발 강도는 10이 최대 

이고， 폭발강도 7은 일반적인 폭발에 적용할 것을 권장하는 값이다. 

(라) 무차원 거리와 관심거리， 대기압이 결정되면 식 (6 )을 이용하여 

폭발에너지를 구한다. 

(6 ) 

(마) 식 (6 )에서 구한 폭발 에너지와 사고 가능 물질을 예상하여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사고 가능 총 물질량을 구한다. 이때 폭발 효율은 10% 

로 한다. 

E DV 

ßHcnr =]1,;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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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그럼 3-17) 무차원 거 리 의 함수로서 \lulti-Energy 무차원 과압 

현재 원전에서 인위재해 중 폭발에 의한 영향거리는 R = k W i (k = 18 , 

W(kg))을 사용하고 있다. 

위의 3가지 모델 즉， Tì\O 모델 Jarrett 모델， 그러고 벌티에너지 모델을 

이용하여 추산한 영향거리를 비교하기 위하여 아래 예와 같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명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 시나리오 : 지상에서 TNT 1000kg이 폭발했을 때 폭발압력 1 psi 의 과압 

이 도탈되는 폭심으로부터의 영향거리 예측 

평가결과: 

(1 )R 二 k yt'l<j (3) Muti Energy모델 

영향거리 180 m 130.8 m 127.5 m 

C 모델 (1)을 이용한 경우의 계산 

R = 18( 1000 ’ ) 二 18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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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모텔 (2 )를 이용한 경우의 계산 

R 二 14 (1000) ‘ 140 140 二 130.8 m 
[ 1 十 ( 7000 ) ;] 감 (1 +4q) (50) (ì 

1000 

O 모델 (3)을 이용한 경우의 계산 

@ 관심 폭발 과압 선정 1 psia 

@ 관심 폭발 과압을 아래 식을 이용하여 무차원 폭발 과암으로 환산. 

여기서 

f1 p 
i1 P 듀r 

!1P , 폭발 과압[psia] 

Po 대기 압[psia] 

ß. p ‘ : 무차원 폭발 과압 

따라서， 

!1 P , 」딱뜨 
14 ‘7psia 

0.068 

@ 폭발 강도는 7로 가정하고 무차원 과압 0.068을 이용하여 〈그림 

3-17)로부터 무차원 거리를 구하면 4이다. 

@ 다음 식으로 폭발 에너지 Eex를 구하면， 

Ee、 1\11 T X ÙH c x n T 

Eex 二 1000 kg x 4765 kJ/kg x 0.1 二 476 , 500 kJ 

여기서， 

끼T 사고물질 총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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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H c 질량당 연소열 [kJ/kg] 

nT 폭발 효율 인자 

@ 폭발 중심과 대상물 사이의 실제 거리 고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En Fo( 융) 

476500k] 14.7 psia x (몽 ):J 

여기서， 

Eex: 폭발 에너지 [kJ] 

R 폭발 중심과 대상물 사이의 실제 거리 [m] 

R: 무차원 거리 

Po: 대기 암 [psia] 

R = 127.5m 

명가결과 TNO모텔에 의한 영향거리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Tì\O모델은 계 

산하기 편리하나 TNT를 기준으로 한 경혐식이고 계산과정을 너무 단순화시 

키었으므로 계산결과 오차가 크다. ~lu 1 t i energy 식은 TNO모델에 비하여 약 

간 영향거리가 짧고 계산과정이 약간 어려우나 가스등의 폭발현장 상황에 

비쿄적 잘 접근하고 이 모텔에 의한 상용프로그램도 발달되어 있다. 

4. 전 동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전통은 폭발 · 타격에 의한 충격진동， 산업현장의 기 

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상진동， 충격 및 정상진동이 중첩하여 이 

루어지는 진동 등 세 종류가 있다. 이러한 진동을 측정할 때 가장 보편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계측방법은 다음과 같은 젓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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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동속도(Ve1ocity) 

V m 二 x ow[m/s] 

(2) 전동가속도(Acce1eration) 

Am 二 χ 。 ω2 [m/ 52] 

(3 ) 진동가속도레벨(Vibration acceleration 1eve1 VAL) 

진동의 불리 량을 dB로 나타낸 것으로， 

VAL = 20 10g (렇펀 )dB 
( 4 ) 거리에 따른 감쇠식 

VLr= VL ，， -8.7 λ( r • r ,,) • 20n . 102: ( ~ \dB 
ν ν -~ \ r() / 

t; ‘ : ~~‘ lι ’ 

i ‘ ! ‘ ’‘& ι , .、 t “ 

‘r 
'1 j '", λ γ ‘ 

‘ ’ ‘ g η " ~ i ..... “ ~ 1 , f 

‘ 4 ‘ 
@“/ ι; ‘ l ι; ’ 

’ ’ ’ l 

〈그럼 3-18) 진동의 거리감쇠 

지반에 전따되는 진동방지의 한 가지 방법은 진동원으로부터 이격하는 것 

이다. 이는 진동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진동레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진 

동원으로부터 1m 지점의 가속도 레벨을 기준으로 할 때 그 레벨의 감쇠량은 

〈그림 3-18)과 같으며 l-lOm 범위에서는 근사적으로 거리가 2배로 될 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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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dB씩， 4-20m 범위에서는 6dB씩 감쇠한다. 진동속도에 따른 인체 빛 구 

조물에 주는 피해정도는 〈표 3-25>와 같다. 

〈표 3-25> 진동속도에 따른 인체 • 구조물 피 해 

진동속도(m/sec) 표I 해 
500.0 건물에 큰 피해가 일어난다. 
100.0 건물에 균열이 일어난다. 

50_0 건물에 극히 가벼운 피해가 

일어난다. 

10.0 건물에 극히 가벼운 피해가 

5.0 일어난다. (사람은 건물이 무너질 듯 

2_0 한 느낌을 받는다. ) 
인체는 심하게 느끼나 건물은 

1. 0 피해가 없다. 

0.5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진동을 

느낀다. 
0.1 매우 민감한 사람이 진동을 」낀다. 
0.05 매우 민감한 진동을 느낀다. 

제 4 철 언위적 사고 영향명가 적용 사례 

앞에서 선정된 인위재해 영향명가 기법을 인위재해 가능 설비에 적용하여 

인위재해 인자별로 어떤 인자의 사고발생이 어느 정도의 손실이 있을 수 있 

는지를 가상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명가를 실시하였다. 

명가를 위한 가상사고 시나리오는 유독물질 누출의 예 2 건， 화재사고의 예 

3건， 폭발 사고의 예 3건으로 하였고 각 시나리오별 기상조건， 대기안정도， 

표면 조도， 물질의 특성 동을 최악의 사고시나리오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 

였다. 

각 시나리오에 대한 명가 도구는 앞서 제시한 명가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전산프로그램화 된 것을 활용하였다. 전산화된 프로그램은 미국 DuPont사에 

서 제작하고 미국 OSHA가 인정 한 Safer Trace V 8.2(SAFER Systems , LLC)를 

활용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의 각 인자별 적용모델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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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SAFER Trace Version 8.2의 운영 환경 

@ 윈도우 환경에서 운영， 

@ 윈도우 95 , 98 , NT 4.0 이상에서 활용 가능. 

~ SAFER Trace Version 8.2의 장단점 

@ 물질 DB 다양(800여종) . 

@ 실시간으로 위험 분석. 

@ 가스센서에서 측정된 농도 측정치로 비상조치 가능. 

@ 누출량 역계산 가능. 

@ GraJil, Report 기능 탁월. 

@ 사용하기는 간편하나 제공되는 결과값이 불충분. 

(6) PHAST(DNV사가 제작한 피해예측 전산프로그램 ) 보다 Risk Map 기능은 

탁월하나 완벽한 GIS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 

@ 피해범위 표시가 2차원 명면. 

~ SAFER Trace Version 8.2에서 적용한 각 인자별 모델 

@ 누출 및 확산 모델 (Dispersion Model) 

대기 중 지상으로의 확산누출에 대해 SAFER Trace에서는 대표적인 대기 확 

산 모델인 가우시안 플름 모델과 퍼프 모델을 이용하고 있다. 

Q 화재 오델 (Fire Model) 

화재 모델은 사고 형태에 따라 Pool Fire , Jet Fire , Flash Fire , Fire 

ball 모델로 구분한다. SAFER Trace에서는 사고 형태에 따른 구분보다는 화 

염의 형태 및 화염과 피해물의 기하학에 근거하여 화재에 의한 복사열을 산 

출한다. 

SAFER Trace에서 Fire Ball 모텔과 Flash 모델의 경우 1994년 CCPS에서 

제안한 식과 Mudan(1990)이 제안한 식을 이용하고 있다. Fire Ball의 View 

factor의 경우에는 Howel1(1982)의 연구 결과를 사용한다. Pool Fire 모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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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SPRM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화염의 형태를 사각면체 

로 제안한 Mudan(1990)의 이론도 포함하고 있다. 

@ 폭발 모델 (Explosion Model) 

SAFER Trace에서는 가합 용기 폭발 모텔과 증기운 폭발 모델을 제공한다. 

가압 용기 폭발 모텔의 경우 Baker (1 975)와 CCPS(1994) 에서 제안한 이론 

을 사용했으며， 이 모델의 경우 일반적으로 폭발 압력만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폭발을 검토하고 플래껑 액체에 의한 폭발 현상까지 계산하는 

방식을 취한다. 

증기운 폭발 모텔은 크게 1994년 CCPS에서 제안한 Multi-Energy 모델과 

Baker (1 975 )와 Strehlow (1 979 )가 연구하여 1994년에 Baker가 제안한 

Baker-Strehlow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 

1. 사고결과 피해빼측을 위한 누출사고 가상시나리오(2건) 

독성물질 누출사고는 독성물질은 염소와 암모니아로 하고 설비는 이들 물 

질을 저장중인 저장탱크로 하였다. 사고는 저장탱크에 연결된 배관이 파열 

되어 독성 물질이 다량 누출되어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하고 이 때 

각각 어느 정도의 거리에 어떤 크기의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명가하 

였다. 여기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물질왜 누출 양은 파열된 배관의 직경 

과 누출 조건이 결정되면 계산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명가를 위한 물질의 

특성， 누출 조건(상태) , 기상조건， 대기 안정조건 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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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 I 

시나리오설명 

적용표로그램 

••••••••( 
I BH관내용물의 상태 
•• • 

배관길이 

----•---------
Pipe diameter 

f--

Pipe elevation 
Release duration 

Upstream pressure 

Upstream temperature 
Substrate 

• 
temperature 

Aerosol/Flash ratio 
Air/Chemical ratio 

Wind speed 

Wind direction 
Reference Height 

Ambient temperature 

Stability 
Solar Radiation 

Humidity 
Surface roughness 

사고시나라오 I 사고 시나리오 2 
염소를 저장하는 

암모니아를 저장하는 
탱크에 연결된 배출 

탱크에 연결된 배관의 
라인 파열로 인한 

---

누출 

Safer Trace 

Source Configuration 

Gas 

10.0 (m) 

사고시나리오 I 

Source Configuration 

10.0 (cm) 
3.0 (cm) 

10.0 (min) 

3.0 (bar) 
300.00 ( 0 K) 

300.00 ( 0 K) 

1. 0 
1. 0 
대기 상태 

1. 5 (m/s) 
0_0 

10.0 (m) 
303. 15 ( 0 K) 

2.0 
300. 0 (W / m2 

) 

60.0 (%) 

3.0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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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열로 인한 누출 

Safer Trace 

암모니아( NHJ 

17.0 

33 

7664417 

Liquid 

10.0(m) 

사고 시나리오 2 

2.0(cm) 
2.0(cm) 

10.0(min) 
3.0 (bar) 

300.00 ( 0 K) 

25( OC) 

1. 0 
1. 0 

1. 5(m/s) 
0_0 

10.0(m) 
25( OC) 

4.0 
300. 0 ( W / m2 

) 

60.0(%) 
0.03 (m) 



가. 위의 분석결과 독성물질의 영향거리 

I 1 sop 1 e th 1 i m i t 
L• (ppm) 
j 1. 0 

3.0 
5.0 

〈시나리오 1)의 명가 결과 

Maximum isopleth IMaximum isopleth 
distance (m) 1 hal f width (m) 

4845. 9 822. 1 
2951.5 509.8 
2344.4 402.9 

〈시나리오 2>의 명가 결과 

Isopleth limitl Maximum isopl략，h 내략퍼굳즙opleth기 

(p쁘-). -~ 젠i걷편낀pe (m} 「 h받 f wi갤함갤) 

단뚫숲펴훨했쫓 감즌蠻검 
시나리오 1의 누출결과 lppm , 3ppm , 5ppm때의 영향거리는 각각 4845.9m , 

2951.5m , 2344.4m로 나타났으며， 최대 영향 폭으로는 822. 1m , 509.8m , 

402.9m로 나타났다. 여기서 보듯이 최대 영향거리가 lppm일 때 약 5km를 보 

여주고 있다. 

시나리오 2의 누출결과 25ppm , 50ppm , 100ppm때 각각 5537.9m , 4008.9m , 

2897.5m로 나타났으며， 최대 영향 폭으로는 738. 2m , 672. 1m , 600.0m로 나타 

났다. 여기서는 최대 영향거리가 25ppm일 때 약 5km로 앞의 누출시나리오 

(1)에서 보듯이 비솟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 사고결과 피해예측을 위한 화재사고 가상시나리오 작성 (3컨) 

화재 사고는 가연성 물질인 프로판과 사이클로 헥산을 저장중인 저장탱크 

에 연결된 배관이 파열되어 누출된 후 미상의 점화원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 

했을 때 각각 어느 정도의 거리에 어떤 크기의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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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평가를 실시하였다. 명가를 위한 물질 

의 특성 및 누출상태(조컨)， 기상조건， 그러고 대기 안정조건 등은 다음과 

같다. 

--~ ~ 사고시나리오 I 사고시나리오 2 

프로만을 저장하는 탱 [ 사이클로 헥산을 이송하는 
시나리오설명 1 크에 충전 밸브 오작동 j 배관이 부식하여 누출공이 

으로 인한 플래쉬 화재 j 발생하여 액면화재 
←←→←←냐 ----••• 1 

침 r용:팔론근렐 」 Safer Trace Safer Trace 

물질 
분자랑 (gm/mol ) 
표준비점 ( '(') 

흐짤NIr==그 

누출물질 불성치 
프로판(C3H8) 

44.1 
• 42 

74986 

} 사이클로헥산 
84.2 

Source Configuration 
누출설비 J 배관직경 :3m 배관지름:36inch 

대기 상태 
Wind speed 1.5(m/s) 

Wi nd di t、ection 0.0 
Reference Height 10.0 

Ambient tempera t ure I 25 ( C K) 
Stability 4.0 

Solar Radiation 300.0 (W/mη 
Humidity 60.0(%) 

Surface roughness I 0.0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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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s) 

0.0 
10.0 (m) 

298.15 ( 。 K)

4.0 
300.0 (W/m2 

) 

60.0 (%) 
0.03 (m) 



사고시나라오 3 

시나리오설명 
U\G이송배관에 접속불량으로 배관측면 

l 에 누출공이 발생하여 제 E화재 

적용표로그램 Safer Trace 

누출물질 물성치 
물질 메탄(CH4) 

분자량 16.0 (gm/mo1) 
표준비점 • 161 (aC) 
CAS ì\O. 74828 

Source Configuration 
누출설비 「 배관지름:24inch 

대기 상태 

Wind speed 1. 5 (m/s) 

‘\'ind direction 0_0 

Reference Height 10.0 (m) 
Ambient temperature 298.15 ( .. K) 

Stabi1ity 4.0 
Sol ar Radi ati on 300.0 (\V/바) 

Humidity 60.0 (%) 
Surface roughness 0.03 (m) 

가. 화재사고 결과 복사열에 의한 영향(피해)거리 

〈시나리오 1)의 명가 결과 

Isopleth limit 
Maximum isopleth distance (m) 

(KW/I냥 ) 

12.5 5018.4 

25_0 3662.0 

37.5 3032.2 

〈시나리오 2>의 명가 결과 

Isopleth limit 
Maximum isopleth distance (m) 

(KW/nf ) 
12.5 15.1 
25.0 11. 3 
37.5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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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의 평가 결과 

Isopleth liait 
Maxiaua isopleth distance (a) (KWI nf) 

12.5 30.6 
25.0 27.6 
37.5 26.4 

화재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플래쉬 화재 모델을 이용， 아세틸렌이 누출)시 

나리오별 화재 영향을 명가한 결과， 복사열을 12.5KW/rrf , 25.0KW/rrf , 

37. 5KW/ rrf의 한계로 했을 때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한계거리는 〈시나리 

오 1)은 5018.4m, 3662.0m, 3032.2m <시나리오 2)는 15.1m, 11. 3m, 10.6m 

〈시나리오 3)은 30.6m, 27.6m , 26.4m로 나타났다. <시나리오 1)과 〈시나리 

오 2 ， 3)의 차이가 커서 복사열에 의한 피해거리에 대한 최대한계거리가 신 

뢰성은 좀 떨어지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3. 사고컬과 피혜빼측을 위한 폭발사고 가상시나리오 작생 (3건) 

폭발 사고는 폭발성 물질인 아세틸렌， 프로판을 저장중인 저장탱크에 연 

결된 배관이 파열되어 누출하여 다량의 가스가 공기 중으로 누출한 후 미상 

의 점화원에 의하여 증기운 폭발이 발생한 사고 2건과 벤젠을 취급하는 반 

웅기에서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이상 합력으로 반응기가 따열하는 폭발사고 

1건을 가상하여 각각 어느 정도의 거리에 어떤 크기의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인가를 명가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선정하였다. 명가를 위한 물질의 특성 

및 누출 상태， 기상조건， 그리고 대기 안정조건 뭉은 다음과 같다. 이때 누 

출량 은 누출조건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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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_.-

사고시나리오 l ( 사고시나리오 2 I 사고시나라오 3 
아세틸벤을 1--:-.- ----?.,......"l ñ _1 """'7 1...:=.-1 1 

J 프로판을 저장하는( 반웅기 내의 
저장하는 탱크에 「 1 ! 탱크에 충전 밸브」이상반응으로 인해 
연결된 배출라인 ] j 

j 오작동으로 인한 1압력상승으로 인한 
따열로 인한 ) l l 증기운 폭발 l 용기 폭발 중기운 폭발 u .... I ~ I e 

「←←←←←←←←←←←←←→←

• 적용프로그램 Safer Tra밍~ __ ~~fe_l' Safer Trace 
••• ←←→ι "-

누출풀질 물성치 

물 질 j 아세틸렌 (CzHz) I 프로만( C3Hs) 
| 분자량 (gm/mol) 26. o 44.1 
’ 표준비 점 온도 ( "C ) -84 -42 

CAS 1\'0. 74862 
「←←←←←←← • 

Source Configuration 
수평형 저장 탱크 

、 직겪 3m 
( 직 경 20 cm) r~~ 

\높이 :10m) 

시나리오설명 

벤젠 (C6H6 ) 

78.1 
80 

74986 71432 

누출설비 
배관 

크
 르n
 

탱
 
지
 

、
-z
。

’ 
\// 

1
긴
1
 

m 
m 

7/ 

η
.‘υ
 
「h
J

혀
。
 
6 
2 

치
「
 이1
 

-
수
 노끄
 「←←→ 운전온도 

298.00 ( 'K) 20 ("C) 

띤t았慧￡5m 
563.15 ( , K) 

운전압력 

탱크높이 

10.0 bar 
「十→←←←→←←←→ • ~-_.-← 

35 bar 

Total mass of fuel 
that is released 

98100.0 (kg) 18000.0 (kg) 
←←셔 

Energy efficiency 
10.0 (%) factor --.- , , 

f---------"-"""-"--""----------L 
대기상태 

L5핀얀 1. 5변효L뚜」5 (m/s) 
0.0 0.0 0.0 

10.0 (%) 

Wind speed -r 
Wind direction 

Reference Height 
4mbient temperature 

Stability 
Solar Radiation 

Humidity 
Surface roughness 

+ 
10.0 (m) 

303. 15 ( , K) 

3.0 
300. 0 (W I m' ) 

10.0 10.0 (m) 
25 ('C) I 298.00 ( 0 K) 

60.0 (%) 
0.3 (m) 

4_0 4.0 
300.0 300.0 (W/m') 

60.0 (%) 60.0 (%) 

0.03 (m) 3.0 (m) 

가. 폭발사고 분석결과 과합에 의한 영향(피해)거리 

〈시나리오 1)의 평가 결과 

~→← Overpressure (psi) Maximum isopleth distance (m) 

0.3 4714_ 5 

1. 0 1281. 1 
7_0 185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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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의 명가 결과 

Overpressure (psi) 

0.03 
3.0 

fMaximum isopleth distance (m) 

8405.0 
171. 0 

125.0 7.0 

〈시나리오 3>의 평가 결과 

C~만닫띤g온F땐랜현뺨뀔뼈펀엔얀밴한딴븐 
2805. 1m 

「←펴좋￥$ 

기
 
| 
) 
] 
」1 

1 
1 
1 
1 

키
 
l 
! 
1 

」
l 
! 
j 
l 
」

• 

-‘ 
‘ , f 

• 

) 

m I ·‘ 

폭발에 의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 0.3psi , 1. 0psi , 7psi 의 과압이 도탈되는 

것을 기준으로 사고결과를 명가한 결과 최대 영향거리는 각각 4714.5 , 

1281. 1, 185.6로 나타났다. 두 번째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8405.0m , 

171.0m , 125m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 시나리오 분석 결과 최대 영향 거리는 

2805. 1m , 74.6m , 45.7m로 나타났다. 

제 4장 갇i 료르 
I느걷 L-

원자력시설 주변에서 동 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적 재해 인 

자들에 대해 관련 문헌조사， 원전부지 주변에서의 인위적 사고 유발가능시 

설의 조사 고리고 일반산업시설에서 발생한 피해가 대체로 컸던 사고 사례 

를 조사하여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위적 재해 인자를 도출 

하였다. 유해(독성)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진동， 항공기 추락， 댐 붕꾀 

에 따른 흥수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이며， 이 중 사고결과 영향이 아 

주 큰 인자는 유독성물질의 누출 • 확산， 화재， 폭발이며 그 다음은 진동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인자의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명가에 적용 가능한 기볍을 선정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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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인위재해 인자별 위험성 명가 모델은 독성물질 확산 명가에논 가 

우시안 모델과 HMP모델， 화재 평가에는 T~O SFR모델， 폭발은 TNO모델이 영 

향거리가 비교적 크고 계산이 용이하여 원전주변 위해시설 사고결과 영향평 

가에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틀 선정된 명가기법을 원전 시설 주변의 위험성명가에 적용하여 현행 

원전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전주변 위해설비관련 안전 기술기준의 타당성을 

살펴보았고， 이들 명가모델을 원전주변 위해시설 위험성평가에 적용하였다. 

또한 유독성물질의 누출 · 확산， 화재， 폭발 빚 진동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 

의 가상 사고시나리오를 작성한 후， 이들 인자들로 인한 영향피해 범위를 

분석하였다. 평가를 위한 가상사고 시나리오는 유독물질 누출의 예 2건， 화 

재사고의 예 3건， 복발 사고의 예 3건으로 하였고 각 시나리오는 사고발생 

조컨， 기상조건， 대기안정도， 표면 조도， 불질의 특성 등을 최악의 경우로 

조정하여 피해의 범위가 비교적 크도록 하였다. 이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 

은 미국 DuPont 회사에서 제작하고 미국 OSHA가 인정한 Safer Trace V 

8.2(SAFER Systems , LLC)를 활용하였다. 

각 사고시나리오별 영향범위를 분석한 결과 재해 인자별 영향거리는 0.3 

km-5.5km정도에 이르렀는데 이로 보아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km 이 

내에서의 인위재해명가 요건은 원자력시설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연구를 위한 현장실사 결과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유해 • 위험물을 

취급하는 산업시설， 유해 • 위험물의 이송시설(주유소나 저장시설， 가스 충 

전시설， 화약류 저장 시설 등) , 유해 · 위험불 적재 선박 등 원전설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위해 가능 설비가 다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위해 가능 설비는 독성물질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의 재해를 유발할 

수 있고 이러한 재해는 원전 설비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전설비는 산림과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산불이나 위험물 적재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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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의한 위혐에 노출될 수도 있다. 따라서 1차 년도에 연구된 주요 인위 

적 재해 인자의 조사 빛 인자선정， 주요 인위적 재해 인차별 영향 및 사고 

통계 조사 • 분석과 재해 인자별 영향명가 기준 및 명가방법을 기초로 하여， 

이들 인위적 재해 인자를 함유하는 위해 시설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위해 

시설을 정하고， 이들 위해 시설을 원전주변에 설치하려할 때는 적정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시설별 필요한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안 

전기준을 마펀하고， 위해 시설의 위험성을 펑가 할 수 있는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술 기준을 정하여 원전 주변의 위해 시설로부터 원전설비에 미치는 

영 향을 극소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의하여 얻어진 원전 주변의 가능한 인위적 재해 인자선정 방 

법， 원전 주변의 위험시설 현황， 사고사례， 국내 · 외 인위재해 관련 안전기 

술 기준 등외 자료는 이 분야 정책방향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 

고， 인위재해 인자별 사고결과 영향 명가 기법 선정 결과는 원전 주변의 위 

해시설 사고결과 영향명가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원전 설비 주변 위해 시 

설 설치 제한에 관한 원전 사업자 빚 정부에 대한 정책 자료 제시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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