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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t:::J 
τr 

본 연구확 목2썩은 국폐 71 판에서 수행하고 있는 증71 발챙기 판련 연구아1 대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바트워크 구성을 통해 증71 발생지 관련 자료 

정보룹 공유-함으로써 처I한된 국내 면구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아다. 또 

현재 적용중인 국대 관막융 기준의 보수성을 줄여고 보다 정확한 건전성 평 

가 기준을 확립하고자 한다. 가동중언 원자력발전소의 증가 및 가동연수의 

가에 따라 향후 우펙나라에서도 증가발생겨 세판과 판란된 문제가 반변하거I 

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여를 ul 연에 방-^1 하지 워해서는 서l판손장사건의 예방어 

나 사고판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법위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증겨발생가 연구 떼어터버l 아슨 및 펙트워크 

기술현황분석을 통환 연구 자원 관려의 효율성 확보 및 정확한 컨전성 

준의 확립이다. 그 세부 내용은 다옴파 같다. 

01 

^ 
겨 71 

F 증거발생기 자료 공유를 위한 증거발쟁 71 연구 데여터빽이스 개발 

P 연구 자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발생지 연구 네트워크 

[> 71 술현황 분석을 통한 현거술의 장 · 단점 파악 

11 1. 연구개 발의 결파 

1부 뭘가받 증거발생거 연구 답l 토춰크 개발 

증가발생가 관환 자료의 공유를 위해 합랴척연 분류체계에 따략 자료를 분류 

한 후 어를 데이라꽤이스화하였다. 또한 증거발생기 연구 함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자원와 효율성을 져l 고하였다. 야를 위해 디자털 신경망 시스템 (Digital 



Nervous System: DNS), 지 식 관리 시 스 템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그리고 3-계층 구조(3-tier architecture)와 같은 웹 기술을 응용하였다. 

2부 증기발생기 기술현황 분석 

증기발생기에 관련된 기술 현황 분석 및 사례 조사 등을 위해 증기발생기 협 

의회를 포함한 국내 · 외 기술 자료를 분석하였다. 현재 증기발생기 세관의 파 

손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학적 평가식들과 여러 나라에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체보수기준에 대해 기술하였다. 

I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b 증기발생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시스템으로 활용 

[> 증기발생기 관련 종사자 간의 협업 도구로 활용 

P 관련 가술 현황 자료의 지속적인 취합을 통한 전문지식 관리 셔이트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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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영 CJ 
a.L 요 약 문 } 

Establishment of Database an강 Network for Research of 

Steam Generator and State of the Art Technology Review 

A significant number of steam generator tubes are defective and are 

removed from service or repaired worldwidely. This wide spread damage 

has been caused by diverse degradation mechanismsJ some of which are 

difficult to detect and predict. Regarding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a1so, the increase of number of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and 

operating periods may result in the increase of steam generator tube failure 

. So, it is important to carry out the integrity evaluation process to prevent 

the steam generator tube damage. 

There are two objectives of this research. The one is to make database 

for the research of steam generator at domestic research institution. It will 

increase the efficiency and capability of limited domestic research resources 

by sharing data and information through network organization. Also, it will 

enhance the current standard of integrity evaluation procedure that is 

considerably conservative but can be more reasonable. 

The second objective is to establish the standard integrity eγa1uation 

procedure for steam generator tube by reviewing state of the art 

technology. The research resources related to steam generator tubes are 

managed by the established web-based database system. The following 

topics are covered in this project: (i) Development of web-based network 

for research on steam generator tubes and (ii) Review of state of the art 

technology. 

• ’11 -



1. Development of web-based network for research on steam generator 

tubes 

The database management system has been developed by discretizing all 

research resources according to reasonable category. Thereby,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efficìency of access to the research resources by establìshing 

research network on steam generator tubes. For the constructìon of the 

system, Digital Nervous System(DN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and 3-tier architecture system were utilized. 

2. Reγiew of state of the art technolog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he art technology, a 10t of technical 

resources from ANL, EPRI and other renowned research institutes have 

been reviewed. Based on these technical review, the current key engineering 

estimatìon schemes for the prediction of failure pressure and alternative 

repair criteria wer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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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I 부 

웹 71 반 증가발챙기 연구 네트워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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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국내 자동중안 원자력발전소의 운전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거발생 71 세 

관띄 노후화로 안환 건전성문제가 중요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륜허， 2002 

년 4월 울진 4호치에서 발생한 증71 발생 71 세관 파단사고(Steam Generator 

Tube Rupture: SGTR)로 언하여 다량의 원자로 냉각수가 2차계통으로 누설 

되었으며， 사고의 조치과정 중에 많은 문제점들야 노출확어 사회문제찮 된바 

있다. 

증기발생 71 서1판에서 발생하는 결함은 발철소 및 종71 발생 71 형태여l 파라 

차야가 았기 때문에 하나와 원언여 밝혀졌다고 해서 일괄적오로 모든 원자 

력발천소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증거별생기 세관와 건전성은 설쩨， 채 " 

사， 사험， 운영의 전 단계에 걸쳐 다중적이고 삼총적언 분석과 평가가 。I

루어졌을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았다. 운전중 문쩨점에 대한 평가와 이헥 대 

한 설계 반영 셰관 젝작파정(제작 설치 확관 용점 등)에서의 타향성 확언 

과- 품질의 확인， 수압시혐 몇 와전류검사(Eddy Current Test: ECT)를 통한 

건전성 확연 몇 ECT 선호에 대한 전푼가 평가， 수질관리 및 슬러자 저캄， 

운전 조건확 개산， 누설감지 방안의 신뢰성 확보 등 여러 분야획 종합적인 

첩 φ} 에 대 바탕으로 셰판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우랴나라 전체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기간은 약 180 Rx-Year로서 충 

분한 운영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벼， 국냐}의 원자력발전소 설계， 검사， 

영， 규제， 연구 얀력 자원도 제한되어 았다. 아러한 국내 현황을 고려해 볼 

때， 국패 가관어 수행하는 증가발생기 관환 연구에 댐하여 더1 아터떼야 

(database)를 구축하고 야를 네트워표로 연결하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채한 

된 국내 연구자원의 효율성올 제고하는 일아 필수적이다. Fig. 1. 1은 증자 

생겨 혈구 폐트워크 구성과 각종 데야려버I 야스 정보;댐공여l 판한 7M 볍을 나 

타낸 첫으로， 웹 (web)겨받 청보;갱}공 포털 사야트와 구축은 n웹우 중요환 일 

언삭되고 었다[1] 따라서 증가발생기 연구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하 

나의 더}이터베어스로 구축한다면， 증71 발생거 서I관의 설계부터 보수작업예 

반되는 모든 활통어l 중요한 자료로 활용훨 수 있다. 또한 웹 71 반 포털 사 

이트를 통해 증기발생거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오로서 검사 및 보수 · 

정벼 기술력 향상에 드표거I 거얘할 수 있다. 

끽
 

V 



1.2 딴구목적 필 내용 

가동종연 원자력발전소의 증가 및 가동년수의 증가에 따라 향후 우-라나라 

에서도 증가발생기 세관과 판련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었으며 이 

ul 면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l판손상사건와 예방여나 사고관리를 효율적 

행확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증기 

발생가 판련 연구애 대한 데이터베이 구축하고 너1 워크 구성을 통해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채한된 국내 연구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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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configuration of 'Steam Generator Network' and conceptual 

design of web-based information system 

R 

녕
 



2. 짧기반 증기발생가 혈구 네트워크 

2.1 깨요 

웹 71 반 증71 발생가 연구 네트워묘는 관련 :A}료 및 정보와 효과적언 공유 

와 한정된 국내 연구 자원의 효율성 채고를 고려하여 설쳐I하였다. 떼를 들 

어， 증가발쟁 71 곡훈련 회획 몇 심포지염 자료， 자술 현활 분석， 보고서 그려고 

등의 수많은 자료가 한 사스템애 었다하더라도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 

실만으로는 그 이상의 가치틀 추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자 그잣을 자유 

거l 여용할 수 있는 환경어 마련된다면 정보의 가치는 극대화될 수 있다. 

어렇게 자유로운 청보 교환의 환경이 마환되면， 증가발생지 관현 종사자 

71 술자， 규제자， 연구자 그라고 제작자 사여의 의사소통이 충분하게 아루어 

져 연구력 몇 연구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컬 수 었다. 이려한 목표를 달성 

하기위해 본 연구에서는 웹야라는 방법혼 및 도구를 사용하였다. 웹 혹은 인 

터넷(intemet)아라는 환경은 공7헤적이고 무제한적。l 다. 웹 환경에서 사용자 

시간과 공칸와 체약없여 서스템에 첩근할 수 였으며， 홍시에 별 

램의 설치없이 서스템의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시스템의 개념 설겨f는 디 A1 털 신경망 서스렘 (Digital Nervous System: 

DNS)과 져석 관라 시스템(Knowledge ManagementSystem: K1VIS)을 바탕 

셜계하였다. DNS와 KMS는 정보띄 접근성 활용성 그랴고 신뢰성 

여 71 워한 7n 념으로，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가 목적여다. 야 

러한 DNS와 KMS의 개념 및 목척은 셔스템에 대한 선뢰성과 당위성을 얀 

;성받아 활발하게 도업여 이루어지고 았다. 또한 증가발생겨 연구 벼트워크의 

사스템 구조는 3-계층 구조(3-tier architecture)를 가본으로 설계하였다. 

껴1층 구조는 데야터베이스틀 71 농별로 훈싼사컴으로서 시스템 성능을 극다} 

화할 수 았다[2，컴. 

2.2 ^I 스텔I 설 계 

2.2.1 c.t ÃI 털 산경망 ̂I스템 

DNS 개념은 시스템 설계를 위한 프로세스(process) 자원 도구여다. DNS 

u}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벌게야츠(Bil1 Gates) 회장어 처음으로 주 

창하였다. DNS는 ‘언체의 산경조찍과 같아 민감하고 유거적연 채겨1 ’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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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DNS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μ-6] 

첫째， 정보의 

하에서 증가발생자 

유도하여 신뢰성 

종사자들은 연구 네 

생산한다. DNS 개 
중심으로 유기척인 

계에 놓이게 된다. 야렇게 되딴 판련 종사자들 사이와 정보 교환은 자연스럽 

게 이루어지고 단계적으로 정보악 표준화도 이루어점에 따라 신뢰성은 점점 

아진다. 

둘째， 정보의 접 

서 개발한 증가발생기 

하파 있다. DNS의 시 

정보가 있을 경우에 접 

해 주고 자유로운 

이 가능하다. 

보장함으로서 정보의 향상시킨다. 본 연구에 

네트워크는 웹 혹은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사용 

이 바로 웰。l 다. 웹 환경은 사용자가 원하는 

보징-한다. DNS는 정보에 대한 접끈성을 보장 

만들어 줌으로서 져속적인 정보의 질적 향상 

셋째， 정보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 

것은 여랴 가지 의머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아 단지 모든 사람 

이 같이 볼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어상의 것을 생각해 볼 때 새로 

가치를 창출할 수 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인간은 정보룹 찾을 

때 특정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성은 정보자 생성될 때 가지고 

있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도 았으나， 그렇자 않을 수도 였다- 이렇게 

DNS는 정보를 공유함으로서 많은 새로운 가치 여를 

넷쩨， 신속한 정보의 

DNS에서는 구성원 사야의 관계성 

적 인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다. 

해 환경변화에 대한 대 

‘인체의 신경조직과 같이 

변화에 대한 인체의 

다
 가
 
하
 
확
 
변
 

킨
 

유
 
감
 
소
「
 
ZT 

사
 고
 민
 
신
 
느L
 

샘
 하
 ZT 

XT 

하
 

한
 

、
감
 아
 
아
 
변
 

다. 만약에 한 개인이 정보에 대한 욕구각 발생되었을 utl , 여 

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라로 DNS이다. 이는 인간으로 하여 

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켜 

때， DNS은 ‘안간이 사고하고 행동하고 반용하고 개선하는 

행워에 도움을 주는 고급 뎌지털 프로세스(digital process)’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DNS는 KMS와 협업체계의 구축에 알맞은 프로세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증거발생기 네트워크에 이 

발하였다. 

DNS 개념을 충분히 고려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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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xl 식 관리 ̂ I 스탬 

언간은 힘청나거} 많은 양의 정보 및 지식틀과 함꺼l 공존하며 짤고 있다. 

그려나 자션여 원하는 정보들을 원하는 때 적재적소에 투업할 수 없다면 그 

것은 φ1 ul 활용자치가 없는 정보나 지식이 된다. 1쇄1S는 이려환 펴I단올 해 

하7l 위환 도구로 최근에 각광받고 였다. 자식관려는 ‘개개얻의 지석을 체 

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작내부얘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01룹 적기에 펄요한 

사람에게 저I공하여 조직의 ^l 능 향쌍 몇 자치를 퓨대화하논 것’으로 정의 

다. 따라셔 KMS란 지식판려를 가농하거l 혜주는 도구이다[7-11J Fig. 2.1은 

어랴한 개념을 나타댄 것이다. 

지석관랴와 개념 찢 목적틀 중에서 본 연구외 목적올 달성하지 위하여 사 

스템 설계사 몇 가져 

하여 지삭관려의 

도업하였다.증거발생지 

을 잘펴 보띤 다음과 같다. 

구 네트워표와 련 

첫짜， 지식확 수요따 꽁답의 연결어다. KMS의 처음 단계눈 필요로 하는 

Ä1 식을 사람에체 제공하는 것어다. 이려한 지삭의 수요와 공급의 일치는 자 

삭을 공유하고 활용하여 지식의 생산성올 극대화한다. 

둘째， 지식 공통체 활성화를 통해 조직와 지풍을 높얀다. KMS는 시스템 

여용하는 二규정원간의 활발한 지식 교류를 통하여 구성원의 지적 능력 혹은 

연구 역량을 강화서킨다. 

셋째， 신지식울 창출한다. 인간만이 가천 능력 증 하나가 바로 창의력이다. 

KMS는 지삭 공유의 장일 뿐딴 아니라 기존의 지식올 벼탕으로 새로운 져 

식을 창출하는 장이겨도 하다. 이를 통혜 ̂ l 식 혹은 연구자원의 효율성은 

대확된다. 

2.2.3 3-폐 훌 구조 

웹 71 반 사스템은 사용 더!101 터 용량과 통사 접속 사용자 수에 따랴 최상으}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철한 구조가 선택되어야 한다. 아려한 사스템 

조에는 크거1 2-계층 꾸조 3-계층 구조와 여랴 셔벼룹 셔용하는 다계 

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계층 구조는 가장 71 본적언 서벼-플라여언 

( server-client) 구조를 의 u1 하는 것 으로 서 버 에 서 모툰 더Il01 터 의 차 려 와 

랴여언토와의 통신을 통사에 수행하게 된다. 여러한 채충 구조 사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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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량 태이터 통씬 서벼에 적합하다. 3-계층 구조는 데이터서벼-통신서버

플라이언트로 구성되어 았으며， 대용량 데이터 처라 및 안정적안 통신환경을 

유지할 수 었다.3-계층 구조는 현재 가장 효율적안 시스템 구조로 인정받아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았다. 다계층 구조는 3-계층 구조를 확대한 것 

방대한 양의 더l 이터 저장 처리가 가능하며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을 경우 이 

분산시킬 수 있는 계층구조이다[1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증가발생기 연구 네트워크의 시스템 구조는 안정성 

고려한 계층 구조로 설계하였다. 이 구조는 Fig. 2.2에 보는 바와 같이 크 

게 웅용 프로그램 와 그래 픽 사용자 인터 패 이 스(Graphic User Interface: 

GUI)를 담당하는 표현(presentatìon) 계층，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정보흘 논 

리적으로 처리하는 응용(application) 계층 그리고 데이터를 져강하거나 저정

됨 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data) 계층으로 

성된다. 3-계층 구조는 시스탬이 다소 복잡하고 기술 개발과 1:11 용적인 

에서 다른 구조에 비해 다소 부담이 었다. 그랴나 서스템의 확장성이 좋고 

네트워크약 부하를 줄알 수 았으며 서벼띄 유지보수가 용야하여 현재 거의 

모든 사스템에 적용되고 았다. 

2.3 시스템 개발 

본 딴구에서는 DNS와 KMS의 게념을 바탕으로 계층 구조확 증71 발생 

겨 연구 네트워크를 개발하였다. DNS와 KMS는 증71 발생겨 관환 종사자들 

묶음으로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써로운 지식을 

있는 프로세스를 제공한다. 또한 3-계층 구조는 이러한 정보와 지 

식의 공유 및 연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물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다. 

Fig. 2.3은 DNS의 7TI 념을 바탕으로 증가발생각 연구 페트워크확 개념 

나타댄 것이다. 그럼에서 나타댄 l:l}와 같이 증거발생기 연구 네트워크는 

기발생가 관련 종사자 즉， 규제자， 연구자， 설계자， 현업 종사자 그리고 관리 

하나의 유기채로 결합시킨다. Fig. 2.4는 KMS의 개념으로 개발한 증 

가발생기 관련 자료 및 정보들의 프헤엄 워크(frame work)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정보 및 지식의 공유와 연구 자원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앞에 언급한 목적을 처l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지식 관리 체객!1 (knowledge management process)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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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개발된 지삭 관려 체계는 Fig. 2.5애 냐타내였다. 마지막으로， 증거 

발생기 연구 랴}트워크획 목적에 잘 부합하도록 3-계층 구조를 적용하였요며， 

개발된 사스템 구조눈 Fig. 2.6에 나타내였다. 

발생거 연구 네트워크악 레이아웃(Iayout)은 전체적으로 상단과 하단 

으로 나누었으며， 상단에는 머1 얀 메뉴를 하단에는 각 머l 뉴별; 나내용여 보야 

록 설겨}하였다. 그리고 하단와 경우는 다사 좌단과 우단으로 나누었으며， 좌 

단에는 서브 때뉴를 우단에는 살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제공될 정보틀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구성 하였다. 

종71 발생 71 연구 네트워크의 사소템 환경은 려녹스(Linux) 운영채제 

(Operating System: OS)틀 71 반으로 아파쳐 웹 서 버 (Apache web server), 
MySQL 더l 여 터 버} 야 스 판랴 시 스 템 (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사용하였략. 또한 시스템 개발올 위한 언어논 PHP(Professional HTML 

Preprocessor)를 사용하여 다른 사스템 요소들과의 완벽한 호환성을 바탕으 

셔스템 성능올 최적화하였다[13-19] 증가발생거 연구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야 6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p 연구협와화 소7꺼 

P 정례회의 및 심포지혐 

p 연구협확회 수행업무 

P 일반차료설 

P 

F 게사판 

2.3.1 연꾸협의화 소개 

협구협의회 소채 머l뉴에서는 증거발생자와 판환된 국내 • 외 삭고사려I 

연구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종겨발생 71 딴전성 제고플 목적으로 설립된 증 

가발생거 연구협의회의 목척과 설립 추진경워 회칙 그려고 연구협의회 구성 

혜 관한 내용을 보여준다. 특허 연구협의회 구성엑서는 증거발생겨 연구 분 

야의 처l계와 이와 관련한 회원사를의 역할 분담 상황이 잘 나타나 었다. 따 

라서 관련 종사자플은 연구협의회 너l토워크에 접속하는 것 현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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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구현 

추진경위에 대 

수 있다. Fig. 2.7은 증기발생기 연구협의회와 

제공하는 화면이다. 

2.3.2 정혜회의 및 심포:XI 엉 

등록하고 공유할 수 

운전 그리고 규제에 관한 정보 JR환 및 토론을 위 

하고 있다. 증기발생기 연구협의회 정례화의와 안 

이다. 여들 행사옛서는 국내 • 외 증71 발생 71 관련 자료 

정례회의 및 심포지엄 떼뉴에서는 행사에서 제공되 

거나 발표된 많은 자료들을 관리하여 좀 더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 

다. Fig. 2.8은 정례회의 자료가 등록된 화면으로 웹 상에서 손쉽쩌 자료를 

하였다. 또한 심포지엄 자료 역사 프로그램 진행 

사용자는 쉽게 자료 겁색융 할 수 있다. 

증기발생기 연 

고 증기발생가 관련 

하여 정가적언 행 

의회에서 연구협의회의 인 운영 내용을 토의하 

전성 삼포져엄이 

발표하고 

순서에 따라 자료를 정리 

Fig. 2.9는 섬포지염에 판한 화변을 나타낸 것이다. 

2.3.3 면구협의확 수행업 

발생기 협의회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크게 3가지로서 울진 SGTR 

, Tech. Tree{기술연관도) 및 기술현황 분석， 데아터버l 이스 관리가 였다. 

SGTR 분석은 울진 4호기 SGTR 발생 원언 분석， 

내용으로 한다. Tech. Tree 및 기술현황 분석 
정비， 운전 및 감시， 수화학 수질， 손상평가 그리고 규제， 이 

대한 분석 철과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았으며 데이터베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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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정비， 운전 및 감시， 수화학 수질， 손상평가， 규제， 일반자료， 연구자료 

그려고 일반 증기발쟁거 현황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었다. Fig. 2.10에서 

나타낸 것처럼 벙-대한 자료를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한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2.3.4 일반져릎설 

쩨뉴는 증기발생기 관련 일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 

이스화하였다. Fig. 2.11에셔 나티-낸 것처럼 모든 자료들은 정해진 체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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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외 보고꺼내를 비롯하여 

포함한다. 

2.3.5 토론방 및 거lλl 판 

NRC(N ational Research Council)자료 

증거발생기 연구 네트와크는 종71 발생가 관련 종사자틀을 하나의 네트워 

크 상에 연결함으로서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려할 수 였다. 토론방 및 

게사판 메뉴는 여랴한 역할올 충실하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원 사이의 의사 

소통 활동을 지원한다. 증거발쟁 71 연구협의회 회원을 포함한 관련 총사자들 

운 자료， 정보， 자삭 그리고 확견물을 교류함으로서 새로운 아야디어 혹온 

지석올 창출할 수 있다. Fig. 2.12는 개발된 토론방 및 자l시판 화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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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Fig. 2.1 The concept of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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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The configuration of 3-tier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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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즙기발쟁기 얻펀푼현큰 

Fig. 2.3 The concept of DNS(Digital Nervous System) 

중jI렐플건훌-7.1 면쿠 l펜트웹크 l 

지삭공유 
. 

l 정례회의 

• SG 안전성 심포지엄 
톨 토론방 

• 공지사항 
• 재시판 

• Tech. Tree 및 기술 
현황분석 
• Database 
1 옳진 SGTR 분석 
l 일반 자료실 

Fig. 2.4 The frame work of the network for research of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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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중:1)발쩡71 면구 1렵트워크얘 저장 

증겨발쟁71 언구협의확 구성원견 공유 

Fig. The knowledge management process of the network for research 

of steam generator 

Fig. 2.6 The 3-tier architecture of the network for research of ste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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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연구에서눈 증가발생 71 관련 자료 및 정보룹 효과적으풍 공유하고， 한 

정될 국내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라하71 위하여 증가발챙 71 연구 너I 

워크를 채발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널리 이용되고 았는 웰 가술틀을 도업하 

였으며， 그 써부 내용온 다음과 캄다. 

(1) 디자털 산경방 시스템과 지삭 관랴 셔스템 ::l-라고 3-계층 구조의 채냄 

바탕으로 증71 발생가 연구 네트워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2) 증거발생거 관련 자료 및 장보의 효과척인 풍유를 위해 데이터베여 

구축하고 그 내용을 웹을 똥해 셔 B1스하였다. 

(3) 증가발생겨 관련 연구 자원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워크를 구축하였다. 

- 23 -

벌챙기 연구 네트 



참고문혈 

[1] 강석철， 송명호， 김홍71， 강성씌， 1999, “원전 증가발생거의 딴전규제 거술 

보고서，"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 

짧] Choi, ]. B., 2003, "Development of an Intelligent Plant Maintenance 

System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Plant IT 2003 Conference 

[3] 이상만， 서형원， 한성호， 최채붕， 김영진， 2003,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거반 사이벼 플랫폼 개발" 쩨 10화 원천 자 71 건잔성 샘포지엄， pp. 44 

5--464 

[4] ''http://www.microsoft.corrνbil1gates/ speeches/ china/’'pdc.asp" 

[5] ''http://www .microsoft.corrνlhillgates/ speeches/CEOSumrnit/CEOBil1.asp" 

[6] Bill Gates, 1999, "BUSINESS@THE SPEED OF THOUGHT USING A 

DIGIT AL NERVOUS SYSTEM," 청 림 출판 

[7] 노나카 어 쿠지 로， 1998, “지 식 경 영 " 앞서} 가 북스 

[8] 이종규， 2003, “차세대 KM전략，" KMS Korea Conference 2003, pp. 

41--64 

[9] 김 판 영 , 2003, “KM with Collaboration," KMS Korea Conference 2003, 

pp. 137 --168 

[IO] 짚 2003, “KMS 신기술 동향과 MS약 전략，" KMS Korea 

Conference 2003, pp. 347 --358 

[11] 전종홍， 2003， “공공분야의 KM 활성 

Conference 2003, pp. 395 -- 462 

위하며，" KMS Korea 

[12] 최 71 홍， 2001 , “웹 71 받 예방 보전에 판한 혈구，" Joumal of the Korean 

Institute for Industrial Safety, V 0 1. 16, pp. 213 -- 217 

[13J 협성천， 2002， “랴붐스 웹셔벼 호스링 구축과 보얀" 대렴 

[14] 박성 수， 2002, “ 려 서버관려 바야 ’수펙유져코려아 

[15] 노규남， 2001, "Apache . web engineer professiona; ," 정보문화사 

[16] 박성수， 2000, “아효과쳐 호스팅 사업" 한렴미디어 

- 25 -



[17] 정 양웅， 2002, "PHP & MYSQL," 기 한재 

[18] 여 영 무， 2002, "PHP4," 가메 출판사 

[19] 이승혁， 2001 , “PHP4 웹프로그래밍 가이드" 마이트 Press 

- 26 -



제 2 부 

종가발챙기 기술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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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1:10 경 

1978년 고려 1호가가 최초로 상업 가동된 이후 2004년 2월 현쩨 국내 상 

업 자동중안 원자력발천소는 1971 로 국내 총 발전량 대바 약 43%룹 71록하 

고 였다. 가압정수로 원자력발전소는 크거1 1차겨}통과 2차계통으로 분류되며， 

1차계통의 주요 기가로는 원자로 증거발생가 거압71 원짜로 냉각쩨펌프 

야 았고 2차겨I통은 터빈， 발전지， 복수가 및 각종 펌프들로 구성된다. 어풍에 

서 증가발생기는 i차 냉각계통으로부터 2~} 냉각계통으로 열올 전달하는 열 

교환기이며， 그 주요부품인 증가발생 71 세관의 열전달면적은 전체 1차 압력 

계의 50% 이상을 이루고 었다. 세판이 파단될 경우 1차측으로부터 2쳐측 

으로 방사성물질을 함유한 냉각재가 흘러나와 대 71 확산 및 주변 환경의 

염을 유발사킬 가능성여 었다[1，2] 따략서 방사능 차단막으로셔의 가능음 효 

파적으로 수행하려면 셰판은 그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돼야 한다. 

증71 발생 71 는 적체는 약 3，3007R 에서 많께눈 약 8，3007R 의 U자형 서} 

어루얘져 있으며 증가발쩡거 세관의 벽두께는 약 1~2mrη이다. 어려한 

발생 71 세관은 1차측 옹력부작균열(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PWSCC), 2차즉 응력부식균열(Outside Diame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ODSCC), 피 팅 (pitting), 펜 팅 (denting), 프E 력J1=경 따모 (fretting wear) 

등과 갈은 다양한 열화겨우에 의해 결함아 발생하는 것으로 얄려져 있 

1:11 파펴검사(Non-Destructive Evaluation: NDE)를 수행하여 결함이 발견된 

우， USNRC(U. S ‘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의 Regulatory Guide 

1.121 [3]파 ASME(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Sec. XI, IWB 

3521. 1[4]애서는 λ~l 판의 중요성을 감딴하여 서1관 벽두께7} 40%이상 감육띈 

경우에는 해당 서}관을 보수하도확 균청하고 있다. 그러나 증거발생거 셰관 

두꺼l 에 끈거하여 USNRC에서 사용하고 었는 현찌의 판막음 71 준은 륙청 

열화가구 및 서l관 손상위치에 대해 ;q 나치제 보수적연 것으로 알려져 았다 

[5,6] 이러한 아유 때문에 참픈에는 결함의 유형과 위치에 따라 서로 다흔 71 

적용책는 증가발생겨 결함고유관라 (Steam Generator Defect Specific 

Management: SGDSM) 개녕 ó1 쩔차 확산되고 았으봐， 대체 관막음 71 

(A1temative Repair Criteria: ARC)을 7R발하71 위한 연구가 활발핵 전행되 

고 있는 추세야다. 

지금짜자 대체관막음 거푼 7R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았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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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7] 등은 소성붕파이론(plastic col1apse theory)파 파단전누설(Ie삶 before 

bre빼) 개념에 기초한 대체관막음 겨준을 제시하였으며， Comet[5], Gonnan[6] 

증가발생기 세관얘 축방향 판통균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걸야가 

값 이하야면 건전성에는 푼제가 없음을 입증하였다. 

국백의 경우 고랴 1호71 및 

해 증거발생지를 교체하거나 

의 경우에는 1978년 여후 

1, 2호기에서 증가발생기 세관 문제로 언 

전 중 감시를 강화한 바 있다(2페. 고리 1호가 

발생 71 세관에서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71 준에 따라 관막음을 수행하고 열부는 슬리병 풍의 가출을 이 

하여 재생하였으나， 결국 판막음 제한치에 접근하게 되어 1998년에는 증가발 

생기 2기를 새로운 채품으로 .ill제한 바 었다. Frarnatome이 제작한 울진 1, 

2호거도 많은 결함이 보고 되고 있으며 현재 그 교책여부를 검토할 단계까 

지 이른 것으로 알려져 았다. 그러나 아직까자 원자력발전소 가동조건인 

식환경에서 결함어 촌지}하는 세관확 파손거동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설정여다， 

한， 국대 증기발생기 관판 상단의 확판부위에서 2차측 원주방향 응력 

식균열이 발견되어 현안 문제로 대무되고 았다. 2001년도에 수행된 영광 

기의 제 5쳐 계획예방정비사에 357TI 의 ODSCC가 발견되었고， 울찬 3호기의 

Aìl 3차 계획예방정벼시에 6개의 ODSCC가 발견되었다‘ 어려한 2차측 응력부 

식균열에 의한 관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았는 추세여다- 그려나 현채 

된 원주방향균열에 대해서는 공학적 평자없이 관보수를 수행하는 것 

원칙으로 하고 았는 실정이다. 

1.2 연구복적 및 내용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음 기준은 특정 열화가구 및 세관 손상위치 

애 대해 져나치게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켠구의 목적은 

관막음 기준의 보수성을 줄어고 보다 정확한 건전성 평가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현재 기술의 장 · 단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룹 위해서 현재 증겨발생 

71 세관의 파손압력을 예측하기위챔 사용되는 공학적 평가삭틀을 거술하였 
으며 현재 여러 나라에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대체보수지준에 r:J1해 지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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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가발챙기 셰관 파손모댐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응력부식균열， 고주거 피로， 프려l 팅 마포 

등의 다양한 열화가구에 의해 서l관파열이 발생한 바 있다. 세판야 파열될 경 

우 1차측으로부터 2차측으로 방사성물질올 함유한 냉각재가 흘러나와 방사 

누설 저l 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였다. 또한， 몇 채의 서l관여 동λ} 에 파 

될 경우에는 1차측 냉작계통이 감압되고 노섬이 용해되는 원인아 될 수도 

였다[1] 그러므로 사고조건 하에서 안정성 확보플 위하여 서1판와 파열압력 

(fai1ure pressure)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랴고 할 수 았다. 증가발생가 

세관펴 파손모E는 소성붕펴 (plastic collapse)어며， 한껴l하중볍을 사용하면 

소성붕괴되는 하종을 찰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1걸려 알려져 었다[허. 또한， 

정상운전 및 111 상운전 조겸하에서약 증71 발쟁 71 서l 판와 재료 거통에 미치 

온도에 의환 영향은 u1 약한 것으로 알려쳐 있다[1어. 본 장해서는 관통균열파 

표면균열이 존재하는 증기발생지 서l판에 대한 파혈압력 예측을 위한 식 

검토하였다. 

2.1 건전 책관 

철함이 없는 증71 발생 71 쩨관(unflawed tube)의 불안정 연성파괴를 알으커 

는 압력 Pb는 알반적으로 다움과 같은 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았는 것 

알려져 었다[1이. 

P b = σfL핵+폐 (2.1) 

여겨서， 확는 유통응력 ， t는 관두쩌t Ri은 세관약 1뀌반경아다. ζl려나 증가발생 

가 세관과 같야 t/Ri가 작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다f 처l 하여 사용활 

었다. 

P 1.= 효표 
b- R 

C셔 71 서 ， R은 서I판의 평균반경여벼 짝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한다[껑 

σf= k( σ y+ σ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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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식으로 정와 

(2.3) 



여기서 ， ay , au는 각각 항복캉도와 인장강도01 다.k는 실험을 수행하여 구할 

수 있는 상수이며 증가발생겨 서l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0.5와 0.6 사이의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결함이 없 안정 연성파괴를 예측할 수 있 

바 있다[11] 

Svensson은 다 

음과 식을 제 

Pb=K(n) σ uLn( 1 +옳~) (2.4) 

여기서， 

總
-쩌

 

m 
(2.5) 

n: mean hardening coefficient 

e = 2.71828 

2.2 축방향 균열이 존째하는 세판 

2.2.1 축방향 판통균열 

증가발생기 세관과 같이 파손모드가 

괴되는 하중올 구하기 위해 일반적 

볍 축방향 판통균열을 

같은 식을 사용하여 계 

붕괴일 경우에는 써판이 소성붕 

한계하중법을 사용한다깐，20] 한겨l하중 

셔l관의 파열압력 및 균열길야는 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P 3표-초후 
mR m (2.6) 

여기서， m은 부풀계수(bulging factor)로서 여러 연구자에 의해서 여러 식 

이 제안되었으며， 일반적으로 Folias와 Erdogan이 제안한 다음과 같은 식 

약 널 리 쓰이 고 었다[12-16] 

m=[l + 1. 61( c/V환)2]0.5 

m= 0.614 +0.87542À +0.386 exp( - 2. 275À) 

(2.7) 

(2.8) 

여기서， 균열 어이며 λ는 파라머 터 (shell parameter)로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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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표현된다. 

여 71 서， 

À= -r=쓴 
" Rt 

u: Poisson' s ratio 

(2.9) 

또한， 성균관대에서는 축방향 판통균혈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올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한바 었다[1안. 

짧=~령)1+0 싫À+1 않 À 2 

2.2.2 축방향 표면균열 

여 71 서， 

균열야 존재하늠 세판약 랴거면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한다[I이. 

P r~= σ ft 
SC m pR 

1--짝-
m p = 

1-좋 

(2.10) 

예휴하71 워해 일반 

(2.11) 

(2.12) 

C략 71 서， α는 균열깊이， 1γlp는 표면균열에 대한 magnification factor이다. 또한， 

m은 2c대산 2ceq를 사용하여 구환 판통균열악 부뚫계수야다. 표면균열의 균 

열변의 넓이를 A라 할 때， 2ceq논 A/tα로 정확된다. 

표면균열에 따하여 여랴 연구자룹에 의해 다양환 mp가 제안확었으며， 본 

보고서 에 서 는 PNNL(Pacific Northwest N ational Laboratory)펴 ANL 
(Argonne National Laboratorγ)에서 수행한 실험결파와 가장 잘 얼치하도록 
수정한 ANL의 식을 다음과 같아 나타1뀌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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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l t 

여기서， 

α=1+0.9 (~)2(1_옳) (2.14) 

EPRI에서는 다양한 파열 

을 채안하였다. 

결 바탕으로 다웅과 하한겨l 예측삭 

PSC=σjLn[ 1 옳 뀔1L] 

또한， 성균관대에서는 축방향 

다음과 같은 식을 채안하였다[lη. 

균열어% 대해 유한요소해석 

여기서， 

mp=평[Ao+ Al(좋)+ A 2 (좋 fl 

Ao=l 

A 1=0.0462-0.0589t1 -0.013 t1 2 

A 2=0.0359 0.3413λ0.0652 t1 2 

(2.15) 

행하여 

(2.16) 

(2.17) 

위에 나타낸 식틀을 이용해서 사각형 형상의 표면균열에 대한 리거먼트 

파열압력을 겨l산할 수 았지만， 길이방향과 두께방향으로 불규칙적인 형상을 

응력부식균열에 대해서는 일반작으로 적용할 수 없다. 현재 복잡한 형 

상을 갖는 균열에 대한 리거먼트 파열압력융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텔 

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ANL에서는 웅력부석균열어1 대하여 eddy current 

plus poínt를 사용하여 구한 균열형상율 동일한 효과를 갖는 사각형균열로 

하기 위해 균열길이와 깊이틀 구하는 절차를 재딴한바 있다[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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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주방향 균열 01 존째하논 서I관 

2.3.1 원주밤향 판통균열 

원주방향 균열야 존채하는 증가발쟁 71 세관의 파손하중은 서l관의 

켠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야 n챔 구속은 굽힘야} 대해 자유로운 경우와 완전 구 

경우로 나눌 수 였다. 그려나 실제 종거발생거 서I관은 두 경우와 달랴 

관지지판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굽힘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우와 완철 구속된 경우에 대한 파손하중을 구할 수 었는 식 

자술하였으며， ANL에서 부분 구속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파손하중을 겨1 

산할 수 았는 삭을 제안한 바 었다[10] 

(1) Free Bending Case 

원추방향 관통균열(Fig. 2.1)을 포함한 서l판의 파손하중온 한계하중볍으로 

부터 겨1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균열의 각 길이가 28인 원주방향 

열을 포함환 세판야 구속되지 않고 굽혐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정 

파손합력은 다움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었다[10] 

P 2§f~(l-쫓-뿔) (2.18) 

여 71 서， β는 Fig. 2.1 어l 색약 같이 중립축의 위차를 y-라내며 다음과 같은 식 

으로 표현된다. 

βsin -1 (펌) 

또한， 성균판다}에사는 원주방향 관통균열어}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2.19) 

다음파 같은 식을 채안하였다[1점. 

Pcγ=흙활[ 1-0.28(좋) -0.92댐n 

for 0도쫓 < 0.263 (2.20) 

Pcγ2§f~(l-쫓-뿔) for 쫓 능0.263 (2.21) 

ζ
 
“ q 

ν
 



(2) Fully Constrained Case 

굽힘에 대해 완전혀 구속된 경우에는 

응력설에 근거하여 불안정 한계압력 

로 표험훤다u머. 

단면 (net section)에 서 의 최 대 전 단 

계산할 수 았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 

σ
 
} 
‘U 

히
 -2-

--y 않
 
m --T μ

υ
-
삼
 

2 
* 2 --P 

(2.22) 

여기서， ‘ 

(2.23) 

식 (2.24)온 짧은 헬에 적용할 수 었는 식이며 굽힘에 대하여 완전히 구속 

된 경우-에 증가발생기 세관의 파손하중을 예측하는데 사용되가도 한다. 

Pσ=짧표(1 풍) (2.24) 

2.32 원주방향 표면균열 

세관의 중렵축책 대해 대창언 두개의 원주방향 표면균열(Fig. 2.2(a))파 하 

나의 원주방향 표면균열(Fig. 2.2(b))을 포함한 셰관의 리거먼트 파손압력은 

다음과 같은 식 으로 계산할 수 있다[10] 

σ{ig= m þ (2.25) 

주방향 균열을 포함환 세관악 파손압력은 굽힘에 때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증기발생기 쩨관은 측면 

어 았기 때문에 굽힘에 때해 자유로운 경우보다는 완전히 

깝다고 할 수 았다. 

구속의 정도에 

퇴 

경우에 가 

(1) Free Bending Case 

Fig. 2.3(b)는 굽힘에 대해 자유로운 경우이며 일반적으로 압축응력을 받 

부분이 존재한다. 아 경우에는 식 (2.25)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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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10] 

σ _ PR 
tig 2t [ m(1-뿔)+(쩔)( 1-좋 -m)] 

(2.26) 

여 71 서 ， ß는 중휩 위치를 나타대며 다용과 삭 표현된다. 

β= Sln 꽉효驚[ 1-옳(1- 좋)]} for β도π-θ (2.27) 

그라고 식 (2.27)은 다음과 같야 표현된다. 

mp=l핵-뿔)+(꿨)(1-좋 -m)] (2.28) 

또한， 성균관대얘서는 원주방향 표면균열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리거먼트 파손혜 ul 처는 영향아 원주방향 응력여 지배적안 경우와 축방향 

이 지배적얀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캄은 두 식을 제딴하였다[l7] 

원주방향 응력이 자배적인 우
 
’ 

Psc (2.29) 

축방향 응력야 Ä1 배적언 ;정 

Psc =훨훨호 [1- θ(좋 )+2텐(웹藥1] 

(2) Ful1y Constrained Case 

굽힘어} 대해 완전 구속된 경우는 대청으로 존재하는 두재의 원추방향 표 

(Fig. 2.2(a))을 포함한다. 야 경우에 균떨을 포함한 변은 축방향 언장 

하종을 받는다. Fig. 2.2(a)와 같어 서l관의 건전한 부분에 작용하는 평균응력 

이 균열부위띄 려겨먼트에 작용하는 평균응력의 m배로 표혐된다면， 리거번 

트에 작용하는 축방향 평균웅력은 힘와 평형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겨1산할 수 었다[10J 
으
 

-
치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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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σ _ PR 
않 2t [ m+(줬)(1-좋-씩] 

n: 균열의 개수 

(2.31) 

mp가 리거먼트혜서의 축방향 평균응력과 건전한 세판의 축방향 평균응력 

의 tJl 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진다. 

줬)fI-푸 -m)] (2.32) 

2.4 축방향균열 파손뼈축 모펠 tll .ïi! 

반적으로 증거발생기 세판에서 가동중 검사 또는 세판 연출 검사셔어l 

되는 균열와 경우혜는 대부분 축방향 균열의 형태를 띠고 였으며， 이러 

축방향 균열에 의해서 셰관이 파단될 수 였다， 이러한 셰관의 파열을 방 

지하거 위해서는 쩨관에 존재하는 균열크기에 따른 파혈압력을 예측하는 것 

이 필수적여다， 본 절애서는 세관의 파열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ANL과 EPRI 
에서 채안하는 식을 사용하였다. 예측결파를 실험결과파 tJ1 Jï1..하거 위해 

Framatome와 실험결과[I9]를 사용하였다‘ Framatome에서는 직판(free span) 

부에 결함ò1 존채하는 Inconel 600 증기발생겨 서l관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상온에서 파멸실험 (burst test)을 수행하였으며 결함은 전기방전가공에 의해 

채작되었다. 

축방향 판통균열의 파열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ANL은 식 (2.8)에 나타낸 

Erdogan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EPRI는 경우에 따라 Erdogan식과 식 (2.9)에 

나타낸 Folias식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관의 파열이 발쩡하기 전에 

면에 압력이 작용할 경우에는 Folias식이 실험결과와 잘 앨치하며， 

leak-tightness device자 균열변에 압력이 작용하는 것음 막아줄 경우에는 

Erdogan식 이 잘 일 치 하는 것 으로 알려 져 었다[l1J Fig. 2.3은 Erdogan식 과 

Folias식으로 겨l산한 결과를 실헝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며， 계산서에 

k값으로 0.5를 사용하였다. Erodgan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예측랍력과 파열압 

의 비가 0.7과 1.2 사아의 값에서 잘 일치하였으며 경우얘 따라 보수적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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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보수적으로 평가되었다. Folias식을 사용한 경우에는 0.6과 1.0 사이의 

값에서 보수적으로 예측하였다. 

축방향 표면균열의 파열압력을 여1측하거 우f 해 ANL은 석 (2.11)에 나타낸 

식을 사용하고 았으며， EPRI는 삭 (2.15)에 냐타낸 석을 사용하고 았다. 이 

두 모텔을 사용하여 서}관의 파혈압력을 계산 우}하여 관통균열의 경우와 같 

이 k값을 0.5로 정확하였으며， 겨1산결파를 Fig. 2.4에 나타내었다. ANL와 

EPRI 식은 모든 범위에서 모두 보수적얀 예측흘 하였다. 

ANL과 EPRI올 바롯한 대부분의 71 판에서 한계하중볍융 사용하여 서l 관의 

파혐합력을 예측하고 있다. 한계하중법을 。l용할 경우에는 유흥응력을 정의 

하기위한 k값을 적절하거l 션택하는 것이 중요하다.k값은 여러 가져 경우에 

대한 설힘을 수행하얘 얻을 수 있는 컷으로 알려책 었다. Fig. 2.3과 2.4에서 

와 같01 ANL과 EPRI 식올 사용한 경우 예측결과의 분포가 유사하지 때푼 

에 파열암력을 여}측할 때 k값을 적철학제 선택하띤 유사한 결파를 얼 

었다. 이상으로부타 한계하중볍은 적용이 쉽자만 수많은 설힘을 수행하여 k 

값을 선택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였다. 

2.5 대 호11 판막음 기 준[18.191 

원자력발전소 증가발생겨획 쩔함 셰관에 대한 관막음 71 준은 결함의 유형 

에 판겨I 없이 일괄적으로 40% 관두째 가준을 적용하여 왔다. 그려나 가존의 
40% 관두쩨 보수71준은 매우 보수적언 측면야 았거 때문에 많은 발전소에서 

는 여러한 파도한 보수껑올 펴하71 위하여 철함 유형별 겨준( degradation 

specific criteria)을 적 용하는 대 체 판막음 기 준(Altemative Repair Criteria: 

ARC)을 척용하고 았거나 째발종이다. 

다}체 관막음 71 준을 척용하려면 결함 서l팔야 가통과 설계 71 준 사고사에 

구조적으로 건전함을 입증할 수 었는 기준 구조변수(겹함 드포기 또는 신 

설정하여야 한다. Fig. 2.5는 건천성평가 재녕도를 나라낸 것어다. 구조변수 

와 파열압력의 상관판겨}를 나타내는 파열식에 작용압력과 서l 관확 강도 

쩌수를 대입하여 기준구조변수를 구한 후에 안전계수와 관판보강효과， Bl 파 

괴 검사 오차， 균열성장속도 등 저I 반 언자를 고려하여 세관 파열 01 얼야나지 

않는 최대허용 구조변수， 즉 대체 관막음 71준을 설;쩡하여야 한략. 확판 천 

이영역의 축방향 균열에 대한 낄 01 기준 관따음 71 준띄 절;정방법은 벨71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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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EPRI에서 각각 개발되었으며， 파열식과 자료 선정 기준， 적용 순서 

및 방법약 서로 다르다-

2.5.1 벨기어l의 대체 판막를 기준 

71 애애서 개발한 구조 건전성 평가는 안찬계수 고려 유무에 따라 @ 안 

계수를 고려하는 최적 평가(best estimate with safety factor)따 @ 안전계 

수를 고려하지 않는 보수적 평가( conservatiγe estimate without safety 

factor)로 구분되며， 입력하는 자료가 서로 다르다. 

(1) 파열식과 기준 균열길이 계산 

직관 부위에 대한 파열식혜 작용압력과 서I판 두께 재료강도를 대입하면 

01 발생하는 기준 균열길이 (reference crack length) 2cr을 계산할 수 있 

다. 

0.433À (2.33) 

-* 
F PR 

( σ y+ σμ)t 
(2.34) 

여기서， 

A 2c 
V효 (2.35) 

CD 최적 평가 

증가발생겨 세관에 작용하는 압력 P는 정상 가동중 일차측과 이차측의 압 

력차 !JPno.φw1파 설계겨준사고 중 최대 압력차 !JP accident를 모두 고려하고， 세 

관의 평균반경 R과 두께 t는 공칭치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항복강도약 안장 

강도는 설계가동온포에서 서l판 제조에 사용한 평균값을 사용한다. 

@ 보수적 평가 

압력 P는 설계겨준사고 최대압력차 !JP cu::cìde따흘 선택하고， 축방향 균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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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는 원주방향 용력야 최대까 되도록 세관 평균반경 R은 칙대값， 두께 t 

최소값을 전택한다. 그라고 채료강도는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합 중에서 

소값을 사용한다. 

(2) 관판 보강효과 보정 

서l관을 관판에 고정하는 확관강업 λ} 셰판 두껴l가 감소하고 직경이 증가하 

여 파열어 촉진되는 요언도 았으나， 판판야 결함 색관의 소성변형올 억제하 

는 효콰와 확관시 가공경화에 의한 강도증자 효과각 더 크71 때문에 할관 

천역 t영역에서 파열압력은 직판 부위얘 1:11 하여 더 크다. 야러한 판판 보강 

효과로 언하여 세관 파멸이 억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겨준 균열길이 증가 

2c않를 설혐쩔과 등을 야용하여 고려한다. 

(3) 균열길야에 안전계수 적용 

USNRC Regulatory Guide 1.121에서 두꺼l겨준 판막음 지훈 첼정사에 안전 

체수는 세관에 작용하는 하중에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랴나 압력보다 

열걸이에 불확실성이 터 크71 때분에 벨기에 구조 건전성 평가볍에서 

안전겨l수릎 균혈걸야에 적용하였다. 즉 앞으~ (1)항목에서 구한 가 

이렉 (2)항목에서 구한 관판보강효과를 고려한 균열길이 (2Cr+2Cts)를 얀전 

겨1수(Safety Factor: SF)로 나누어 준 값야 허용균열킬이 (al1owable crack 

length) 2ca가 되고， 여 n:}l 딴전쩨수는 q음과 같여 평자방법과 작용압력얘 

따라 달라진다. 

@ 착적 평가 : 

jjPnornuû을 고려하는 경 

@ 보수적 평자 : 

ZCγ+2c k 
얀전체수는 3: 2cα-- ----~------~ 

jjp accident룹 고려하는 경우 안전계 1: 2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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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파괴 검사 오차 고려 

lJl 파펴 검사로 측정한 결함길이가 실제 결함길이보다 작은 경우에 판막음 

기준보다 랴 긴 균열이 보수되자 않고 잔류하여 구조 건전성을 확보하지 

수도 있으므로 야러한 측정오차를 고려하여야 한다i 최적 평가에서 

균값올 사용하고 보수적 평가얘서는 최대값을 사용하여 비파괴 검사 오차를 

고려한다-

(5) 균열성장속도 고려 

주가 가동중에 균열 성장이 진행되어도 푸기 말까지 세관 파열이 발 

생하지 않도록 구조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관막음 71 준은 

사간과 균열성장속도를 고려한 1주기동안 균열껑장량 만름 짧게 설정되 

야야 한다. 

(6) 관막음 71 

정상가동압력과 설계기준사고압력을 각각 고려하는 최적 평가와 안전계수 

고려하져 않는 보수적 평가 아 세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계균열 

이Ccritical crack length) 2cc를 각각 구한 후， 01 중 화소값을 관막음 거 

으로 설정한다. 

{ 2c.-+2c싸 l 2cc = -~ . -~ } - 2c쟁 -2CNDE (2.38) 

2.5.2 프랑스의 대책 관막을 기준 

(1) 파열식과 71 열질여 계산 

프랑스어g서 쩨안한 파열식에 하중과 세판 치수， 강도룹 대입하여 기준균 

길이 2cr을 구한다. 

p 0.54 -
cr -/ i +0 .4À2 

(2.39) 

。1 때 가상사고시 최대압력차 IJPacddent가 세관에 작용하는 경우에 서}판 저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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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서 최태 가공허용 오차얀 :t0.12mm룹 적용하여 최펴}직경파 획소우쩨 

택한 후， 파열에 가장 휴약한 쳐수흘 가장한다. 서l판 강도는 설계 71준사고 

면 343'C 에서 측쩡한 항복강포와 언창강도 중에서 각각 최소값올 사용 

한다. 

(2) 얀전채수 고려 

랑스의 구조 건전성 평가법은 판딱음가 

고려하지 않는다. 그 야유는 서l판에 걸랴 

허용오처룹 고려하여 최 E꺼직경과 최소투쩨 

혀 확보하였가 때문야다. 

정과정에 안전계수를 벌도 

압력을 계산할 때 최대 가공 

선택하였으므로 보수성을 충분 

(3) 관판 보강효과 보;성 

직관부위와 확판부위에 대한 부뚫겨1수를 바 j표하여 관판 보강으로 언한 71 
열갈아 증가량 αg를 71 준균열킬여의 함수로 유도하여 판판 보강효과흘 

보정한다. 

I 
I , ‘ , , , ‘ ‘ ‘ ‘ γ

 

C η
 
/ 4 --

양
 

C η
 ι
 

2Cγ+5패 ~ \ 
2cr+2.5V효t - i/ (2.40) 

(4) 균열성장속도와 벼파괴 겹셔 오차 고려 

성장속도와 1:1 1 파괴 겸사 오차는 최대값을 산택한다. 

(5) 가 

파열식어l 설폐사고압력과 서l관의 최대직경 활소두꺼l 최소장도를 대업하 

여 할온 71 준 균열껄이에 판판구속효과와 균열성장속도 님l 파괴 겸사 오차플 

고려 하여 관막읍 71 준을 구한다. 

2cc = (2cγ+2c싫 -2ccg -2cNDE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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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PRI의 대체 관막음 가 

(1) 파엽식과 기준 갈이 계싼 

EPRI에서 제안한 파열식에 작용압력과 안전계수， 써관 치수， 해료강도를 

대입하여 기준 균열길이 2Cr을 겨}싼한다. 

Pcγ= 0.44628 0.41881' log À (2.42) 

여 71 서 압력 P는 정상가동 압력차 !lPnormal과 설계사고 최고압력차 !lP accident 

에 안전계수 3과 1피를 각각 적용한 3!lPnormai과 、f2!lPaccident 중 큰 값을 사용 

하고， 세관의 평균반경 R과 두께 t에는 공칭치수를 사용한다. 세관의 파열거 

동을 지배하는 항복강도와 안장강모는 각각 95% 하향겨l 값을 사용환다. 

(2) 판판 보강효과 보정 

관판의 존재로 인한 기준 균열길이 증7}량 ats는 판판 구속효과에 대한 벨 

기에의 파열시험결과를 EPRI가 보수적으로 평가한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한 

다. 

if O<2cr <8.5mm 2c t) =4.5mm 

if 8.5mm<2cγ ~22mm 2ct)= 7.33-學 mm (2.43) 

or if 22mm< 2c γ 2c t) =O 

(3) 균열성장속도 고려 

평균 균열성장속도와 유효가동시간을 고려하여 균열길야 (2Cr+2Cts)의 

기 성장량 2Ccg를 결정하였다. 

(4) ul 파괴 검사 오차 고려 

EPRI가 프랑스와 빨거에 스웨덴， 스페인의 확관부위에 대한 ul 파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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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훔계 처려하여 채안한 삭올 야용하학 균열걸이 감소량 2CNDE를 

구한다. 

여겨서， 

2CNDE= (x- y) + (Y- YLB) = (X- YLB) 

x = 2cr + 2Cì칭 - 2ccg • 실제균열길이(겨준균열길이) 

Y = NDE 균엽길이 

YLB : lower bound NDE 균 열 길 이 

(Y-YLB) = 1.6455 

5 = 1.46mm: 차 

(5) 판막음 자 

석에 압력과 안전계수 서f판쳐수 강도를 대압하여 

야에 관판 구속효과와 균열성장속도 비파괴 검사 

겨l균열길이가 관막음 71 준야 된다. 

2cc = (2cγ+2c찮)-2ccg -2c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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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2.44) 

균열킬 

조L φ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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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연구에서는 종71 발생기에 관련판 가술 현황 분석을 위해 국내 • 외 지 

분석하였다. 현채 축방향 및 원주방향 균열이 존채하눈 증71 발생 

71 써판외 파손압력을 예측하자 위해 사용되는 평가식들을 실험결과와 비교 
하였다. 또한 벨기얘 프랑스 며국 등에서 혐 관딱음 71 준의 보수성을 재션 

하기 와해 적용중이거나 짜발중안 대체 관막음 71 훈을 Bl .JïI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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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기반 종가발챙기 연구 네트워크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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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웹기반 증거발생기 연구 네트원크 데이터베이스 구조 

액L판 잖넌r 넨 ‘펴 i‘검 111낌 ~~~~ .................................. z ‘ 꽉 , l..... . '. . . ‘ • 
,- ’ ... “ ~ ... ~---_. ‘-μ -‘-..".←~、~ ‘ -ι-ι -낭‘&냥R 

bulletin 게시판 

db ‘연구협의회 수행업무’ 메뉴의 Database 

feedback 토론방 

log 자료이용 현황 파악 

login 로그인 현황 파악 

meet1ng ‘정례회의 및 심포지엄’ 메뉴의 정례회의 

sympo ‘정례회의 및 심포지엄’ 메뉴의 심포지엄 

member 회원관리 

notice 공지사항 

pds 일반자료실 

tech 
‘연구협의회 수행업무’ 메뉴의 Tech. Tree 및 기술 

현황분석 

런
 
이
 



CREATE T ABLE 、 bulletin ‘ ( 

、 id 、 Ínt(10) NOT NULL auto_increment, 

‘ id_num‘ ÍntOO) NOT NULL default '0’? 
‘ id_depth ‘ tÍnyint(4) NOT NULL default ’O‘, 
‘ ip、 varchar(l 5) default NULL, 

、 n ‘ tÍnyÍnt(4) NOT NULL default ’l ’, 
‘ chk、 char(l) default NULL, 

‘ wdate ‘ datetime defau1t NULL, 
、 writer ‘ varchar(20) default NULL, 

‘ userid ‘ varchar(1 2) default NULL, 

‘ passwd ‘ varchar(1 2) default NULL, 

‘ filesize ‘ varchar(10) default NULL, 

‘ visit、 int(lO) default NULL, 

、 email、 varchar(30) default NULL , 

‘ home ‘ varchar(40) default NULL, 

‘ subject‘ varchar(60) default NULL , 

‘ userfile ‘ varchar(60) defauIt NULL, 
‘ content、 text , 

PRIMARY KEY C 、 id ‘ ), 

KEY 、 id 、 (‘ id ‘ ), 

KEY ‘ pos ‘ (‘ id_num ‘ , n ‘ ) 

TYPE=MyISAM AUTO_INCREME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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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활핸헬I迷췄찮젤 센 : ; l , /l :; !;J f ;J -:rJj ; ’ 끼 I 
CREATE T ABLE 、 db ‘ ( 

、 uid 、 int(4) NOT NULL auto_increment, 

、 numberl ‘ tinyint(2) NOT NULL defau1t ’0 ’, 
、 number2 ‘ tinyint(2) NOT NULL default ’0 ’ , 
、 descript、 varchar(255) NOT NULL defau1t ", 

、 db_file ‘ varchar(lOO) NOT NULL default ", 

、 name ‘ varchar(20) NOT NULL default 11 , 

‘ up_date 、 datetime NOT NULL default ’0000-00-00 00:00:00 ’, 

PRIMARY KEY (、 uid ‘ ) 

) TYPE=MyISAM AUTO_INCREME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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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 feedback ‘ ( 

‘ uìd ‘ Ínt(4) NOT NULL auto_increment, 

‘ id ‘ varchar(10) NOT NULL defau!t ", 

‘ pass ‘ varchar(1O) NOT NULL default ", 

‘ name、 varchar(20) NOT NULL default ", 

、 tbL피‘ varchar(30) NOT NULL 강efault tI 

‘ subject ‘ varchar(lOO) NOT NULL default ", 

‘ s_date、 date NOT NULL default ’0000-00一00’，

‘ e_date ‘ date NOT NULL default ‘0000-00-00’, 

‘ descript ‘ text NOT NULL, 
PRlMARY KEY (、 uid ‘ ，、 id、 ，、 tbLid、 ) 

TYPE=MyISAM AUTO_INCREME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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購繼敵鍵讓廳醫擬聽顧觀繼購觀顧轉훌홈體-톨홉 
CREATE TABLE ‘ log ‘ ( 

、 uid 、 int(4) NOT NULL auto_increment, 

、 datal 、 varchar(20) NOT NULL default ", 

、 data2 、 varchar(lO) NOT NULL default ", 

‘ data3 ‘ varchar(255) NOT NULL default ", 

‘ file 、 varchar(lOO) NOT NULL default ", 

‘ down_date ‘ datetime NOT NULL default ’0000-00-00 00:00:00’, 

、 name 、 varchar(20) NOT NULL default ", 

‘ email' varchar(60) NOT NULL default ", 

、 mphone ‘ varchar(l3) NOT NULL default ", 

‘ phone 、 varcharO 3) NOT NULL default ", 

、 part ‘ varchar(40) NOT NULL default ", 

、 position 、 varchar(30) default NULL, 

PRIMARY KEY (、 uid 、 ) 

) TYPE=MyISAM AUTO_INCREME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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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 ABLE 、 login ‘ ( 

‘ uid、 Înt(4) NOT NULL auto_Íncrement, 

‘ id ‘ varchar(lO) NOT NULL default ", 

‘ name、 varchar(20) NOT NULL default tl , 

‘ part‘ varchar(40) NOT NULL default ", 

、 position 、 varchar(30) NOT NULL default ", 

‘ email‘ varchar(60) NOT NULL default ", 

‘ date ‘ datetime NOT NULL default ’0000-00-00 00:00:00’, 

PRIMARY KEY (' uid ‘ ) 

TYPE=MyISAM AUTO_INCREME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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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難輪壘톨醫률屬훌醫繼廳雖廳購繼觸뿔홉購搬활繼 
CREATE TABLE ‘ meeting、 ( 

、 uid 、 int(1 0) NOT NULL auto_increment, 

‘ subject ‘ int(3) NOT NULL default ’O’, 

、 ffi_date ‘ date NOT NULL default ’0000-00-00’, 

‘ day、 varchar(4) NOT NULL default ", 

、 place ‘ varchar(100) NOT NULL default ", 

‘ descript ‘ text NOT NULL, 

、 p_file 、 text, 

‘ ffi_file 、 text, 

PRlMARY KEY (‘ uid 、 ) 

) TYPE=MyISAM AUTO_INCREME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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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 TE T ABLE 、 sympo ‘ ( 

‘ uid ‘ int(10) NOT NULL auto_increment, 

、 subject ‘ int(3) NOT NULL default '0’, 
、 s_date ‘ date NOT NULL default ’。000-00-00’，

‘ s_day ‘ varchar(4) NOT NULL default ’‘, 

‘ e_date ‘ date NOT NULL default ’0000-00-00’? 
、 e_day ‘ varchar(4) NOT NULL default ", 
‘ place 、 varchar(100) NOT NULL default ", 

‘ sponsor ‘ varchar(100) NOT NULL defau1t ", 

、 superVlsor、 varchar(100) NOT NULL default ", 

‘ organ ‘ varchar(255) NOT NULL default ", 

‘ attend 、 int(3) NOT NULL default ’0 ’, 
PRIMARY KEY (‘ uid、 ) 

) TYPE=MyISAM AUTO_INCREME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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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TABLE 、 member、 ( 

、 uid 、 int(10) NOT NULL auto_increment, 

、 id ‘ varchar(10) NOT NULL defau1t It, 

‘ pass ‘ varchar(IO) NOT NULL default ", 

‘ name ‘ varchar(20) binary NOT NULL default ", 

、 certLnum ‘ varchar(20) NOT NULL default ", 

‘ part 、 varchar(40) NOT NULL default ", 

、 position 、 varchar(30) default NULL, 

、 email ‘ varchar(60) NOT NULL default ", 

、 mphone、 varchar(1 3) NOT NULL defau1t It, 

、 phone ‘ varchar(1 3) NOT NULL defau1t ", 

、 fax ‘ varchar(1 3) default NULL , 

‘ addressl ‘ varchar(7) default NULL, 

‘ address2 ‘ varchar(255) default NULL , 

、 apply_date ‘ datetime NOT NULL defau1t ’0000-00-00 00:00:00’, 

‘ level ‘ varcharO 0) NOT NULL default '3 ’, 

、 auth ‘ tinyint(I) NOT NULL default ’0 ’, 

PRIMARY KEY (、 uid 、 ，、 id 、 ) 

) TYPE=MyISAM AUTO_INCREME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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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 Înt(10) NOT NULL auto_increment, 

‘ id_num、 int(10) NOT NULL default ’0’, 

、 id_depth 、 tinyint(4) NOT NULL default ’0 ’, 

‘ ip ‘ varchar(1 5) defau1t NULL, 

‘ n 、 tinyínt(4) NOT NULL default ’I ’1 

‘ chk ‘ char(1) default NULL, 

、 wdate ‘ datetíme default NULL, 

、 wrìter 、 varchar(20) default NULL, 

‘ userìd ‘ varchar(1 2) default NULL, 

‘ passwd ‘ varchar(1 2) default NULL, 

‘ filesize ‘ varcharC lQ) default NULL, 

、 visit ‘ Înt(10) default NULL, 

‘ email ‘ varchar(30) default NULL, 

、 home ‘ varchar(40) default NULL, 

‘ subject、 varchar(60) defau!t NULL, 

‘ userfile 、 varchar(60) default NULL, 

、 content ‘ text, 

PRIMARY KEY (‘ id 、 ), 

KEY ‘ id 、 (、 id ‘ ), 

KEY ‘ pos 、 (、 id_num ‘ ，、 n ‘ ) 

TYPE=MyISAM AUTO_INCREME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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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 TE TABLE 、 pds、 ( 

‘ uid 、 int(5) NOT NULL auto_increment, 

、 fieldl ‘ varchar(255) NOT NULL default ", 

‘ field2 、 int(5) NOT NULL default ’0 ’, 
、 field3 、 varchar(255) NOT NULL default ", 

‘ field4 ‘ varchar(255) binary NOT NULL default ", 

‘ field5 、 varchar(255) NOT NULL default ", 

‘ field6 、 varchar(255) NOT NULL default ", 

、 field7 、 int(4) NOT NULL defau1t ’0 ’, 
‘ field8 、 varchar(255) NOT NULL defau1t " , 

、 field9 、 varchar(255) NOT NULL default ", 

、 fieldlO ‘ varcharOO) default NULL, 

、 fieldll 、 varchar(255) NOT NULL defau1t 11 , 

、 field12 ‘ varchar(255) default NULL, 

PRIMARY KEY (、 uid “ field2 、 ，、 fieldl ‘ ) 

) TYPE=MyISAM AUTO_INCREMENT=O ; 

- 67 -

l 
\ 



、 uid ‘ int(10) NOT NULL auto_Ìncrement, 

‘ number、 varchar( lQ) NOT NULL default ", 

‘ descript‘ varchar(255) NOT NULL defa벼t .. 

、 data ‘ varchar( lQO) NOT NULL default ", 

、 name、 varchar(20) NOT NULL default ", 

‘ up_date ‘ datetime NOT NULL default ’0000-00-00 00:00:00' , 

PRIMARY KEY (‘ uid ‘ ) 

) TYPE=MyISAM AUTOJNCREME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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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웹기 반 증기 발생기 연구 네트원크 폴더 및 파일 구조 

.~'.~"'t. , .• , .... "- .. i! ...... ~) .;:., .. -~~ .. . ( ‘‘ 7 _‘ • 훨활헬灣철짧鐵싫찮꿇짧쏠상쉰균홉찮5 꽉.'‘ -야γiiiIiI ~，:， '., :' -', :.._'~ ~-... ‘I ‘I ‘ I ‘ • ‘t‘-‘ A ‘ ‘ 1 

db/ ‘연구협의회 수행업무’ 메뉴의 Database 

feedback/ ‘토론방‘ 메뉴 

intro/ ‘연구협의회 소개’ 메뉴 

meeting/ ‘정례회의 및 심포지엄’ 메뉴의 정례회의 

sympo/ ‘정례회의 및 심포지염’ 메뉴의 섬포지염 

pds/ ‘일반자료실’ 메뉴 

sgtr/ ‘연구협의회 수행업무’ 메뉴의 울진 SGTR 분석 

tech/ 
‘연구협의회 수행업무’ 메뉴의 Tech. Tree 및 기술 

현황분석 

index.php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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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Iude ". Jcommon/main_top.inc'’; ?> 

? incIude ".Jbbs/common/dbconn.inc"; ?> 

table border=O cellpaddíng=O cellspacíng=O> 

<tr> 

<td colspan=3> 
<!-------------------- top start --------------------> 

<? ínclude ".Jcommon/top.ìnc"; ?> 
<!-------------------- top end --------------------> 

</td> 
</tr> 
<tr> 

<td colspan=3> 

<!-------------------- main start -----‘--------------> 
<? ínclude " . .!common/main_sub.inc"; ?> 

<!-------------------- main end ------------‘-------> 
</td> 

</tr> 
<tr> 

<td colspan=3> 
<!-------------------- menu start --------------------> 

<? include "../common/menu.inc"; ?> 

<!--‘---‘-----‘-‘ menu end --------------------> 

</td> 
</tr> 
<tr> 

<td valígn=top width=155 height=300> 
<!-------------------- submenu start --------------------> 

<? include "db_menu.inc"; ?> 
<!-------------------- submenu end --------------------> 

</td> 
<td background="<?:::::$path;?>/images/bacl.gif" width=5>&nbsp; 

</td> 
<td valign=top width=770> 

<!-------------------- contents start --------------------> 

<table width=95%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íng=O style=닝’!lma따rgir때n:15'’”’ 

<tr> 

<td> 

<font color=#FF8080>+</font><b> 1‘ 설계</b> (<b><font color=red> ‘ 
1 digü</font>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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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醒靈훌轉렐睡醫輯輔觀難體醫醫購購繼繼難繼빼혐 
</td> 

</tr> 

<tr> 

<td height=20> 

</td> 

</tr> 

<tr> 

<td align=center>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ing=O> 

<tr><td> 

<table 

bgcolor=#999999> 

width=720 

<tr align=center> 

border=O cellpadding=5 cellspacing= 1 

<td bgcolor=#CCECFF><b><font color=red> T 2 digit</font></td> 

<td bgcolor=#CCECFF width=150><b><font color=red>T 3 

digit</font></td> 

</td> 

<td bgcolor=#CCECFF width= 1 00> 설 명 </td> 

<td bgcolor=#CCECFF width=100>보유현황 및 <br>Contact 정보 

</tr> 

<tr valign=top> 

<td bgcolor=#F6F6F6> 1.1 SG 설계 사양서 </td> 

<td bgcolor=#FFFFFF> 

<table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 

$resu1t=mysqLquery("select * from db where numberl= ’1’ 

and number2= ’1’ order by up_date desc , uid desc" ,$conn); 

include "db一log .inc";

?> 

</table> 

</td> 

<td bgcolor=#FFFFFF></td> 

<td bgcolor=#FFFFFF align=center valign=middle rowspan=5><a 

href=""><font color=red> [보기 ] </font></a></td> 

</tr> 

<tr> 

<td bgcolor=#F6F6F6> 1.2 SG 설계 하중</td> 

<td bgcolor=#FFFFFF> 

<table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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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mysqLquery("select * from db where number1=’l ’ 
number2==’2' order by up_date desc , uid desc" ,$conn); 

include "db_log.inc"; 

?> 

</table> 

</td> 

<td bgcolor=#FFFFFF></td> 

</tr> 

<tr> 

<td bgcolor==#F6F6F6> 1.3 SG 설계 물생치 </td> 

<td bgcolor=#FFFFFF> 

<table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 

$result==mysqLquery("select * from db where number1 ='1' 

and number2== ’3 ’ 。rder by up_date desc , uid desc" ,$conn); 

ínclude "db_Iog.ínc"; 

?> 

</table> 

</td> 

<td bgcolor==#FFFFFF></td> 

</tr> 

<tr> 

<td bgcolor=#F6F6F6> 1.4 SG 설계 Gemetry & Dimension</td> 

<td bgcolor=#FFFFFF> 

<table border=O cellspacing=O ce l1padding==O> 

<? 

$result=mysqLquery("select * from db where numberl= ’l ’ 
and number2=’4’ order by up_date desc , uid desc" ,$conn); 

include "db_log.inc"; 

?> 

</table> 

</td> 

<td bgcolor=#FFFFFF></td> 

</tr> 

<tr> 

<td bgcolor=#F6F6F6> 1.5 SG FIV 보고서 </td> 

<td bgcolor=#FFFFFF> 

<table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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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mysqLquery("select * from db where numberl =’1’ 

and number2=’5’ order by up_date desc , uid desc" ,$conn); 

inc1ude "db_log .inc"; 

?> 

</table> 

</td> 

<td bgcolor=#FFFFFF></td> 

</tr> 

</table> 

</td></tr> 

</table> 

<table 

style="margin: 5"> 

<tr> 

<td>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align=right 

<input type=button value="자료 등록c1ass=button_form 

onc1ick="javascript:window.open( ’<?=$path;?>/db/upload.php?number=<?=$number;?> 

&name=<?=$HTTP _SESSION_ V ARS [SGN] ;?>’,’db ’,’width=l ,height=l ,left=O ,top=O ,resi 

zable=O ,scrollbars=no ’)"> 

</td> 

</tr> 

</table> 

</td> 

</tr> 

</table> 
<!-------------------- contents end --------------------> 

</td> 

</tr> 

</table> 

<? inc1ude " . ./common/main_bottom.inc"; ?> 

- 73 -



? include "../common/main_top.inc lJ
; 7> 

<? include "bbs/common/dbconn.ínc"; ?>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ing=O> 

<tr> 

<td colspan=3> 
<!-------------------- top start --------------------> 

<? include " . ./common/top.inc"; 7> 
<!-------------------- top end --------------------> 

</td> 

</tr> 

<tr> 

<td colspan=3> 

<’-------------------- main start -.-------------------> 

<? include " . ./common/main_sub.inc"; ?> 

<!‘------------------- main end --------------------> 

</td> 

</tr> 

<tr> 

< td colspan=3> 

<!-----‘-------------- menu start --------------------> 

<? include " . ./common/menu.inc"; 7> 

<1-------------------- menu end --------------------) 

</td> 
</tr> 

<tr> 

<td valign=top width=148 height=300> 
<!-------------------- submenu start --------------------) 

<? incJude "feedback_menu.inc"; ?> 

<!-------------------- submenu end ------“------------> 
</td> 

<td background="<?=$path;?>/images/bar _l.gif" width=5>&nbsp; 

</td) 

<td valign=top width=770> 

<!-------------------- contents start --------------------> 

<table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style="margin:15"> 

<tr> 

<td> 

<font color=#FF8080>+</font><b> 목록</b)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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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편 
</tr> 

<tr> 

<td height=20> 

</td> 

<ltr> 

<tr> 

<td align=center>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ing=O style="margin-left: 30"> 

<tr><td> 

<table 

bgcolor=#999999> 

width=700 border=O cellpadding=3 cellspacing= 1 

<tr align=center> 

<td bgcolor=#EEEEEE width=30></td> 

<td bgcolor=#EEEEEE>토론주제 </td> 

<td bgcolor=#EEEEEE width=200>게시 일 </td> 

</tr> 

<? 

$current=date("Y -m-d"); 

$resultl =mysqLquery("select * from 

s_date> ’$current’ order by s_date desc , e_date desc" ,$conn); 

$numl =mysqLnum_rows($resultl); 

$res ul t2=mysqLquery(" select * from 

feedback where 

feedback where 

s_date<= ’$curren t' and e_date>=’$current’ order by s_date desc , e_date 

desc" ,$conn); 

$num2=mysqLnum_rows($resu1t2); 

$result3=mysqLquery("select * from feedback 

e_date< ’$current’ order by s_date desc , e_date desc" ,$conn); 

$num3=mysqLnum_rows($result3); 

$num=$numl + $num2+ $num3; 

if($numl){ 

while($rowl =mysqLfetch_array($resultl)) { 

echo" 

<tr> 

<td bgcolor=#FFFFFF aIign=center>$num</td> 

where 

<td bgcolor=#FFFFFF>&nbsp;<a 

href=￦"$path/feedback/bbs/?tbl=$rowl [tbLid]￦">$rowl [subject] </a></td> 

<td bgcolor=#FFFFFF 

color=blue>$rowl [s_date] - $rowl [e_date]</font></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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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l; 

if($num2){ 

while($row2=mysqLfetch_array( $resul t2)) { 

echoH 

<tr> 

<td bgcolor=#FFFFFF align=center>$num</td> 

<td bgcolor=#FFFFFF>&nbsp; 

f=￦"$pathlfeedback/bbsl?tbl=$row2 [tbLidJ￦">$row2 [subjectJ</a></td> 

<td bgcolor=#FFFFFF align=center>$row2 [s_date] 

[e_date J </td> 

</tr> 
11. , 

$num-== I; 

} 

} 

if($num3) { 

while($row3=mysqLf etch_array($resul t3)) { 

echolt 

<tr> 

<td bgcolor=#FFFFFF align=center>$num</td> 

<td bgcolor==#FFFFFF>&nbsp; < 

href=￦U$path/feedback/bbs/?tbl=$row3 [tbLid]￦")$row3 [subject]</a></td> 

<td bgcolor=#FFFFFF align""center> 

color=red>$row3 [s_date] - $row3 [e_dateJ</font></td> 

</tr> 
11. , 

$num-=I; 

} 

ìf(!$numl and !$num2 and !$num3){ 

echo "<tr><td bgcolor=#FFFFFF align=center colspan=3 

color=red>등록된 주제 가 없습니 다‘</font><ltd></tr>"; 

} 

?> 

</table> 

</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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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td> 

</tr> 

</table> 
<!-------------------- contents end --------------------> 

</td> 

</tr> 

</table> 

<? inc1ude " . ./common/main_bottom.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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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Iude " . .!common/mailLtop.inc"; ?> 

<table border=O cellpaddinw"O cellspacing=O> 

<tr> 

<td colspan=3> 
<!-------------------- top start --------------------> 

<? include "../common/top.inc"; ?> 

<!--------------‘----- top end --------------------> 

</td> 

</tr> 

<tr> 

<td coIspan=3> 
<!-------------------- main start --------------------> 

<? incIude "../common/main_sub.inc"; ?> 

<!-----------‘-------- main end ------------•-------> 
</td> 

</tr> 

<tr> 

<td colspan=3> 
<1-------------------- menu start --------------------> 

<? incIude " . .!corr끄non/menu.inc"; ?> 

<!----------------
</td> 

menu end --------------------> 

</tr> 

<tr> 

<td valign=top width=155 height=300> 

<!-------------------- submenu start --------------------> 

<? include "intro_menu.inc"; ?> 

<!-------------------- submenu end --‘----------‘------> 
</td> 

<td background="<?=$path;?>/images/bacl.gif" width=5>&nbsp; 

</td> 

<td valign=top width=770> 
<!-------------------- contents start --------------------> 

<table width=95%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s안tyle="ma따r‘-gin:15'’”’ 

<tr> 

<td> 

<font co!or=#FF8080>+</font><b> 소개 </b>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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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height=20> 

</td> 

</tr> 

<tr> 

<td> 

<table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tr> 

<td><font color=darkblue> 1> <b>목적 </b></td> 

</tr> 

<tr> 

<td height=10></td> 

</tr> 

<td> 

<p align="justify">울진 4호기를 포함한 국외 증기발생기 사고 사례와 

국내 연구 현황의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증기발생기 안전성 제고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 수행 방안을 설정하고，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합하여 연구효율화 도 

모함으로서 증기발생기 안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수립됨. 

대)<br> 

</td> 

<tr> 

<td height=10></td> 

</tr> 

<tr> 

<td><font color=darkblue> 1> <b>추진경 위 </b></td> 

</tr> 

<tr> 

<td height=10></td> 

</tr> 

<tr> 

<td> 

&nbsp;&nbsp;2002년 9월 5일 : 연구협의회 구성 사전 모임(서울 

&nbsp; &nbsp; 2002년 9월 16일 : 증기발생기 연구협의회 발족<br> 

&nbsp;&nbsp;&nbsp;&nbsp;-장소 :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br> 

&nbsp;&nbsp;&nbsp;&nbsp;-KINS , KHNP , KAERI, KEPRI , 

KOPEC , 두산중공업， KAITEC , KPS , SAFE 등 9개 기관 대표 참석 <br> 

&nbsp;&nbsp;&nbsp;&nbsp;-연구협의회 회칙 승인<br> 

&nbsp; &nbsp; &nbsp; &nbsp;-연구협의회 회장 : 김효정， 자문위원장 

: 이은철， 간사 : 최영환<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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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sp;&nbsp;2002년 11월 6일 : 제 1회 증가발생기 안전성 

채2차 정 려l화 의 (KINS)<br> 

지움<br> 

&nbsp;&nbsp;2003년 4월 10일 : 재3차 정 례회의(KPS)<br> 

&nbsp;&nbsp;2003년 5월 14일 : 제4차 정 례회의(제주도)<br> 

&nbsp:&nbsp;2003년 5월 14일-15일 : 제2회 증기발생기 안전성 성 

&nbsp;&nbsp;2003년 6월 20일 : 제5차 정 례회의(두산중공업)<br> 

&nbsp:&nbsp;2003년 9월 5알 : 제6차 정례화의(SAFE)<br> 

</td> 

</tr> 

</table> 

</td> 

</tr> 

</table> 

<1--•----------------- contents end --------------------> 

</td> 

</tr> 

</table> 

<? include " . ./common/main_bottom.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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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c1ude " . ./common/main_top.inc"; 7>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ing=O> 

<tr> 

<td colspan=3> 
<!-------------------- top start --------------------> 

<? include " . ./common/top.inc"; ?> 
<!-------------------- top end --------------------> 

</td> 

</tr> 

<tr> 

<td colspan=3> 

<!-------------------- main start --------------------> 

<? inc1ude " . ./common/main_sub.inc"; ?> 

<!-------------------- main end --------------------> 

</td> 

</tr> 

<tr> 

<td colspan=3> 
<1-------------------- menu start --------------------> 

<? inc1 ude Il • ./common/menu.inc"; ?> 

<!-------------------- menu end --------------------> 

</td> 

</tr> 

<tr> 

<td valign=top width=155 height=300> 

<!-------------------- submenu start --------------------> 

<? include "meeting_menu.ínc"; ?> 

<1-------------------- submenu end --------------------> 

</td> 

<td background="<?=$path;?>/images/bar _1.gif" width=5>&nbsp; 

</td> 

<td valign=top width=770> 

<1-------------------- contents start --------------------> 

<? 

$result=mysqLquery("select * from meeting where uid=$uid" ,$conn); 

$row=mysqLfetch_array($result); 

$row [descript] =n12br($row [descript]); 

$row [descript] =stripslashes($row [descript]); 

$p_file=explode(,'I" ,$row[p_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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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_file=explode{" 1" ,$row[m_file]); 

?> 

<table width=95% border=O cel1spacing=O ceHpadding=O s안ty찌le=넌"mar탱gin:15'’" 

<tr> 

<td> 

<font co!or=#FF8080>+</font><b> 정 례 회 의 </b> 
</td> 

</tr> 
<tr> 

<td height=20> 

</td> 

</tr> 
<tr> 

<td alìgn=center>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ing=O> 

<tr><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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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width=650 border=O cellpadding=3 celIspacing= 1 

wídth=130>회 의 명 </td> 
<td bgcolor=#FFFFFF colspan=3>&nbsp;제 <?=$row [subject] ;7>차 

증기발생기 연구협의화 정례회의</td> 

</tr> 
<tr> 

<td bgcolor=#EEEEEE align=center>회 의 날짜</td> 

<td bgco!or=#FFFFFF>&nbsp;<?=$row[.trLdate];?> 

(<?=$row[day];?>)</td> 

<td bgcolor=#EEEEEE align=center>회 의 장소</td> 

< td bgcolor=#FFFFFF>&nbsp; <?=$row [place J ;?></td> 
</tr> 
<tr> 

<td bgcolor=#EEEEEE align=center>주요 협 의 내용</td> 

<td bgcolor=#FFFFFF colspan=3> 

<table border=O cellpaddíng=O cellspacing=O style="margin:3"> 

<tr><td> 

<?=$row [descrÎpt] ;?> 

</td> </tr> 
</table> 

<ltd> 

- 82 -



쉰→칸?순킥순「←←← ← τ-了-‘~μ. ’ A 누펴파:깐 .. 긴갓j끽펴젠→F치κIντ/ιr → 「 차& • 며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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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td bgcolor=#EEEEEE align=center> 발표자료</td> 

<td bgcolor=#FFFFFF colspan=3> 

<table width=100%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tr> 

<td> 

<7 

include "m_log.inc"; 

7> 

</td> 
<td valign=bottom align=right> 

<input type=button value=1I발표자료 1:::;:프 ” 
τ5""=ï 

class=button_form onclick= lI javascript:window.open('<7=$path;7>/meeting/p_upload. 

php7uid=<7=$uid;7> ’ ,’p_file ’ , ’width= 1 ,height= 1 ,1eft=O, top=O ,resizable=O ,scrollbars=no') 

11> 

</td> 
</tr> 

</table> 

</td> 
</tr> 

</table> 

</td></tr> 

</table> 

</td> 

</tr> 

</table> 
<!-------------------- contents end --------------------> 

</td> 

</tr> 

</table> 

<7 include " . ./common/main_bottom.inc";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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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 " . .!common/main_top.inc"; 7>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íng=O> 

<tr> 

<td colspan=3> 
<!-------------------- top start --------------------> 

<? incIude " . .!common/top.inc"; ?> 

<!-------------------- top end ------------‘’------> 
</td> 

</tr> 

<tr> 

<td colspan=3> 
<!-------------------- main start --------------------> 

<? incIude " . .!common/main_sub.inc"; ?> 

<1-------------------- main end ‘-------------------> 
</td> 

</tr> 

<tr> 

<td colspan=3> 

<!-------------------- menu start ‘---
<? include "../common/menu.inc"; ?> 

------> 

<!-------------------- menu end --‘‘----------> 
</td> 

</tr> 

<tr) 

<td γalign=top width=155 height=300> 
<!-------------------- submenu start 

<7 include "sympo_menu.inc"; ?> 

-------------> 

<!-------------------- submenu end --------------------> 

</td) 

<td background="<?=$path;?>/images/bacl.gif" width=5>&nbsp; 

</td> 

<td valign=top width=770> 

<!-------------------- contents start --------------------> 

<table width=95%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sty찌Ie=딛"ma따rgin:15'’" 

<tr> 

<td) 

<? 

$temp=$_SERVER [REQUEST _URIJ; 

$url=explode("/" ,$te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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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explode('’ .",$urI[3]); 

$number=$number [0] 

?> 

<font color=#FF8080>+</font><b> 제 <?=$number?>차</b> 

</td> 

</tr> 

<tr> 

<td height=20> 

</td> 

</tr> 

<tr> 

<td align=center>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ing=O> 

<tr><td> 

<table 

bgcolor=#999999> 

width=650 

<tr align=center> 

border=O cellpadding=3 

<td bgcolor=#CCECFF width=150>구분</td> 

<td bgcolor=#CCECFF>내용</td> 

</tr> 

<tr> 

cellspacing= 1 

<td bgcolor=#F6F6F6 align=center>Session 1 <br>주제 발표</td> 

<td bgcolor=#FFFFFF> 

&nbsp;<b>증기발생기 안전성 확보 방안</b><br> 

<font color=#FF8080> [> </font>&nbsp; 

<a href=# 

onclick="window.open(’ <?=$path?>/sympo/s_log.php?file_name=“증기 발생 기 안전성 향 

상 종합대책” 이후 

&file=9.2.2-115.pdf&number=<?=$number?> ’,’s_log’,’width= 1 ,height= 1 ,1eft=O, top=O ,re 

sizable=l ， scrollbars=no ，menubar=l’)">“증기발생기 안전성 향상 종합대책” 이후</a> (과 

가부:김승봉)<br> 

<font color=#FF8080> [> </font>&nbsp; 

<a href=# 

onclick="window.open( ’ <?=$path?>/sympo/s_log.php?file_name=증기 발생 기 세 관 검 사 

현황 및 향후 안전성확보 대책 

&file=9.2.2-109.pdf&number=<?=$number?> ’,’s_log’, 'width=l ,height=l ,left=O ,top=O ,re 

sizable= 1 ,scrollbars=no ,menubar= 1’)">증기발생기 세관 검사현황 및 향후 안전성확보 대 

책 </a> (KINS:송명 호)<br> 

<font color=#FF8080> [> </font>&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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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dick="window‘open(’<?=$path?>/sympo/s_log.php?file_name=증가 발생 거 

&file=9.2.2-1 1O.pdf&number=<?=$number?>' , ’s_log’,’width= 1 ,height=l ,left=O, top=O ,re 

1,scrollbars=no.menubar= 1')">증기발생기 안전성 확보 방안</a> (KHNP:이용 

태)<br> 

<font color=#FF8080> í> </font>&nbsp; 

<a 

dick="window.open(‘<?=$path?>/sympo/s_log.php?file_name=울진4호겨 

평가 및 대책 

.2.2-11 1.pdf&number=<?=$number?> ’,’s_log’,’width=1 ,height=1 ,left=O,top=O ,re 

1 ， scrollbars=no ，menubar=1')">울진4호71 SGTR 원인 평가 몇 대책 </a> 

-홍준화〉 

</td> 

</tr> 

<tr> 

<td bgcolor=#F6F6F6 align=center>Session 2-1 </td> 

<td bgcolor=#FFFFFF> 

&nbsp;<b>각 가관의 연구현황 및 추진방향(l )</b><br) 

<font color=#FF8080) í> </font>&nbsp; 

<a 

click="window.open(’<?=$path?>/sympo/s_log.php?fìle_name=KINS&fíle=9.2.2-112. 

df&number=<?=$number?> t ,’s_Iog’,’width= 1 ,heíght= 1.left=O, top=O .resizable= 1 ,scrolJb 

rs=no.menubar= 1 ’)")KINS</a> (최 영 환)<br> 

<font color=#FF8080> í> </font)&nbsp; 

<a 

ondick="window.open(’<?=$path?>/sympo/s_Iog.php?file.....name=KOPEC&file=9.2 ‘ 11 

3. pdf&number=<?=$number?> ’?’s_log’,’width=1 ,height=1 ,left=O,top=O,resizable=1 ,scroI 

lbars=no,menubar= 1’)'’>KOPEC</a> (박성 호)<br) 

<font color=#FF8080> í> </font>&nbsp; 

<a 

window.open( ’<?=$path?>/sympo/s_log.php?file_name=KPS&file=9.2.2-114.p 

&number=<?=$number?>’,’s_Iog’,’width=1 ,height=1 ,left=O,top=O,resizable=1 ,scrollba 

,menubar=l ’)">KPS</a) (김승태)<br> 

<font color=#FF8080> í> </font>&nbsp; 

<a 

onclick="window.open( ’< ?=$p a th? > / s ympol s_1 0 g. php? fil e_name= KAERI 

1&fiIe=9 ‘ 2.2-120.pdf&number=<?=$number?> ’,’s_log’,’width= 1 ,height= 1 ,left=O, top=O ,r 
esizable= 1 ,scrollbars=no,menubar= 1’)">KAERI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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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FF8080>!> </font>&nbsp; 

<a href=# 

。 nclick= "window .open( ’ < ?=$pa th? > / sympo/ s_Iog. php ?file_n ame =KAERI 

2&file=9.2.2-12 1.pdf&number=<?=$number?> ’,’s_Iog ’,’width=l ,height=l ,left=O ,top=O ,r 

esizable= 1 ,scrollbars=no,menubar= 1’)">KAERI 2</a> (김우철)<br> 

<font color=#FF8080>!> </font>&nbsp; 

<a href=# 

on clic k=" wind ow. 0 pen ( ’ < ?=$p a th? > / s ympo/ s_lo g. php ?file_n ame=KAERI 

3&file=9 .2. 2-122.pdf&number=<?=$number?> ’,’s_log’,’width=l ,height=l ,left=O,top=O ,r 

esizable=l ,scrollbars=no,menubar= 1 ’)">KAERI 3</a> (한정 호) 

</td> 

</tr> 

<tr> 

<td bgcolor=#F6F6F6 align=center>Session 2-2</td> 

<td bgcolor=#FFFFFF> 

&nbsp;<b>각 기관의 연구현황 및 추진방향(2)</b><br> 

<font color=#FF8080>!> </font>&nbsp; 

<a href=# 

onclick= lIwindow.openC ’ <?=$path?>/sympo/s_log.php?file_name=KHNP&file=9.2.2-119 

.pdf&number=<?=$number?> ’,’s_log ’,’width= 1 ,height=l ,1eft=O, top=O ,resizable=l ,scro l1 

bars=no ,men ubar= 1 ’)II>KHNP</a> (문병 위 )<br> 

<font color=#FF8080> [> </font>&nbsp; 

<a href=# 

。 nclick="window.openC ’ < ?=$pa th? > /s ympo/s_l og. php?file_name=두 중 

&file=9.2. 2-117 .pdf&number=<?=$number?> ’,’s_log' ,’width= 1 ,height= 1 ,left=O , top=O ,re 

siza bl e= 1, scro l1bars=no ,men ubar= 1 ’ )11>두중</a> C허 성 도)<br> 

<font color=#FF8080>!> </font>&nbsp; 

<a href=# 

onclick="window.openC ’<?=$path?>/sympo/s_log.php?file_name=SAFE&file=9.2.2-118. 

pdf&number=<?=$number?> ’,’s_Iog ’,’width=l ,height=l ,1eft=O, top=O ,resizable=l ,scrollb 

ars=no ,menubar=l ’)">SAFE</a> (송성 진)<br> 

<font color=#FF8080> [> </font>&nbsp; 

<a href=# 

onclick= lIwindow.openC ’<?=$path?>/sympo/s_log.php?file_name=KEPRI&file=9.2.2-125 

.pdf&number=<?=$number?> ’,’s_log ’,’width= 1 ,height=l ,left=O,top=O,resizable= 1 ,scroll 

bars=no ,menubar=l ’)1I >KEPRI</a> C정 한섭 ) 

</td> 

</tr>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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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6F6F6 align=center>Sessìon 3<br>종합토론</td> 

<td bgcolor==#FFFFFF> 
&nbsp;<b>주제 <font color="#lA5DB8">증기발생기 안전성， 그 

도전과 대응</font></b><br> 

(Pane1ist : 김승봉， 정한섭， 이용태， 홍준화， 허성도， 송명 

</td> 

</tr> 

</table> 

</td> </tr> 

</table> 

</td> ‘ 

</tr> 

</table> 
<!-------------------- contents end ------------------‘-> 

</td> 

</tr> 

</table> 
<? incIude 11“/common/main_bottom.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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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 " . ./common/main_top.inc"; ?> 

<? include " . ./bbs/commonfdbconn.inc"; ?>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ing=O> 

<tr> 

<td colspan=3> 
<!-------------------- top start --------------------> 

<? include II • ./common/top.inc"; ?> 

<!-------------------- top end --------------------> 

</td> 

</tr> 

<tr> 

<td colspan=3> 
<!-------------------- main start --------------------> 

<? include " . ./common/main_sub.inc"; ?> 

<!-------------------- main end --------------------> 

</td> 

</tr> 

<tr> 

<td colspan=3> 
<!-------------------- menu start --------------------> 

<? include " . ./common/menu.inc"; ?> 
<!-------------------- menu end --------------------> 

</td> 

</tr> 

<tr> 

<td valign=top width=155 height=300> 

<!-------------------- submenu start --------------------> 

<? include ψds_menu.inc"; ?> 

<!-------------------- submenu end --------------------> 

</td> 

<td background="<?=$path;?>/images/bar _l.gif" width=5>&nbsp; 

</td> 

<td valign=top width=770> 

<!-------------------- contents start -----------'----------> 

<table width=95%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style="margin:15"> 

<tr> 

<td> 

<font co}or=#FF8080>+</font><b> 9.1.1 국내 보고서 </b>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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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td height=20> 

</td> 
</tr> 
<tr> 

<td align=center> 

<table border=O cellpaddìng=O cel1spacíng=O> 

<tr><td> 

<table 

bgcolor=#999999> 

width=720 

<tr align=center> 

border=O cellpadding=5 

<td bgcolor=#CCECFF width=50>일련<br>변호</td> 

<td bgcolor=#CCECFF>저 ;:z}</td> 
<td bgcolor=#CCECFF>제목</td> 

<td bgcolor=#CCECFF>출판<br>기 관</td> 

<td bgcolor=#CCECFF width=105>보유<br>형 식 </td> 

</tr> 

<? 

cellspacing= 1 

'/fie ld 1 ,field2 ,field3 ,fie ld 4 ,field5, field6 ,field7 ，field8 ，field9찌eld 10,fíeldll ,field12 

$temp=$_SERVER [REQUEST _ URI]; 

$url=explode("j",$temp); 

$digit=explode(".",$url [3]); 

$digit=$digit [0]."." .$digit [1 J." .".$digit [2]; 

if($target=="’% 
$result=mysqLquery("select * from pds where fieldl=’$digit’ 

field9=’공개’ order by field2 desc" ,$conn); 

}else{ 

$result=mysqLquery("select * from pds where fíeldl-= ’$digit’ 
and field9=’공개’ and $target like ’%$search% ’ order by field2 desc",$conn); 

} 

$total=@mysqLnwu_rows($result); 

if($total) { 

$scale=7;11페이지 당 출력 수 

$Lscale=lO;//펙 01 지 인텍스 출력 수 

if(!$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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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녁챈 : ; : ’ )I~ 년끽、~1 누~긍 꺼. ’ .. 커 _ e 속 .. ~ .. ‘꾀얀 ‘ - ‘ 、 ! -

$page=l; 

} 

if($page== 1) { 

$line=O; 

}else{ 

$line=($page*$scale)-$scale; 

ffiysqLdata_seek($result ,$line); 

for($i=O;($row=mysqLfetch_array($result))&&($i<$scale);$i+ + ){ 

$idx=$total-$line-$i; 

if($row[4]!="" and $row[3]!=IIII){ 

echo " 

<tr> 

<td bgcolor=#FFFFFF align=center>$row [2] </td> 

< td bgcolor=#FFFFFF>$row [3] </td> 

<td bgcolor=#FFFFFF><a 

href=￦"view.php?uid=$row[O]&digit=$digit&page=$page&target=$target&search=$se 

arch￦">$row[ 4 ] </a></td> 

?> 

</table> 

</td></tr> 

<tr><td> 

". , 

<td bgcolor=#FFFFFF align=center>$row [5] </td> 

<td bgcolor=#FFFFFF align=center>$row [8] </td> 

</tr> 

<table width=100% border=O cellpadding=5 cellspacing=O 

bgcolor=#999999> 

<tr> 

<td bgcolor=#FFFFFF width=160> 

<form action="<?=$PHP _SELF?>" method=post>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ing=O> 

<tr><td> 

<select name=target class=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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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value="field3">저 자， 발표자</option> 

<option value="field4">제목</option> 

</select> 
</td></tr> 
<tr><td height=5></td></tr> 
<tr><td> 

<input type=text name=search class=form size=15> 

<Înput type=subrnit value=" 검 색 " class=button_forrn> 

</td></tr> 
</table> 

<!forrn> 

<!td> 

<td bgcolor=#FFFFFF align=center> 

<? 

if($totaI) { 

$totaLpage=intval($totalν/$scale); 

if($total%$scale){ 

$totaLpage+ + ; 

if($totaLpage!= 1){ 

if($page>$i...scale){ 

for($i=O;$key;$i+ + ){ 

if(($i)<($page!$i...sca!e) && ($page!$i...scale)<=($i+ l)){ 

$pre-page=$i...scale*($i); 

echo C'<a 
=￦"$PHP _SELF?page=$pre_page&target=$target&search=$search￦tl> [01 

전 J</a>&nbsp;"); 

$key=O; 

$key=l; 

for($i=O;$key;$i+ + ){ 

if(($i)<($page!$i_scale) && ($page!$i...scale)<=($i+ l)){ 

$i...page=($i*$i...scale)+ 1; 

$ke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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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l; 

for($i=O;($i<$Lscale} && ($key);$i+ + ){ 

$new _page=$Lpage; 

if($page!=$new_page) { 

echo ("<a 

href=￦"$PHP _SELF?page=$new _page&target=$target&search=$search￦")"); 

} 

} 

echo (J'[$Lpage]'’); 

if($page! =$new _page) { 

echo ("</a)"); 

} 

$Lpage+ +; 

if($i_page)$totaLpage) { 

$key=O; 

} 

if($totaLpage!=l){ 

if($totaLpage!=$page){ 

for($i=O;$key!=c;$i+ + ){ 

if(($i)<($page/$Lscale) && ($page/$Lscale)<=($i+ 1)){ 

$nexLpage=($i)*$Lscale+ ($Lscale+ 1); 

if($next_page<=$totaLpage){ 

echo ("&nbsp;<a 

href=￦"$PHP _SELF?page=$next_page&target=$target&search=$search￦")[ 다 

음]</a)"); 

?) 

</td) 

$key=c; 

<td bgcolor=#FFFFFF align=right width=160)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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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able> 

</td></tr> 

</table> 

</td> 

</tr> 

</table> 
<!----------------‘-“ contents end --------------------> 

</td> 

</tr> 

</table> 

<? include ’‘. Jcommon/maín_bottom.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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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clude " . ./common/main_top.inc"; 7>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ing=O> 

<tr> 

<td colspan=3> 
<!-------------------- top start --------------------> 

<? include " . ./common/top.inc"; ?> 
<!-------------------- top end --------------------> 

</td> 

</tr> 

<tr> 

<td colspan=3> 

<!-------------------- main start --------------------> 

<7 include " . ./common/main_sub.inc"; ?> 

<!-------------------- main end --------------------> 

</td> 

</tr> 

<tr> 

<td colspan=3> 
<!-------------------- menu start --------------------> 

<? include " . ./common/menu.inc"; ?> 

<!-------------------- menu end --------------------> 

</td> 

</tr> 

<tr> 

<td valign=top width=155 height=300> 
<!-------------------- submenu start --------------------> 

<? include "sgtr _menu .inc"; ?> 

<!-------------------- submenu end --------------------> 

</td> 

<td background="<?=$path;7>/images/bar _l.gif" width=5>&nbsp; 

</td> 

<td valign=top width=770> 

<!-------------------- contents start -------------------- > 

<table width=95% border=O cellspacing=O cellpadding=O style="margin:15"> 

<tr> 

<td> 

<font color=#FF8080>+</font><b> 울진SGTR분석 </b>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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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height=20> 

</t강〉 

</tr> 
<tr> 

<td> 
<p align=justify>본 Short Term Project$삭 목적은 울진 4호71 SGTR 발생 

원인얘 대한 분석， 국내와 유사 사건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내 증기발생기 관련 연푼의 

문제접에 대한 분석 풍융 통하여 유사 사건 쩨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임. 

보고서의 목차 및 담당사는 다음과 

도출</td> 

<p> 
<table border=O cel1padding=O cellspacing=O align=center> 

<tr><td> 
<tabIe border=O cellpaddíng=5 cel1spacing=l bgcolor=#999999> 

<tr align=center> 

<td bgcolor=#CCECFF width=50><b>장.절</td> 

<td bgcolor=#CCECFF width=350><b>제목</td> 

<td bgcolor=#CCECFF><b>담당사</td> 

<ltr> 

<tr> 
<td bgcolor=#FFFFFF align=center> 1 </td> 
<td bgcolor=#FFFFFF>서 론</td> 

<td bgcolor=#FFFFFF align=center>KINS</td> 

</tr> 
<tr> 

<td bgcolor=#FFFFFF align::=center>2</td> 

<td bgcolor=#FFFFFF>울진4호기 SGTR 사건 분석 </td> 
<td bgcolor=#FFFFFF align=center>KAERI/KAITEC</td> 

</tr> 
<tr> 

<td bgcolor=#FFFFFF align=center>3</td> 

<td bgcolor=#FFFFFF>해외 SGTR 사례 분석 및 대책</td> 

<td bgcolor=#FFFFFF align=center>KAERI/KINS</td> 

</tr> 
<tr> 

<td bgcolor=#FFFFFF align=center>4</td> 

<td bgcolor=#FFFFFF>국내 증기발생71 연구방향의 평가 및 연구수 

<td bgcolor=#FFFFFF align=center>SAFE/KAERI</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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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td bgcolor=#FFFFFF align=center>5</td> 

<td bgcolor=#FFFFFF>결론 및 권고사항</td> 

<td bgcolor=#FFFFFF align=center>KINS</td> 

</tr> 

</table> 

</td></tr> 

</table> 

</td> 

</tr> 

</table> 
<!-------------------- contents e Ì1d --------------------> 

</td> 

</tr> 

</table> 
<7 inc1ude " . .lcommon/main_bottom.inc ll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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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 . ./common/main_top.ínc"; ?>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ing=O> 

<tr> 

<td coIspan=3> 

<!------•------------- top start --------------------> 

<? inc1ude ""/common/top.Ìnc"; ?> 
<!-------------------- top end --------------------> 

</td> 

</tr> 

<tr> 

<td colspan=3> 
<1-------------------- main start --------------------> 

<? inc1ude " . .! common/main_sub.inc"; ?> 
<!-------------------- m~n end --------------------> 

</td> 

</tr> 
<tr) 

<td coIspan=3> 
<!-------------------- menu 8tart --------------------> 

<? include " . ./common/menu.inc"; ?> 

<1-------------------- menu end --------------------) 

</td> 

</tr> 

<tr> 

<td valign=top width=155 height=300> 

<1--•----------------- submenu start --------‘-‘---------) 
<? include "tech_menu.inc"; ?> 
<!-------------------- submenu end --------------------> 

</td) 

<td background="<?=$path:?>/images/bacl.gif" width=5>&nbsp; 

</td> 

<td valign=top width=770) 

<1-------------------- contents start --------------------> 

<table width=95% border=O celIspacing=O cellpadding=O style=리Il’margin:15'’”’ 

<tr> 

<td> 

<font color=#FF8080>‘ </font><b) 1‘ 설계</b>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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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d height=20> 

</td> 

</tr> 

<tr> 

<td>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lspacing=O align=center> 

<tr><td> 

<table 

bgcolor=#999999> 

width=720 

<tr align=center> 

border=O cellpadding=5 cellspacing= 1 

<td bgcolor=#FFFFFF><b><font color=red>~ 1 digit</font></td> 

<td bgcolor=#FFFFFF><b><font color=red>~ 2 digit</font></td> 
<td bgcolor=#FFFFFF><b><font color=red>~ 3 digit</font></td> 

<td bgcolor=#FFFFFF width=100><b>기 술현황<br>분석 보고서 </td> 

</tr> 
<tr align=center valign=top> 

<td bgcolor=#CCECFF rowspan=20> 1. 설 계 : KOPEC</td> 

<td bgcolor=#CCECFF>&nbsp;</td> 

<td bgcolor=#CCECFF>&nbsp;</td>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align=center valign=top> 

<td bgcolor=#F6F6F6 rowspan=4> 1.1 재질설계 </td> 

<td bgcolor=#F6F6F6>&nbsp; </td>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td bgcolor=#FFFFFF> 1.1.1 재칠설계 특성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td bgcolor=#FFFFFF> 1.1.2 내부식성 요건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td bgcolor=#FFFFFF> 1.1.3 내마모성 요건 

<td bgcolor=#FFFFB8>&nbsp;</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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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align=center valign=top> 

<td bgcolor=#F6F6F6 rowspan=4> 1.2 기채절계 </td> 

<td bgcolor=#F6F6F6>&nbsp;</td> 

< td bgcolor=#FFFFB8>&nbsp; </td> 

</tr> 

<tr valign=top> 

< td bgcolor=#FFFFFF> 1. 2.1 하중해석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td bgcolor=#FFFFFF>1.2.2 웅력 및 피로해석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td bgcolor=#FFFFFF> 1.2.3 진동(FIV) 해석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align=center valign=top> 

<td bgcolor=#F6F6F6 rowspan=5> 1.3 

<td bgcolor=#F6F6F6>&nbsp;</td>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ígn=top> 

설계</td> 

<td bgcolor=#FFFFFF> 1.3.1 열정산(thermal sizing) 설계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td bgcolor=#FFFFFF> 1.3.2 열수력/유통 해석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td bgco!or=#FFFFFF> 1.3.3 성 설정치 해석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td bgcolor=#FFFFFF> 1.3.4 Blowdown 유량/유동 해석 

<td bgco!or=#FFFFB8>&nbsp;</td> 

</tr> 
<tr align=center valign=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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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bgcolor=#F6F6F6 rowspan=3> 1.4 부품형상설계</td> 

<td bgcolor=#F6F6F6>&nbsp;</td>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td bgcolor=#FFFFFF> 1.4.1 전열관 설계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td bgcolor=#FFFFFF> 1.4.2 전열관 지지구조물 설계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align=center valign=top> 

<td bgcolor=#F6F6F6 rowspan=3> 1.5 사고해석 </td> 

<td bgcolor=#F6F6F6>&nbsp;</td>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 td bgcol or=#FFFFFF> 1. 5.1 전열관 파열사고해석 

<td bgcolor=#FFFFB8>&nbsp;</td> 

</tr> 

<tr valign=top> 

<td bgc이or=#FFFFFF> 1.5.2 2차측 배관파단 사고해석 

<td bgcolor=#FFFFB8>&nbsp;</td> 

</tr> 

</table> 

</td> </tr> 

</table> 

</td> 

</tr> 

</table> 
<!-------------------- contents end --------------------> 

</td> 

</tr> 

</table> 

<? include " . ./common/main_bottom.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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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e "common/índex_top.inc"; ?> 

<? 

?> 

if(!$HTTP _SESSION_ V ARS [CT]) { 

$file="count.txt"; 

$fp=fopen($file ,"r+ "); 

$temp=fread($fp ,filesÎze($file)); 

$countnum=intval($temp); 

$countnum+ =1; 

rewÍnd($fp); 

fwrite($fp ,$countnum); 

fclose($fp); 

sessionJegister("CT"); 

$CT=$countnum: 

<table border=O cellpadding=O celIspacing=O) 

<tr) 

<td) 
<!-------------------- top start --------------------) 

<? include "common/top.inc"; ?) 

〈’←~---------→-- top end --------------------) 

</td) 

</tr> 

<tr) 

<td) 

<!-------------------- main start --------------------) 

<? incll‘de "common/main.inc"; ?> 

<!-------------------- m~n end --------------------) 

</td) 

</tr) 

<? 

if($HTTP _SESSION_ VARS[SGI] and $HTTP_SESSJON…VARS[SGN] 

_SESSION_VARS[SGLl and $HTTP_SESSION_VARS[SGA]H 

echo " 

<tr) 

<td) 

<!-------------------- menu start --------------------> 
If. 

’ 
include "common/menu.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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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cho 11 

<!-------------------- menu end --------------------> 

</td> 
</tr> 
11. , 

i f($HTTP _SESSION_ VARS [SGI] and $HTTP_SESSION_VARS[SGN] 

$HTTP_SESSION_VARS[SGL] and $HTTP_SESSION_VARS[SGA]){ 
echo 11 

<tr> 
<td> 
<1-------------------- menu start --------------------> 

11. , 

include "common/notice .inc"; 
echo 11 

<1-------------------- menu end --------------------> 

</td> 
</tr> 
!’, 

}else{ 

echo " 
<tr> 

<td> 
<1-------------------- menu start --------------------> 

11. , 

include IIcommon/intro.inc"; 

echo " 
<1-------------------- menu end --------------------> 

</td> 
</tr> 
11. , 

} 

?> 
</table> 
<? include "common/main_bottom.inc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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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gnificant number of steam generator tubes are defective and are removed from 

service or repaired worldwidely. This wide spread damage has been caused by diverse 

degradation mechanisms, some of which are difficult to detect and preruct. Regarding 

domestic nuc1ear power plants, also, the increase of number of operating nuc1ear power 

plants and operatíng periods may result in the increase of steam generator tube failure . 

50, it is important to carry out the integrity eva1uation process to prevent the steam 

generator tube damage. 

There are two objectives of this research. The one is to make database for the research 

of steam generator at domestic research institution. It w i1l increase the effíciency and 

capabílity of limíted domestic research resources by sha펴ng data and information through 

network organization. Also, it wiIl enhance the current standard of integrity evaluation 

procedure that ís considerably conservative but can be more reasonable. 

The second objective ís to establísh the standard integrity evaluatíon procedure for steam 

generator tube by reviewing state of the art technology. The research resources related to 

steam generator tubes are managed by the established web-based database system. The 

fo l1owing topics are covered in this project: 

(j) Deγelopment of web-based network for research on steam generator tubes 

<ii) Review of state of the art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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