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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신규로 신설되는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과학기술부 고시 2003-20호 “화재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 기준” 에 

의거하여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을 대상으로 화재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냉중성

자원은 인화성이 강한 수소가스를 계통 내에 포함하고 있는 설비로써, 냉중성자원 

수소계통은 하나로 원자로실 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계통 외로 누설되는 수소가스

로 인한 화재 및 폭발이 하나로 안전시설계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으

며, 분석결과에 대한 적절한 방호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였다.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시나리오를 세 가지 즉, 수소

충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소누출에 따른 화재, 냉중성자원 정상운전 중 발생

할 수 있는 수소 누출에 따른 화재, 그리고 외부화재로 인해 수소버퍼탱크 내부가 

가열되면서 압력이 상승하여 용기가 폭발하는 시나리오이다. 각 시나리오 별로 수

소의 누출 후 확산 양상, 제트화재로 인한 화염의 길이 및 복사열에 의한 영향, 또

한 용기 폭발 후 과압의 영향거리 및 파편의 비산 거리 등에 대해 분석모델을 사용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소계통 내의 수소가 전량 누출되어 제트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안전

시설계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부화재로 인한 용기의 폭발

에 의한 과압의 영향거리에 비해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거리가 큰 관계로 고려

할 필요가 없으나, 용기 파편으로 인한 피해는 원자로 벽에 손상을 미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수소버퍼탱크 주변에 경량의 내화판넬을 설치하였다.  냉중성자원 기기

실 2층은 가연물량이 적어 화재하중과 화재심도가 낮아 연소 확대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나, 화재 시에 대비하여 2시간 내화도의 경량판넬로 방화구획을 하도

록 설계에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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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화재위험도 분석의 개요

1. 화재 위험도 분석의 목적

본 화재 위험도 분석은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 신규시설로써 설치될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과학기술부 고시 2003-20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

기준”에 의거하여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과학기술부 고시 2003-20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에 따르면 원자력법 제

12조 제2호 및 제22조 제2호 (허가기준), 제33조 3항 (연구용 원자로 허가), 원자로시설 등

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

도록 해당 규정의 기준에 준하여 설계하고 배치되어야 한다. 

냉중성자원은 인화성이 강한 수소가스를 계통 내에 포함하고 있는 설비로써, 냉중성자

원 수소계통은 하나로 원자로실 내부에 설치되기 때문에 계통 외로 누설되는 수소가스로 인

한 화재 및 폭발이 하나로 안전시설계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적절한 방호대책을 수립하고자 본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였다.

2. 화재위험도 분석기준

표 1-1은 화재위험도분석을 수행하는 근거 법률 조항으로 원자력법 및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화재위험도 분석을 수행하는 기준이 

되는 법률은 과학기술부 고시 2003-20호이며, 또한 기타 미국방화협회(NFPA) 코드, 국내 

소방법령, 건축법령, 원자력법령을 따르도록 한다.

모든 방화구역에서 바닥, 벽, 천정으로 구성된 모든 내화재의 설계는 화염, 연기 및 고

온 가스의 통과를 방지하도록 국내기준인 KS D3512, KS F2257, KS F2268, KS 

L2001/2006, KS M6030에 따라 설계되었고, 방화구역 경계상의 출입문, 창문 등의 개구부는 

NFPA 80 및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따라 설계되었다.



구분 내용

원자력법 제12조 

(허가기준)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과학기술부
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원자력법 제22조 

(허가기준)

2.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성능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물체 및 공공
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원자력법 제33조 

(연구용 원자로 

등의 허가)

1.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
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3. 제12조, 제13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에 제13조 제3호 중 “제17조”는 “제35조”로 본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①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
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1. 원자로시설 내 어느 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로
안전정지(reactor safe shutdown) · 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유
출방지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원자로시설 전체에 가능한 한 비가연성 또는 내화·내열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
의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지 및 소화
계통을 설치할 것

3. 소화계통의 고장·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아
니하도록 할 것

②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재위
험도분석을 하여야 한다.

1.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2.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3. 설계기준화재의 범주

4.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5. 화재위험성의 평가

6. 원자로안전정지·잔열제거·화재감시 및 방사성물질 유출방지 
능력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한 기술기준은 과학
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표 1-1. 화재위험도 분석 수행 근거 법률



3. 화재위험도 분석의 적용범위

3.1 화재위험도 분석 범위

고시 2003-20호에 따르면 화재위험도 분석은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인체, 물체 및 공

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적용된다. 따라서 신규 냉중성

자원 시설계통 설치로 인한 연구용 원자로 및 주변 인접설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화재

위험도를 분석한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 기술된 분석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화재방화구역의 설정

② 화재방화구역별 화재위험성 평가

③ 화재하중 산정

④ 안전관련 구조물 및 계통 조사

⑤ 안전설비에 미치는 화재영향 분석

⑥ 소화계통으로 인한 영향분석

⑦ 점화원 및 가연성물질의 파악과 관리대책

3.2 화재위험도 분석 대상설비 개요

본 화재위험도 분석의 대상설비는 크게 냉중성자원 시설계통 기기들의 대부분이 설치되

는 냉중성자원 기기실 (CNS Equipment Island)이다. 냉중성자원 기기실은 3층의 철골 구조물

로써 원자로 건물 내부 북서측에 신축된다. 냉중성자원 기기실 1층에는 원자로실에서 냉중성

자 실험동으로 연결되는 원자로실 유도관 차폐구조물이 설치되고, 2층의 북측에는 냉중성자원 

전기실, 남측에는 냉중성자원 계측실, 그리고 3층에는 냉중성자원 공정실이 위치한다. 냉중성

자원 시설계통에서 취급하는 수소버퍼탱크 등의 수소가스 설비들은 냉중성자원 기기실의 3층

에 위치한다. 

4. 화재위험도 분석 방법

신규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화재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운전조

건, 취급물질 등 설비 개요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시나리오를 선정하여 피해영향규모를 분석하고, 그 결과 원



자로 안전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또한 냉중성자원 시설계통 외의 설

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이 받을 수 있는 영향과 2차 피해

결과를 예측하였으며, 2차 피해결과에 따른 원자로 안전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규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에 대한 화재위험도 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에 대한 화재위험도 분석절차

5. 용어 정의

용어의 정의는 과학기술부 고시, 원자력법 및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제시된 용

어를 기본으로 선정하여 기술하였으며, 본 보고서에서 인용되나 상기 규정에서 언급되지 아

니한 용어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한국산업공단(KOSHA) 코드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

를 사용하였다.

◎ 불연(성) 물질

화염이나 열에 의하여 점화되거나 연소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연소를 돕거나 가연

성 증기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

※ 사용형태와 예상조건에서 화재와 열에 노출되었을 때 발화, 연소, 연소유지, 인화성 증기의 

방출을 하지 않는 물질. ULC 기준 CAN4-S114에 지정된 시험에 합격한 물질은 불연성물질로 

한다.



◎ 가연(성) 물질

불연성 물질의 정의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질.

※ 사용형태와 예상조건에서 발화, 연소하거나 화재와 열에 노출되었을 때 인화성 증기를 방

출하는 물질. ULC 기준 CAN4-S114에 규정된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물질은 가연성물질로 한

다. 

◎ 가연성(인화성)

가연성이란 물질의 연소하기 쉬운 정도를 표시하는 성질로 산소 또는 공기와 혼합하

여 점화하였을 때 착화점 이상으로 온도가 유지되고,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반응을 일으키며 

반응열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발열반응으로서 반응열을 지속적으로 방출시킬 수 있는 것, 즉, 

점화하면 빛과 열을 발하며 연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질을 가연성이라 한다.

◎ 가연성 증기

인화성액체의 증기가 공기와 일정한 량의 혼합 상태에 있을 때 점화원을 근접시키면 

폭발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가연성액체로부터 발산되는 증기를 가연성 증기라 한다. 이는 

대단히 위험하며,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무거워 지면을 따라 확산되는 성질이 있다. 가솔린, 산

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등의 증기가 대표적이다. 이들에 의한 위험성을 배제

시키려면 공기와의 혼합범위를 폭발범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화기/스파크 등의 점화원을 

근접시키지 않을 것, 통풍, 환기 등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폭발범위가 넓은 

산화에틸렌, 아세트알데히드 및 산화프로필렌을 화학설비, 탱크롤리, 탱크차, 드럼통 등에 주

입할 때에는 미리 그 내부에 불활성가스를 사용해서 가연성 증기를 완전히 배출시킨 후 작업

을 실시하고 그것들을 저장할 때에는 언제나 그 내부를 불활성가스를 사용해서 공기와 차단되

도록 해야 한다.

◎ 가연성 가스

폭발범위 농도의 하한값이 10% 이하 또는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가 20% 이상인 가

스로 수소, 아세틸렌, 에틸렌, 메탄 등이 대표적이다.

◎ 인화점

액체의 증기농도가 공기 중에서 연소범위 하한 농도의 혼합기체를 생성할 수 있는 충

분한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

◎ 발화점

화염 등 착화원을 부여하지 않고 가열된 열만으로 연소가 시작되는 최저온도. 가연성 

혼합물이 주위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스스로 점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



◎ 임계열선속 (CHF, Critical Heat Flux)

일반적으로 약 15분간 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값이 발견될 때까지 다양한 값을 갖는 

외부 열선속에 수평방향 표본을 노출하여 구한 값으로 연소점과 관련이 있는 수치이다. 일반

적으로 ASTM E-2058에 의해 산출한다. 

◎ 열응답변수 (TRP, Thermal Response Parameter)

발화 및 화재확산에 대한 저항성을 시정하기 위한 공학적 계산에 유용한 자료로 물질

의 열전도도, 정압열용량,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 최소점화(착화)에너지 (MIE, Minimum Ignition Energy)

가연성가스  증기와 공기의 혼합가스에 착화원으로 점화 시 혼합가스를 착화시킬 수 

있는 최저에너지를 말한다. 처음 연소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 분진을 포함한 모든 가연성 물질

은 최소 점화에너지를 가진다. 특정화합물이나 혼합물, 농도, 압력,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최

소점화에너지는 압력이 증가하면 감소하고 질소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한다. 분진의 최소점화에

너지는 가연성 가스의 최소점화에너지보다 큰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많은 탄화수소의 최소점

화에너지는 약 0.25mJ이다 

※ 사람이 융단 위를 걸을 때 생기는 정전기가 방전될 때의 에너지는 22mJ이며 일반적인 플

러그의 스파크 시 방전에너지는 25mJ이다.1)

◎ 최소점화전류 (MIC, Minimum Ignition Currents)

폭발성 분위기가 전기불꽃에 의하여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회로전류.

◎ 폭발범위(연소범위) 

가연성 액체의 증기농도가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때 폭발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농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지나치게 높아도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범위를 폭발범위 또

는 연소범위라 한다.

◎ 폭발하한값(LFL, Lower Flammable Limit) 

가연성 증기의 폭발범위 중 낮은 값을 말하며 통상 공기 중 가연성 증기의 부피% 및 

몰%로 표시한다.

◎ 최소산소농도(MOC, Minimum Oxygen Concentration) 

가연성 가스가 연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산소농도이다. 대개는 실험을 통해 측

정하지만, 연소반응식의 산소양론 계수와 폭발하한값의 곱을 이용해 추산하기도 한다. 

1) Daniel A. Crowl & Joseph F. Louver, "Chemical Process Safety Fundamentals with Applications", Pearson 

Education Inc.,2002



◎ 내화방벽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화재저항력이 시간단위로 평가

된 보, 들보, 기둥, 관통부 밀봉재나 마개, 방화문, 방화댐퍼 등을 포함한 건설자재 (벽, 바닥, 

그리고 이들의 지지대).

◎ 내화등급 

어떤 자재나 조립품이 화염이나 고온에 노출된 상태에서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유

지할 수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정한 등급

◎ 방화댐퍼 

급 배기설비 또는 벽, 바닥의 개구부에 설치되며 상시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고 화재전

파를 차단하기 위해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장치

◎ 관통부 

내화방벽 선상을 배관, 전선, 덕트 및 기기 등이 지나는 부분, 관통부 주위 개구부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내화방벽과 동등한 성능의 내화도를 갖는 물질로 충전되어야 한다. 

◎ 방화지역 

주어진 시간동안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과 내화방벽으로 분리된 

건물의 부분

◎ 방화구역 

가연성 물질의 제한, 공간적인 격리 또는 화재진압설비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

록 방화지역을 세분한 부분

◎ 설계기준 화재 

진화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조건에서 화재가 성장하여 최대 연소율에 

도달하는 상태를 말하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최대손상가능성을 예측하는 척도로 사용된다.

◎ 화재위험도분석 (Fire Hazard Analysis) 

화재 발생 시 원자로의 안전정지능력을 확보하고 환경으로의 방사성 물질 누출 가능

성이 최소화됨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방화지역별 가상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고 화재 

예방 및 화재방호조치가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위험도 분석을 말한

다.

◎ 화재하중: 

화재의 규모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방화지역에 있는 모든 가연성물질의 완전연소에 의

해 발생되는 방화지역의 단위면적당 열량



◎ 화재심도 

발생한 화재가 당해 건물과 그 내부의 수용재산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능력

의 정도이다.  즉, 방호공간 안에서 화재의 세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 화재격리 

내화방벽에 의한 격리 또는 공간적인 이격에 의한 격리

◎ 물리적 격리 

내화방벽에 의한 격리

◎ 공간격리 

연소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리에 의한 격리, 가연물의 양, 배치상태, 종류 및 주변

여건에 다라 연소 확대가 발생하는 거리는 달라진다.

◎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원자로 시설 중에서 안전에 중요한 설비로 필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안전관련 설비

와 고장 시 안전관련 설비의 기능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전관련 설비를 말한다.

◎ 정상운전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정상상태는 헬륨냉동계통의 운전에 의해 수조내기기 내에 기

체수소가 액화되어 충전된 후, 정상운전 중인 원자로에서 지속적으로 인가되는 핵발열량 및 

비핵발열량에 의해 수조내기기내에 2상의 열사이펀 유동이 유지되는 운전상태를 일컫는다.

◎ 비정상운전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운전과 관련이 있는 장치 또는 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냉중

성자원의 정상운전이 불가능하거나 정상운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운전상태를 의미한다.  비정

상 운전상태에는 헬륨냉동계통 고장, 진공계통 비정상, 수소계통 압력 비정상, 가스블랭킷계통 

압력 비정상, 수소누설 경보 발생, 냉각수계통 비정상, 압축공기계통 비정상, 제어컴퓨터 비정

상,  외부전원 상실사고, 원자로 비상정지 등이 포함된다.

◎ 위험물 

비교적 저온에서 인화하거나 연소속도가 빠르고 조연작용, 발화작용 등이 있으며, 연

소할 때 소화가 곤란한 위험성 물질을 말한다. 인화성 발화성 물품을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및 사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서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산화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이 기준치 이상의 것

-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황화린, 적린, 유황,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류 및 인화성 고체(고

형알코올과 인화점이 40℃미만인 고체)

-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또는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의 발생위험이 있는 것.

-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 특수인화물류: 발화점이 100℃ 이하 또는 인화점이 20℃ 이하인 것으로서 비점이 40℃ 

이하인 것.

¤ 제1석유류: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액체 (아세톤 및 휘발유 등)

¤ 제2석유류: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액체 (등유, 경유 등)

¤ 제3석유류: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액체 (중유 등)

¤ 제4석유류: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액체 (기계유, 실린더유 등)

¤ 알코올류: 1분자 내 탄소수가 3개 이하인 포화1가 알코올 (퓨젤유 및 변성알콜 포함)로, 

수용액의 농도가 60 vol% 이상인 것

¤ 동식물류: 1기압 20℃에서 액체로 되는 동 식물유

-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 물질):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 가열 또는 분해의 위험성이 기준

치 이상인 것

-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질산 

◎ 증기운폭발 (Vapor cloud explosion)

가연성의 위험물질이 용기 또는 배관 내에 저장 취급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지속적으로 

누출되면서 대기 중에 구름형태로 모이게 되어 바람 대류 등의 영향으로 움직이다가 담뱃불, 

정전기, 기계적 마찰, 스파크 등의 발화원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모든 가스가 동시에 폭발하는 

현상으로서 폭발 시 생성된 과압으로 인해 엄청난 손상을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

◎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 (BLEVE: 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가연성인 위험물질이 용기 또는 배관 내에 비점 이상의 온도 및 압력 하에서 액체 상

태로 저장 취급되는 경우 외부화재, 부식, 내부압력 초과 및 설비결함 등에 의하여 용기의 파손

과 함께 대기 중으로 누출되면 액체상태의 위험물질이 증발하면서 갑자기 증기로 변화되어 외

부로 치솟게 되는데 이때에 외부 화재, 스파크, 정전기, 담뱃불 등의 발화원에 의하여 폭발 및 

화염을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 플래쉬화재 (Flash fire)  

누출된 위험물질이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구름형태로 떠다니다가 물질의 폭발하한계 

이하로 희석되기 전 발화원을 만나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화염의 속도는 음

속보다 작으며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과압이 발생한다.

◎ 제트화재 (Jet fire)  

배관, 저장 탱크 등에서 연속적으로 누출되는 고압의 위험물질이 누출원 근처의 발화



원에 의하여 점화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 경우 연속적으로 복사열이 발생한다.

◎ 액면화재 (Pool fire)  

액체(액체가스포함)의 위험물질이 누출되어 주변 바닥에 고여 있는 액체가 기화하여 

발화원에 의해 점화된 것을 말한다.

◎ 방폭지역 (폭발위험장소)

전기기계기구를 설치 및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가스 폭발분위기가 조성되

거나 조성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하며, 가스폭발분위기의 생성빈도와 지속시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분류한다. 

- 0종 장소: 폭발분위기가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 (1000시간/년 또는 확률 10%

이상)

- 1종 장소: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 생성될 수 있는 장소 (10~1000시간/년 또는 확률 

0.1~10%)

- 2종 장소: 폭발분위기가 정상작동 중에는 생성될 가능성이 없으나, 만약 생성될 경우에는 그 

빈도가 극히 희박하고 아주 짧은 시간 지속되는 장소 (1~10시간 이상/년 또는 확률 

0.01~0.1%이상)

◎ 폭발분위기

대기상태에서 발화, 소비되지 않은 혼합물로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가스, 증기, 미스

트 또는 분진상태의 가연성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냉중성자원 시설계통

- 1층: 냉중성자 빔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장소

- 2층: 계측실 및 전기실이 설치된 장소

- 3층: 수소버퍼탱크, 수소밸브 등 공정설비가 설치된 장소인 공정실



II. 화재방호구역의 구분

1. 방화구역의 구분

냉중성자원 기기실은 기존 원자로실 내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주요 구조부는 철골구조

이며, 3층으로 되어 있다. 1층에는 냉중성자 빔을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나가고, 2층에는 전기실과 계측실, 3층에는 공정실이 각각 위치한다.  따라서, 냉중성자원 

기기실은 부록 A-1과 같이 방화구역을 설정하였다. 

2. 방화구역 현황

2.1. 배치도 및 구조

냉중성자원 기기실은 기존 하나로 건물 내 북서쪽에 위치하며 가로 6.2m, 세로 

16.1m, 높이 12.87의 3층 철골구조 건물이며, 1층, 2층 및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냉중성자원 기기실에 설치되는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

통 및 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2.3. 벽, 바닥 및 천장의 건축재료

냉중성자원 기기실의 각층 벽, 바닥 및 천장의 건축 재료는 표 2-1과 같다.



표 2-1. 냉중성자원 기기실(CEI) 층별 건축재료

방화구역 바닥 벽 천장

CEI 3층
콘크리트 슬라브 + 

에폭시페인트

동측 일부에 

경량 ALC 판넬

노출 Deck Plate + 
내화페인트

CEI 2층

콘크리트 슬라브 + 
Access floor 
w/전도성타일

경량 ALC 판넬 + 

몰탈 + 수성페인트

Suspended ceiling 
w/acoustic tex

CEI 1층
콘크리트 슬라브 + 

에폭시페인트
없음

노출 Deck Plate + 
내화페인트

2.4. 공기조화계통과의 설계와 운전조건

개방형 건축구조인 냉중성자원 공정실에 위치한 수소계통에서 틈이 발생하여 외부

로 수소가스가 누출 되면, 수소의 취급량이 최대 355 gram(약 4㎥)에 비하여 원자로실내의 

공간 부피 35,000㎥가 상당히 크고, 수소가스의 밀도가 공기보다 작고,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원자로실 내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소의 폭발범위(4 - 75 Vol%)를 형성하지 못한

다. 따라서 냉중성자원 공정실을 위한 별도의 공기조화계통은 필요하지 않다. 또한 만약 수

소가 누출된 직후 형성된 가연성 증기운의 농도범위가 폭발하한범위인 4%를 초과하더라도,  

양이 많지 않아 즉시 점화한다고 가정하여도 증기운폭발 뿐만 아니라 플래쉬화재의 발생 가

능성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5. 배수계통

냉중성자원 공정실, 전기실 및 계측실은 부록 C-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재하중 및 

화재심도가 매우 적어 국내 소방법규 상 요구되는 고정식 소화수설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

므로 소화수 방사에 필요한 배수계통은 고려되지 않았다.

2.6. 방화구역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포함하는 기기 및 계통

냉중성자원 공정실, 전기실 및 계측실은 별도의 방사성물질 또는 이를 포함하는 기

기 및 계통이 없다.



2.7. 각 방화구역의 접근로 및 대피로

냉중성자원 기기실의 각 방화구역에서 기존 하나로 건물의 각 층으로부터 접근 및 

대피로는 부록 A-2에 나타나있다. 냉중성자원 기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1층의 경우

는 원자로실 유도관 차폐구조물을 제외하고는 빈 공간(Piloti)으로 되어있어 원자로실로 접근 

및 대피 가능하며, 2층 및 3층의 경우는 기존 하나로 건물의 계단과 냉중성자원 각 층 사이

에 철골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이 철골계단을 이용하여 접근 및 대피한다. 냉중성자원 기기

실 3층 지붕의 경우는 기존 하나로실과 연결된 Deck Plate를 이용하여 접근 및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방화구역별 설계기준화재

3.1. 냉중성자원 공정실의 설계기준화재

냉중성자원 공정실에서 취급되는 물질 중 가연성물질은 수소가스이다. 수소는 가연

범위가 넓고 최소점화에너지가 작아 화재폭발의 위험이 큰 물질로써 가연성가스로 분류한

다.  따라서 냉중성자원 공정실에서의 설계기준화재로는 수소의 누출 후 발생할 수 있는 화

재를 선정하였다.  냉중성자원 공정실 내에는 수소가스 외의 가연성물질이 없으므로 취급되

는 수소 전량이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를 화재하중으로 고려하였다.

취급되는 수소가스는 감속재용기, 열교환기, 연결배관 및 수소버퍼탱크 내에 분포하

게 되며, 계산상 충전되는 총량은 약 336 gram이다. 그러나 연결배관의 설치경로에 따른 배

관 길이의 변화, 또는 수소버퍼탱크 제작 후 실제 물리적인 부피의 미세한 변화에 따라 수

소의 총 충전량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을 감안하여 보다 보수적인 관점

으로 화재위험도 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취급되는 수소의 총량을 최대 355 gram으로 적용

하기로 한다. 이 양이 누출되더라도 형성되는 가연성 가스운의 밀도가 낮아서 가스운의 확

산속도가 빨라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수소 누출량이 다소 적기 때문에 

가연성 가스운 형성 즉시 폭발이나 플래쉬화재를 유발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수소계통에

서 외부로 누출즉시 점화되어 연소하여 발생하는 제트화재 형태의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총 누출된 수소가 100% 완전 연소한다고 가정할 때, 수소가스의 연소열을 고려하면 

발생할 수 있는 총 발열량은 42,613.6 kJ이다. 

3.2. 냉중성자원 계측실 및 전기실 설계기준화재

냉중성자원 계측실은 가연성물질인 제어용전선, 컴퓨터 기기 및 현장제어반 및 소량



의 일반가연물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전기화재를 설계기준화재를 간주할 수 있다.  또한 냉

중성자원 전기실은 가연성물질인 전력용전선, 제어용전선, 전압차단기반, 전동기제어반, 현

장제어반 및 소량의 일반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설계기준화재로 간주할 수 있다.

4. 방화구역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 배치상황

냉중성자원 기기실 내의 기기 배치는 부록 B-1과 B-2에 표현되어 있으며, 설치되는 

기기 및 계통들에는 원자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5. 설계기준화재에 요구되는 내화방벽의 내화등급

냉중성자원 공정실, 전기실 및 계측실에서 요구되는 내화방벽의 내화등급은 표 2-2

와 같고, 방화구역별 화재하중 및 화재심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부록 C-1과 같다. 내화방벽

의 내화등급은 방화구역별 화재심도 이상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방화구역별 화재심도는 방

화구역별 화재하중에 대한 등가시간으로 환산하여 결정한다.

표 2-2. 방화구역별 화재하중 및 화재심도

방화구역 화재하중 (kcal/m2) 화재심도 (시간) 내화방벽/내화등급

냉중성자원 공정실 25,038 0.028 0.03

냉중성자원 전기실 99,211 0.109 0.11

냉중성자원 계측실 69,221 0.076 0.08
 

주) 화재하중 등가시간: 1시간 = 909,000 kcal/㎡2)

    

2)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화력발전소 화재예방 부록 A, 2005년



6. 방화구역별 내화방벽

6.1. 내화방벽에 설정된 내화등급, 내화방벽 특성 및 내화시험기준

내화방벽에 설정된 내화등급, 내화방벽 특성 및 내화시험기준은 부록 A-1의 방화자

재현황표에 기술된 바와 같다. 

상기 표 2-2에 의하면, 냉중성자원 공정실의 경우 화재심도가 매우 적어 내화방벽은 

사실상 필요가 없다. 그러나 원자로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소버퍼탱크에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냉중성자원 공정실의 북동쪽 면에 원자로를 향하여 2시간 

내화도의 경량 내화판넬을 설치하였으며, 냉중성자원 전기실과 계측실도 2시간 내화도의 내

화방벽으로 구획하여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였다. 개구부의 경우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창

문은 방화유리를 설치하였다.

냉중성자원 기기실 내에서의 화재심도가 1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요구조부인 철재

구조물에 내화도료나 내화피복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원자로실 내에서 발생 할지도 모르는 

화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시간 이상의 내화도를 유지하도록 내화페인트 및 

내화피복재로 피복하였다.

7. 인접지역에 요구되는 내화방벽의 내화등급

냉중성자원 공정실, 전기실 및 계측실을 포함하는 냉중성자원 기기실은 원자로실 내 

북서쪽에 단독구조물로 신설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접지역은 없다.



III.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

1. 방화구역별 가연성 물질의 현황

1.1. 가연성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기계류와 설비

냉중성자원 공정실에서 가연성물질인 수소를 포함하는 설비는 수소버퍼탱크와 수조

내기기, 그리고 이를 연결하고 있는 수소연결배관이며, 각 기기별 사양은 표 3-1과 표 3-2에 

나타나 있다. 각 기기별 수소 취급량과 배치도는 그림 3-1과 같다. 수소충전설비 내에 장착

된 수소실린더는 원자로 내로 반입하여 수소계통 내로 충전하며, 냉중성자원 정상운전을 위

해 수소 충전이 완료된 후에는 수소실린더는 원자로 외부로 반출한다. 따라서 냉중성자원 

기기실 내에 있는 수소충전설비는 냉중성자원 정상운전 중에는 비어 있는 상태이다. 

표 3-1. 수소계통 기기류

기기

크기 (㎜) 형태
취급량

(정상운전)

설계 운전
취급 

물질이름
온도 

(K)
압력 

(kPa)
온도 

(K)
압력 

(kPa)

수소버퍼 탱크
1000 X 1600   

(1.3 ㎥)
수직형 159.9 g 333.15 500 300

152 ~ 
315

수소

감속재 용기 74.8(100) x 150 수직형

168.8 g
500

21.8 ~ 
300

152 ~ 
315

수소

열교환기
127/331 (Shell) 

x 880
수직형 500

21.8 ~ 
300

152 ~ 
315

수소/ 
헬륨

표 3-2. 수소연결배관

기기 (구간)
호칭구경

(Sch No.)

취급량

(정상운전)

설계압력 (kPa) 취급물질

내부 외부 내부 외부

수소버퍼탱크 ~ 수소박스 0.5 (Sch 40)
7.3 g

500 500 수소 질소

수소박스 ~ 수조내기기 1.5 (Sch 40) 500 500 수소 헬륨



: 480.5 g
:   0.0 g

그림 3-1. 냉중성자원 수소계통 주요 기기 및 수소 충전량



1.2. 가연성 액체 및 가스의 양과 저장용기의 배열 및 형태

냉중성자원에서 취급되는 가연성가스인 수소 초기 충전조건 및 운전조건은 표 3-3

과 같다.

표 3-2. 냉중성자원 충전조건 및 운전조건

구분 수소

사용량 약 336 gram (최대 355 gram)

순도 99.9999%

초기 충전온도 300K

초기 충전압력 305 kPa

냉중성자원 수조내기기 운전온도 21.8K

냉중성자원 운전압력 152 kPa

1.3. 기타 가연성물질과 배치상태

냉중성자원 기기실내 공정실에는 전동기 구동에 의한 진공펌프가 위치하고 있다. 진

공펌프 상에는 전동기 절연체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열하중에 기여하는 바가 적어 전력산

업기술기준 화력발전소 화재예방(2005년) 부록 A (3).(가),1),가)항에 의거 화재하중에서 제외

하였다.

1.4. 전선의 위치 및 기타 사항

냉중성자원 기기실 방화구역별 전선현황표, 판넬 및 전선반 배치도를 부록 D-1, 부

록 D-2에 나타내었다. 냉중성자원 공정실에는 전력용 전선과 제어용 전선이 존재하고, 냉중

성자원 계측실 및 전기실에는 전력용 전선, 제어용 전선, 저압차단기반, 전동기 제어반, 컴

퓨터 판넬, 현장제어반, 계측판넬이 존재한다.

1.5. 조명시설을 포함한 전기/전자설비

1.5.1. 전기/전자설비 현황

냉중성자원 계측실에는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 terminal, Printer, 

OWS(Operator Working Station)이 설치되고, 냉중성자원 전기실에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1 & #2, Distribution frame, Gas analyzer, MCC, UPS panel이 설치되어 

있다.



1.5.2. 전기/전자설비에 적용되는 화재방호기준

냉중성자원 계측실 및 전기실의 바닥면적은 약 60m2 이다.  이는 국내소방법규인 

소방시설 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에 의거 소화기 설치 대상물이다.  따

라서 냉중성자원 계측실 및 전기실의 화재 시에는 설치된 소화기로 화재를 초동 진압하도록 

되어있으며, 초동진압이 실패하여 화재가 전개되는 경우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여 운전원의 

현장 확인 후 기존 하나로 건물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화재를 진압

하도록 되어있다.

1.6. 벽, 바닥 및 천장의 외장재

냉중성자원 기기실의 각 방화구역에서 사용된 벽, 바닥 및 천장의 외장재는 부록 

A-1과 같다. 2층과 3층의 바닥재와 2층의 천장재는 콘크리트 슬라브를 사용하였으며, 2층 

외벽은 2시간 내화등급의 경량 ALC 판넬로 외부와 방화 구획되어 있다. 3층 공정실은 원자

로실 내의 화재가 수소저장 및 취급계통에 미치는 복사열 및 화염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

여 원자로와 마주보는 면에 2시간 내화등급의 경량 ALC 판넬을 설치하였다.

2. 방화구역별 점화원의 현황

2.1. 화염, 스파크 및 고열을 동반하는 점화원

냉중성자원 공정실에는 진공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이와 연결된 전동기가 점화원으

로 작용할 수 있다.

2.2. 기기 오작동에 의한 에너지의 방출, 마찰열, 전기불꽃, 자연발화 유도물

냉중성자원 공정실의 수소계통은 수소 충전 시 계기 오작동으로 인한 수소누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소 누출 시 생기는 마찰에너지가 누출된 수소에 의해 조성되는 가스운

의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 용접, 절단, 그라인딩 등 운전 및 건설 활동에 의한 점화원

건설 및 유지 보수 등에 사용되는 아세틸렌 및 전기 용접기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용접 및 용단 불티는 불티의 크기 및 상태에 따라서 보통 11-15m 까지 비산 할 

수 있으며 임시 가연물에 점화되어 훈소 상태로 진행하다가 시간이 경과한 후 발화할 수 있



다.  절단이나 연삭작업 또한 불티가 발생하기 때문에 점화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2.4. 일시적인 점화원의 모든 형태

냉중성자원 계통 유지, 보수 기간 중의 고의적 사고나 실수 등에 의한 인적오류를 

예상할 수 있으나 이는 제외하였다.

3. 방화구역별 가연성물질 및 점화원의 관리대책

냉중성자원 공정실의 진공펌프는 윤활유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주기적인 점검으

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하고 있으며, 냉중성자원 계측실 및 전기실의 전선은 

내화전선을 사용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소시켰다.

냉중성자원 공정실의 수소 충전 시 계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수소가 누출되면서 마

찰에너지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제트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  수소 충전 시 오작동이 우려

되는 계기는 PCV(압력제어밸브)이며 PCV의 오작동 시 배관 설계압력을 초과하는 수소가스

가 공급되면서 배관의 취약부위에서 수소가 누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PCV 후

단에 압력스위치(PS)를 설치하여 과압 발생 시 수소실린더의 공급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관의 설계압력보다 높은 압력의 수소가스가 공급되지 않도록 설계 

하였다. 

4. 가연성물질을 포함하는 설비의 운전 또는 오작동에 의해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화재에 대한 방지대책

4.1. 냉중성자원에서의 화재/폭발 방지대책

냉중성자원에서 수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는 수소충전 시 

수소실린더와 수소버퍼탱크 연결배관에서의 누출로 인한 제트화재, 정상운전 중 이중배관 

및 이중탱크 내부설비에서의 누출 후 가스블랑킷 배관의 틈을 통해 누출되는 수소에 의한 

제트화재, 그리고 원자로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소버퍼탱크가 가열되어 폭발하는 

경우이다. 

수소 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제트화재의 분석결과, 원자로 주변설비에 미치는 제트



화재의 화염이나 복사열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원자로실 내에서의 

화재로 인해 수소버퍼탱크가 가열되어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용기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예

상되므로, 부록 F-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소버퍼탱크 주변에 경량의 내화판넬을 설치하

여 외부의 화재로 인해 수소버퍼탱크가 가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5. 임시 가연성 물질

냉중성자원 공정실에 설치되는 펌프류는 윤활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가연

물 산정에서 제외하였고, 소모품의 가연성 재료가 존재하지 않아 역시 제외하였다. 다만, 전

선이 냉중성자원 기기실에 설치되므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화력발전소 화재예방(FPF) 

부록 A(2005년) 항목 (3),(나),2)에 의거하여 90m의 교체용 전선을 임시가연물로 가정하였

다.



IV. 화재 감지 및 진압설비

1. 방화구역별 방호특성,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종류 및 적절성

1.1. 방화구역별 방호특성

냉중성자원은 소량의 수소를 취급하는 수소계통과 관련 설비인 진공계통이 존재한

다. 수소 누출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수소의 누출량이 적고 누출시간이 짧기 때

문에 주변설비로 화재가 전이되기는 상당히 어려우며, 대부분의 냉중성자원 시설계통들은 

원자로와 공간적으로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원자로실 내의 화재로 인해 수소버

퍼탱크가 폭발하여 원자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수소버퍼탱크 주변에 경

량 내화판넬을 설치함으로써 외부화재로 인한 복사열 및 화염의 영향을 차단하였다. 

냉중성자원 계측실 및 전기실은 전기 전선, 저압차단기반, 제어반등이 설치되어 전

기화재의 위험성이 존재하나 그 가연물의 양이 적고 각각의 실을 2시간 내화도의 경량판넬

로 구획하였기 때문에 인접구역으로의 화재전파의 가능성이 없다.

1.2. 방화구역별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종류 및 적절성

냉중성자원 기기실의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의 종류는 표 4-1과 같다. 냉중성자원 기

기실에 위치한 계통 내 존재하는 가연물질의 양이 적고, 주변에 안전계통 관련기기가 존재

하지 않고, 2층 및 3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약 138 m2 정도로 작아 국내법규에 의하여 냉중

성자원 기기실은 이동식 소화기 설치 대상물이 된다. 그러므로 냉중성자원 기기실에는 고정

식 화재진압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의 화재 시에는 운전원에 의하여 현장 

확인 후 필요하다면 원자로실의 기존 옥내소화전계통을 이용하여 방호하도록 되어있다.  따

라서 냉중성자원 공정실에는 설치되는 수소계통으로 인해 두 개의 수소가스 검출기가 부가

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냉중성자원 기기실의 각 층에는 표 4-1과 같이 보조소화시설로 소

화기가 설치되어 있다. 

냉중성자원 기기실의 각 방화구역별 화재방호도와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는 부록 

E-1~E-3에 표현되어 있다. 



표 4-1. 방화구역별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방화구역 주요 소화시설 보조소화시설 화재감지시설

냉중성자원 공정실 기존 옥내소화전 소화기 연기 감지기

냉중성자원 전기실 기존 옥내소화전 소화기 열 감지기

냉중성자원 계측실 기존 옥내소화전 소화기 연기 감지기

2.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의 용량 및 성능의 적합성

냉중성자원 기기실의 2층 및 3층은 표 2-2와 같이 화재하중이 경미하고 바닥 면적

이 각각 약 62 m2, 약 76 m2이다.  이는 국내소방법규인 소방시설 설치 유치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의거 소화기 설치 대상물임이기 때문에 냉중성자원 기기실 2

층과 3층은 보조소화시설로써 소화기만 설치하였다. 만약 냉중성자원 기기실 내의 계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개되면, 부록 E-1~E-2에서 보여주듯이 기존 원자로실의 각 층에 설치되

어 있는 기존 옥내소화전 계통이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을 방호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위치하

기 때문에 화재 시에 기존옥내소화전 계통으로 충분히 진압이 가능하다.  옥외 지하소화수

조와 소화펌프에 의해서 원자로 건물 내 기존 옥내소화전 계통으로 소화수가 공급되고 소화

수원의 양(600 m3)과 소화펌프의 용량(300 m3/hr)이 충분하기 때문에 냉중성자원 기기실에

서 화재 시 기존 옥내소화전 계통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3.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 특성

3.1. 설계기준

냉중성자원 기기실의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는 국내소방법규, NFPA, 10 CFR 50 

Appendix A GDC 3, RG 1.120의해 설계되어 부주의한 운전이나 단일고장으로 인하여 안전

상 중요한 구조물, 계통 혹은 부품들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3.2.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의 종류, 위치 및 작동방법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의 종류와 위치는 표 4-1과 같다. 냉중성자원 계측실에 P형 2

급 화재수신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원자로 건물 화재 수신반”과 연계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화재감지기는 해당지역의 면적, 높이, 화재발생원인 등을 고려하여 설치되도록 설계되었으



며, 전기실에는 열감지기, 계측실과 공정실에는 연기감지기를 각각 설치하도록 정하였다. 화

재가 발생하면 화재감지기에 의해 화재 경보가 발생하고 냉중성자원 2층 계측실 화재 수신

반을 경유하여 원자로 건물 화재 수신반으로 경보가 전달된다. 수신된 화재 경보는 현장 확

인 후 보조소화설비인 소화기에 의해 초동진압을 하도록 되어있으며, 초동진압 실패 시 수

동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 계통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3. 고정식 수계 소화설비

고정식 수계 소화설비는 원자로실 각 층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옥내소화전 계통으

로써 냉중성자원 기기실 각 층을 방호하도록 되어 있다.

3.4. 고정식 포, 분말 및 가스계 소화설비

냉중성자원 기기실은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재하중이 작고 소방시설 설치 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고정식 포, 분말 및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

여야 할 대상이 없어 본 항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3.5. 이동용 소화기의 종류 및 위치

냉중성자원 공정실에는 ABC 분말소화기를, 냉중성자원 계측실 및 전기실에는 탄산

가스 소화기가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세한 소화기 배치 위치는 부록 E-2에 나타나 

있다.

3.6. 제연설비

냉중성자원 기기실은 표2-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화재하중이 작고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본 항은 고려되지 않았다.

3.7. 방폭설비

냉중성자원 공정실에서 취급되는 수소는 폐쇄된 공간에 충전되어 있으며, 헬륨냉동

계통의 운전상태에 따라 폐쇄된 공간인 수조내기기와 수소버퍼탱크 사이에서 이동한다. 수

소가스가 이동하는 모든 배관은 수소취급배관 설계 및 설치기준에 따라 제작, 설치되었으므

로 해당 구역은 방폭지역(폭발위험장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또한 수소실린더가 장착된 수



소충전설비에서 수소버퍼탱크 내로의 수소 충전은 최초 1회를 제외하고는 수소의 순도가 

악화되지 않는 한 냉중성자원 운전기간 중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종장소로 분류될 

수 있는 “폭발분위기 생성빈도가 극히 낮아(1~10시간/년)” 방폭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 항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3.8. 비상조명 및 통신설비의 종류 및 위치

냉중성자원 기기실은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재하중이 작고 소방시설 설치 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비상조명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아니므로 본 항은 고려되어 있지 않다.



V. 화재위험성의 평가

1. 화재 위험성

1.1. 수소계통의 화재위험성

1.1.1. 대상물질의 화재 위험성

수소계통에서 취급되는 주요 위험물인 수소는 연소범위 (폭발범위)가 크고 최소점화

에너지가 매우 작아 누출 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높다.  또한 수소버퍼탱크에 저장

된 수소는 기체 상태로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외부온도가 증가하는 경우, 직접적으

로 용기 내의 수소의 온도를 증가시키므로 가압용기폭발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수소계통에서의 수소 누출형태에 따라 화재 및 폭발 가능성과 그 형태를 예측할 필요가 있

으며, 각 형태별 화재나 폭발 시 피해영향을 산출하기로 한다.

사용되는 수소의 총 질량은 355gram 미만이며, 전량 누출되는 경우 폭발범위 내의 

증기운은 순간적으로 형성되었다가도 빠른 확산에 의해 사라진다. 따라서 공기 중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가연성증기운폭발이나 플래쉬화재는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수소가 누출되는 

순간 누출가스와 누출표면 사이의 마찰 등에 의해 점화될 경우 제트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트화재에 대한 사고피해규모를 산출하였다.

외부의 열원에 의한 수소버퍼탱크의 가열은 내부 수소가스의 압력상승을 초래하며, 

상승된 압력이 설계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용기가 파열될 수 있다. 이는 가압용기폭발모델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사고피해규모를 산출하였다. 가압용기 폭발모델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열원이 주요인이므로 냉중성자원 기기실 주변에서의 화재로 인한 2차 사고의 형

태라고 할 수 있다.

1.1.2. 수소계통의 화재위험성 평가 절차

수소계통에서의 화재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5-1과 같은 절차를 통해 주요 

취급물질인 수소의 누출시나리오 및 화재/폭발 시나리오를 분석하였다. 냉중성자원 기기실

에서 수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는 수소충전 시 수소충전설비와 수

소버퍼탱크의 연결배관에서 누출로 인한 제트화재, 정상운전 중 이중배관 및 이중탱크 내부

설비에서의 누출 후 가스블랭킷 층의 틈을 통한 수소 누출 후 발생되는 제트화재, 그리고 

원자로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소버퍼탱크가 가열되어 폭발하는 경우이다. 

수소가 누출되는 조건에 따라 누출속도와 누출시간 및 누출 후 가연성증기운을 형



성하는 경향을 가우시안(Gaussian) 확산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누출시나리오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소 누출 후 제트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염의 길이와 복사열의 영향거리를 

산출하였으며 적용된 계산방법은 TNO 제트화재모델이며 본 장의 1.2.2절에 분석 모델에 대

해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이를 적용하여, 화염의 영향거리 및 복사열로 인한 원자로 주변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소버퍼탱크 등 설비의 설치위치와 원자로 벽과의 이격거

리가 적정한 지를 판단하였다.  또한, 수소버퍼탱크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과압이 미치는 

영향거리를 산출하기 위하여 가압용기 폭발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수소버퍼탱크의 폭발을 일

으킬 수 있는 외부요인인 외부화재가 냉중성자원 기기실 3층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은 FD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5-1. 냉중성자원 수소계통의 화재위험성평가 절차

1.2. 화재위험성 평가의 이론적 개요

위에서 설명한 평가에 사용된 각각의 모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2.1. 누출모델 (Gaussian 모델)

누출용기의 상태, 누출물질의 상(Phase), 누출시간(Release duration) 등을 고려하여 

실제의 누출량을 산출하며,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화재, 폭발, 분산에 대한 모델식에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각 모델에 적용하기 위해서 누출원의 크기(Hole size), 누출속도 및 내용

물 전체의 누출시간을 예측하고, 누출물질의 상에 따라 액면(Pool)의 크기, 증발속도를 예측하



여 액면화재모델 혹은 분산모델을 적용하거나, 누출물질의 밀도, 증기운의 크기, 온도 등을 예

측하여 제트화재모델 혹은 분산모델을 적용한다.

표 5-1. 누출 모델의 종류 및 조건

    

구   분 종   류 비  고

누출물질의 상

(Phase)

액상누출  액면화재모델, 분산모델

기상누출  제트화재모델, 분산모델

2상 누출
 액면화재모델, 제트화재모델, 

분산모델

누출시간

(Release duration)

순간누출 
(Instantaneous release)

용기의 갑작스런 파열로 발생

연속누출 
(Continuous release)

누출용기의 상태
저장용기 (Vessel or tank)

관 (Pipe or column)

어떤 물질이 누출되는 총량은 순간누출일 경우 용기 내에 있던 양이 순간적으로 전량 

누출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하며, 연속누출일 경우 누출되는 구멍의 크기와 누출되는 시간에 따

라 산출하게 된다.  누출시간은 누출이나 파열을 막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시

간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누출되는 구멍의 크기는 용기에 연결되는 배관이나 플랜지의 

크기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압력 및 온도와 같은 물질의 저장 상태를 고려하여 누출되는 물질의 상태가 

액체인가 기체인가 또는 액체와 기체가 혼합된 상태인가를 결정한 후에 초기누출속도를 산출

한다. 이 때 누출용기의 상태에 따른 모델, 즉 저장용기에서 누출되는 것인지 배관에서 누출되

는 것인지를 선택한다. 

실제현상에 있어서 위험물질이 대기 중에 누출된 경우, 누출된 물질은 바람방향으로 

분산된다. 누출물질의 분산 정도를 산출하기 위한 이론을 분산모델이라 한다.  이 모델은 누출

된 가스나 증기로 형성된 증기운의 형태 혹은 누출된 액체에서 증발되어 형성된 증기운의 형

태 및 크기 등을 산출하여 화재 및 폭발의 영향을 평가하거나 근로자 또는 일반인에 대한 독

성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주어진 거리에서 시간대별 농도를 산출하는데 사용된다.  가스의 확

산현상을 해석하기 위하여 주위 공기의 유동장을 해석하여야하므로 개방된 공간에서 가스의 



확산은 기상학적인 개념을 알아야한다. 또한 가스의 특성에 따라 표 5-2와 같이 구분되는데, 

가벼운 가스의 분산모델은 대부분 정규분포를 가정한 가우시안 플럼(Plume)모델을 적용하여 

비교적 쉽게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무거운 가스의 분산모델은 연속누출과 순간누출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증기운의 누출은 누출의 연속성에 

따라 플럼과 퍼프(Puff)로 나뉘는데, 누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정상상태를 유지하는 누출로 

생성되는 증기운을 플럼이라고 하며, 일시적으로 누출하고 더 이상 누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생성되는 증기운을 퍼프라고 한다.

여기에서 무거운 가스와 가벼운 가스의 구분은 Ri라고 하는 리차드슨 수 

(Richardson's No.: 증기운의 퍼텐셜에너지를 주위의 난류에너지로 나눈 값)에 의해 결정하고, 

연속누출인 경우에는 Ri ≥ 0.003일 때 무거운 가스분산모델을 적용하고, 순간누출인 경우에

는 Ri ≥ 0.04일 때 무거운 가스분산모델을 적용한다.

표 5-2. 분산모델의 종류

  

종  류 주요 영향 인자 비    고

무거운 가스 분산모델  누출된 가스의 중력  BM 모델, HMP 모델

가벼운 가스 분산모델  대기 중 형성되는 난류  가우시안 플럼 모델 

ρ ρ

ρ
        연속누출인 경우

ρ ρ

ρ
       순간누출인 경우

g : 중력가속도 (9.81 ㎨)

ρre : 감압 후 누출물질의 밀도 (㎏/㎥)

ρa : 공기 밀도 (㎏/㎥)

V* : 감압 후 누출물질의 부피유속 (㎥/sec)

V : 감압 후 누출물질의 부피 (㎥)

d : 감압 후 누출 지름 (m)

U10 : 10m높이에서의 바람속도 (㎧)



분산모델의 기상학적 개념을 요약하면 표 5-3과 같다.

표 5-3. 분산모델의 기상학적 개념

구   분 내   용

혼합 높이
(Mixing height)

- 누출물질이 공기와 혼합하여 형성하는 증기운의 최대 높이.

- 지면에서 증기운의 수직방향 최상위까지의 높이.

- 변화요인 : 구름이 낀 정도, 하루 중의 시간대, 바람속도 등.

표면 거칠기
(Surface 

roughness)

- 누출된 지역의 표면 상태에 따른 바람의 윤곽을 특성화하기 
위해 사용.

- 표면형태의 함수로 단위는 m.

대기안정도
(Atmospheric 

stability)

- 바람속도와 태양광선의 양에 따라 변하며 7가지 형태로 구분.

- 분류 A ~ 분류 G : 매우 불안정 ~ 매우 안정.

바람속도

- 바람은 대지 위의 수평면과 수직면에서 속도와 방향이 
변동하는 경향이 있음.

- 일반적으로 10 m높이에서의 바람속도를 측정, 식을 이용하여 
실제높이에서의 바람속도를 산출.

- 바람방향은 일반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기준.

1.2.2. 화재모델 (TNO 제트화재모델)

인화성 액체나 가스가 방출 또는 누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형태는 표 5-4와 

같이 액면화재, 제트화재, 증기운화재 혹은 플래쉬화재로 나눌 수 있다.  불꽃의 전파속도는 

일반적으로 연소속도와 화염전파속도로 나타낸다.  연소하지 않은 가스의 속도에 대한 상대적

인 불꽃의 진행속도를 연소속도라 하고, 정지된 점을 기준으로 불꽃의 진행속도를 화염전파속

도라고 한다.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 물질의 연소속도는 불꽃이 전파되어나가는 화염전파속도

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이 때 연소속도가 느리면 플래쉬화재이고, 빠르면 증기운폭발이 된다.

저장탱크나 배관이 사고로 파손되거나 구멍이 발생하여 가연성 물질 또는 액화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구멍을 통해 방출된 물질이 주위의 공기와 혼합되어 제트흐름을 형성하고 이

러한 가연성물질이 점화원과 만나면 엄청난 길이의 제트화재가 발생된다. 이 경우 화염의 열

은 연속적으로 외벽을 약하게 하면서 노출된 설비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결국 설비의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을 일으키거나 격렬한 파열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제트화재에 대한 영향평가는 주로 미국 석유화학협회(API)에서 규정하는 API 



제트화재모델을 사용하여 해석하는데, 이 모델은 Cook 등이 제시한 복사열의 분율과 

Brzustowski 등이 제시한 관심거리에서의 복사열을 산출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 또한 네덜란

드의 응용과학연구소(TNO)에서는 누출증기와 공기가 양론비로 혼합되어 실린더 형태의 화염

을 형성한다고 가정한 TNO 제트화재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바람속도가 매우 느

린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표 5-4. 화재의 분류

구분 설     명

액면화재 
(Pool fire)

 가연성 물질이 저장용기나 관의 파손에 의하여 누출되어 액면
(Pool)을 형성한 후, 증발하여 적절한 공기 중의 농도를 형성하여 
주위 점화원을 만나면 액면화재가 형성된다.

제트화재 (Jet fire)  고압 또는 액화가스가 누출될 때 공기와 혼합된 후, 즉시 점화
되면 제트화재가 형성된다.

증기운화재
 (Vapor cloud fire) 

/ 플래쉬화재
(Falsh fire)

 휘발성이고, 가연성인 물질이 누출되어 증기운을 형성한 후 증
기운의 농도가 연소범위에 있을 때 점화되면 플래쉬화재가 되며, 
복사열은 연소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방사한다.

 일반적으로 플래쉬화재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므로 연소농도 경
계 안에 있는 사람만 화상을 입고, 경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영향
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인화성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시에 주위에 인적 손실 및 

물적 손실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복사열(Thermal Radiation)이며, 이러한 복사열 위험은 누출

물질 조성, 화재 크기와 모양, 화재 지속시간, 주변 또는 인근 지역의 사람 또는 구조물 등에 

대한 근접성 및 화재에 노출된 대상물의 열적 특성을 포함하는 수많은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화재에 의한 사고피해규모를 예측하는 것은 결국 화재 시의 복사열을 정량적으로 산출

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재 시 주변의 복사열 산정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중요한 단계를 포함한다.

(1) 화재의 기하학적 특성 : 연소속도 측정과 화재의 물리적 크기

화재크기는 가시화염에 대한 평균시간 크기를 의미한다.  화재의 비가시 화염은 가시

화염의 10% 이하로 복사열을 방사한다.

(2) 화재의 복사 특성 : 화염의 평균 비복사 측정

복사열의 강도는 연료 형태, 화재 크기, 화염온도, 연료조성을 포함하여 수많은 변수에 

좌우된다. 화재에서 대부분의 누출물질은 수증기, 이산화탄소, 그을음(soot)이다.



(3) 복사강도 산정 

화재 기하학, 화재의 복사 특성, 대상물의 방위를 통해 임의의 거리에서의 대상물이 

받는 복사강도를 산정한다. 

복사열이 주변의 대상물에 복사되어 전달하는 복사열 강도(Heat Flux)를 계산하기 위

하여 다음 2가지의 모델이 주로 사용된다.

◎ PSRM (Point Source Radiation Model) 

화재의 열원을 하나의 점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화재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인체에 

주는 위험을 비교적 정확히 예측하지만, 가까운 장소에서의 복사열 강도를 과대평가한다. 

π
, η Δ

 : PSRM에서의 복사열 강도

: 단위시간 당 방사된 전체 에너지 (W)

: 화염(발생원)으로부터 관측자까지의 거리 (m)

: 연료의 질량 연소속도 (㎏/s)

η : 방사된 연소에너지 분율

ΔHc : 연료의 연소열 (J/㎏)

◎ SFRM (Solid Flame Radiation Model) 

화재의 화염을 실린더로 간주하는 것으로 가시화염은 복사열을 누출하고 비가시 화염

은 복사열을 누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므로 복사열 강도는 화염크기, 화염모양, 화염경사

도, 관찰자의 방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 모델은 화재주변의 가까운 장소에서의 복사

열 강도를 비교적 정확히 예측한다.

τ

 : SFRM에서의 복사열 강도

τ : 대기 투과도

E : 화염표면의 방사에너지

F : 기하학적 가시계수

따라서 위험물 저장탱크, 위험물 공정설비 화재의 영향평가에서는 SFRM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부분의 화재 시 복사열 계산에 SFRM을 사용하고 있다.



각 화재 종류에 따라 방사에너지를 구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제트화재의 경

우는 다음과 같다.

τ τ η Δ

Er : 복사열 강도 (W/㎡)

τ : 대기 투과도

E : 화염표면의 방사에너지 (W)

 FS : 복사열 분율

η : 발생열량에 대한 복사열 전환분율

m : 연료의 질량유속(질량연소속도) (㎏/s)

ΔHc : 연료의 연소열 (J/㎏)

기하학적 가시계수 (Geometric View Factor, F)는 화염에 노출된 물체 위치, 방위, 화

염모양의 영향을 고려한 인자를 말하며, 화염모양, 화재와 대상물 사이의 상대적 거리, 대상물

의 상대적 방위에 따라 좌우되며 화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식이 있다. 

대기 투과도(Transmissivity, τ)는 노출된 물체와 화재사이에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거

나 반사되지 않는 복사열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투과도 계수의 크기는 노출된 물체

와 화재 사이에 공기 중 수증기 양에 의존한다.  액면화재, 제트화재, 플래쉬화재 등 화재의 종

류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대기 투과도를 구한다. 

1.2.3. 폭발모델 (가압용기 폭발모델)

(1) 일반사항

폭발의 정의는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위 공기의 밀도, 압력, 속도가 불연속

적인 변화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폭발은 발생하는 충격파의 속도에 따라, 압력파가 미반응 매

질 속으로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할 때는 폭굉(Detonation), 음속보다 낮은 속도로 이동할 

때는 폭연(Deflagration)으로 나눌 수 있다. 

폭발은 1차적으로 폭발 시 폭풍(과압)에 의한 피해와 비산물에 의한 피해를 나타내며, 

나아가서는 화재와 위험물질의 누출, 확산에 의한 피해로 확산되는 등 그 피해범위가 광범위

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폭발모델은 상해나 피해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

람이나 구조물에 대해 위험을 주는 폭발 과압을 평가하는 것이다. 

폭발 시 발생하는 충격파는 반응에 의하여 기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생성된다. 팽창은 

또 반응 전후의 몰수의 변화 또는 열팽창 효과에 기인한다. 폭발적인 폭굉으로 유도되는 메카



니즘은 몇 가지가 있는데, 심각한 정도의 초기압력이나 충격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

은 부피 내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에너지가 방출되어야 함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은 상

황을 기술하기 위하여 2가지의 메카니즘이 제안된다. 하나는 열적 메카니즘(Thermal 

mechanism)이라 일컫는 것으로 가스온도가 반응에 의하여 상승하여 반응속도가 스스로 가속

되어 폭굉에 이른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곁사슬 메카니즘(Chain mechanism)이라 부르는 

것으로 반응성 자유 라디칼이나 “중심(centers)”이 기초반응(elementary reaction)에 의하여 수

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폭굉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들 두 메카니즘은 모두 폭발의 거동을 

설명할 수 있다. 

가압용기 폭발모델은 가스, 액체 또는 2상으로 채워진 가압용기에서 폭발로 인한 폭발

과압을 산출하는 모델이다. 용기폭발의 분석은 용기 가압속도의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용기의 가압을 느리게 하는 경우는 물리적 폭발모델이 적용되고, 빠르게 가압하는 경우는 화

학적 반응모델을 사용한다.

(2) 물리적 폭발모델

물리적 폭발모델링은 가스가 가득 찬 용기의 파열에 관계되는 에너지를 가스의 등온

팽창의 가정 하에서 추산할 수 있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

W : TNT 상당질량 [lbm]

V : 압축된 가스의 부피 [ft3]

P1 : 압축된 가스의 초기압력 [psia]

P2 : 팽창된 가스의 최종압력 [psia]

T1 : 압축된 가스의 온도 [°R]

T0 : 표준상태의 온도 [°R]

R : 기체상수 [1.987 Btu/lb-mol °R]

1.4x10-6: 환산인자

물리적 폭발모델의 가정과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가스가 이상기체로 거동하며, 가스의 팽창은 등온이다.

② 가압속도가 용기 벽의 완화시간에 비교하여 느릴 때만 적용한다.

③ 폭발원은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④ 거리에 따른 과압의 감쇄는 TNT의 폭발물과 비슷하다고 가정한다.

⑤ 과압이 보존성이 있다고 추정한다.

⑥ 이 모델은 지형, 건축물이나 장애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3) 화학적 폭발모델

용기의 빠른 가압으로 인한 화학반응으로 용기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화학반응 모델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TNT 상당량을 용기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의 반응열에 의해 추정하는 

것이다.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되고, 최대압력은 배출이 되기 전에 일어난다. 화학적 폭발에

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에 대한 Helmholtz 자유에너지 등의 열역학적 특성

치를 이용하여 추산할 수 있고, TNT 당량으로 환산하여 구할 수 있다. TNT 당량환산에 의해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당량 Δ

ΔHc : 폭발성물질의 연소열 [BTU/lbm]

Wc : 폭발에 참여한 물질의 양 [lbm]

(4) 가압용기폭발 평가방법

Baker(1975) 및 CCPS(1994)는 가압용기 폭발모델에 대해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다.

◎ 가스용기 폭발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

① 시나리오 변수 데이터 수집

② 가압 가스 에너지 계산

③ 대상물까지의 무차원 거리 계산

④ 정교한 방법의 이용을 요구하는 대상물 확인

⑤ 무차원 과압 계산 (Baker가 제안한 도표를 이용)

⑥ 무차원 임펄스 계산 (Baker가 제안한 도표를 이용)

⑦ 탱크 기하학에 대한 무차원 과압 및 임펄스 수정

⑧ 실제 과압 및 임펄스 계산

⑨ 예상 과압 확인

◎ 인접대상물에 대한 정교한 방법 (Refined method)



① 화학물질 데이터 추가 수집

② 무차원 Starting 거리 계산

③ 초기 최대 과압 계산 

④ 압력/임펄스 곡선에서 starting point 계산 

⑤ 무차원 과압 계산 (과압 그래프 이용)

⑥ 무차원 임펄스 계산 (Baker가 제안한 도표를 이용)

⑦ 탱크 기하학에 대한 무차원 과압 및 임펄스 수정

⑧ 실제 과압 및 임펄스 계산

⑨ 예상 과압 확인

◎ 폭발적으로 플래싱하는 액체에 대한 방법

① 탱크 기하학 및 내용물에 관한 데이터 수집

② 관심물질에 대한 열역학적 데이터 수집

③ 초기 상태에서의 내부 에너지 계산

④ 팽창 상태에서의 내부 에너지 계산 

⑤ Specific work 계산

⑥ 팽창 에너지 계산 

⑦ 대상물까지의 무차원 거리 계산 

⑧ 무차원 과압 계산 (Baker가 제안한 도표를 이용)

⑨ 무차원 임펄스 계산 (Baker가 제안한 도표를 이용)

⑩ 탱크 기하학에 대한 무차원 과압 및 임펄스 수정

⑪ 실제 과압 및 임펄스 계산

⑫ 예상 과압 확인실제 과압 및 임펄스 계산

⑬ 예상 과압 확인

1.2.4. 가연성 물질의 발화

가연성물질에 대한 임계열선속(CHF)이나 열응답변수(TRP)를 이용하여 가연성 물질의 

발화소요시간을 계산한다. 열응답변수는 물질의 화학적 특성 및 물리적 특성, 화학구조, 난연

재료 및 두께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값인데, 발화 및 화재확산에 대한 저항성을 시정

하기 위한 공학적 계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열응답변수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3)



Δ ρ
π

TRP : 열응답변수 [㎾ s0.5/㎡]

ΔTig : 발화온도 - 주위온도 [K]

Cp : 정압열용량 [kJ/g K]

k : 열전도도 [㎾/m K]

ρ : 밀도 [g/㎤]

어떤 가연성물질이 복사열에 노출되었을 때, 해당물질이 발화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발화소요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임계열선속 및 열응답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를 산출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tig : 발화소요시간 [초]

qe : 외부 열선속 (노출된 복사열) [㎾/㎡]

TRP : 열응답변수 [㎾ s0.5/㎡]

CHR : 임계열선속 [㎾/㎡]

1.2.5. 프로그램 제한사항

(1) SAFER Trace 8.4

각각의 모델에 대하여 적용되는 수식의 결과 값은 상용화되어있는 미국 DuPont사에

서 개발된 사고피해예측 프로그램인 SAFER Trace 8.4를 활용하여 피해영향을 분석한다. 약 

1000여가지의 물질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결과는 도표와 그래프, 숫자로 도출된다. 또한 새

로운 물질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필요한 물리화학적 및 열역학적 성

질은 입력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은 그림 5-2와 같이 구성되어있고, 프로그램의 수

행절차는 그림 5-3과 같다. 

입력되는 물질의 성질은 크게 기체특성, 액체특성, 가연성특성 및 열역학특성으로 나

뉜다.  화재/폭발모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특성이 입력되어야 하며, 가압용기 폭발모델

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열역학특성이 입력되어야 한다.

3) SFPE Handbook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3ed, 2002 



그림 5-2. SAFER Trace Algorithm

그림 5-3. SAFER Trace 평가절차

물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누출형태 및 누출량 등 누출 시나

리오를 결정하여 누출 후 확산형상을 확인한 후에 화재/폭발모델을 적용한다.  누출 후 확산형

태에 따라 플래쉬화재, 제트화재를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으며, 폭발모델의 적용가



능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누출형태와, 즉, 용기에서의 누출인가 또는 배관에서의 누출인가, 

누출되는 물질의 물성과 누출조건에 따라 다양한 누출량 산출식이 적용된다.  또한 화재나 폭

발도 물질의 종류와 누출조건 및 점화형태에 따라 다양한 복사열 및 과압산출식이 적용된다. 

사용자가 입력한 조건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체에서 경고문의 형태로 잘못된 

값에 대한 수정을 요청한다. 누출량의 산출은 기본적으로 기계적 에너지 수지식을 토대로 하

고 있으며, 분산, 화재 및 폭발에 대한 다양한 수식은 미국 화공학회 안전분과(CCPS, AIChE)

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된 것들을 사용한다. 이러한 각종 수식과 이론은 본 장의 1.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용기의 폭발은 비등액체팽창증기폭발모델과 가압용기폭발모델로 나눌 수 

있으며, 이는 물질의 저장형태 및 조건에 따라, 물질에 따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2) NIST FDS

FDS(Fire Dynamics Simulation)는 미국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의 Building and Fire Research Laboratory에서 개발, 보급하는 화재 모델링 소프

트웨어로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필드모델(Field Model)을 구현한 소프트웨어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나 연구목적의 성격이 강하여 사용자 편의성(interface)이 좋지 못한 단점이 있다. 

특히 가연물, 화재실의 성상 등을 좌표로 코딩하여 입력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며 에러 발생 시 그 추적이 곤란한 점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FDS는 연기와 화염으로부터의 열전달을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풀어내게 되며 난

류에 대한 해석은 LES(Large Eddy Simulation) 또는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라는 

해석기법을 사용자가 조건에 맞게 선택하여 수행하도록 되어있다. 

연소반응 역시 연료와 산소가 만나 매우 빠른 연소반응을 일으킨다고 가정하는 

Mixture fraction model을 이용하고 있어 CFAST와 마찬가지로 FDS는 연료지배형 화재에 대

해 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 상당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연소반응을 전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므로 연료는 반드시 1개 이상의 탄소를 함유한 물질이어야 한다.

FDS의 실행결과는 Smoke view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

하다. Smoke view를 구동하게 되면 연기의 유동상태, 화재공간의 온도분포와 가시거리, 일산

화탄소와 같은 연소생성물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data는 CFAST와 

마찬가지로 spread-sheet로 제공되어 손쉽게 가공이 가능하다.

필드모델은 존모델(Zone model)과 같이 화재실을 2개의 영역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니

라 보다 작은 여러 개 또는 다수의 육면체(control volume)로 분할하여 화재의 진행양상을 예

측해 내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 질량 및 모멘텀(Momentum)의 계산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

치해석의 기법을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계산되는 방법을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존모델과 같다. 



그러나 필드모델에서의 control volume은 상호 영향을 주면서 변화하게 되어 매우 복잡한 계

산과정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구획된 공간에서의 화재뿐만 아니라 개방된 공간의 화재모델링

이 가능하기도 하며 상대적으로 정확한 화재결과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실제로 필드모델은 유체역학에 있어서 난류확산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화재에 따르는 화학적 반응을 추가로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화재위험성평가

1.3.1.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 분석 시 고려사항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수소에 따른 화재하중 및 화재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고려

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소의 제트화재 복사열은 본 장의 1.2.2절에서 소개된 식

과 같이 연료의 질량 연소속도와 연소열에 따라 결정된다. 연료의 질량 연소속도는 수소의 

누출속도에 의해 결정되며 수소의 누출속도는 누출되는 조건, 즉 누출되는 구멍의 크기와 

누출되기 전의 압력과 온도에 따라 결정된다.  과학기술부 고시 2003-20호 “화재위험도분석

에 관한 기술지침” 제 8조 2항에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하여 고려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연소열

제트화재로 인한 복사열 산출에 사용되었다.

(2) 인화점 및 발화점

수소의 인화점 및 발화점은 본 화재위험도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배치상태 및 저장지역에 따른 연소율

수소의 취급지역은 냉중성자원 기기실 3층 공정실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저장지역에 

따른 연소율은 본 화재위험도 분석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트화재의 영향거리를 분석함에 있어

서 배치상태를 고려하였다.

(4) 열방출율

연소열 및 누출속도(질량연소속도)에 따라 열방출율이 계산되었으며 표 5-5에 수록하

였다.



(5) 연소를 지속시키기 위한 산소의 비율

최소산소농도는 공기와 연료로 된 혼합기체에 대한 산소의 부피%를 말하며, 한계산소

농도(LOC) 혹은 최대안전산소농도(MSOC)라고도 한다. 이 값은 불활성 가스의 종류에 따라 

그 값이 변하게 되는데, 실험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연소반응식의 양론계수와 폭발하한값의 

곱을 이용하여 추산할 수 있다. 폭발 및 화재는 연료의 농도와 관계없이 산소의 농도를 감소시

킴으로써 방지할 수 있으므로 최소산소농도는 아주 유용한 자료이다. 다음 수식에서 [물질]은 

해당 물질의 몰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탄화수소의 경우 10%내외이다.

문헌4)에 따르면 수소에 대한 산소의 최소산소농도는 불활성가스가 질소인 경우, 즉 

공기와 수소의 혼합기체에서는 5%, 불활성가스가 이산화탄소인 경우에는 5.2%이다. 즉 수소

의 누출 후 화재 발생 시 산소의 농도가 5%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소의 화재가 지속된

다고 할 수 있다.

(6) 가연성 폭발한계

수소의 누출 후 수소가스의 농도변화는 수소의 폭발한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7) 산소함량에 따른 연소율 변화

냉중성자원의 총 수소 취급량은 355 gram 미만이므로 전량이 누출되어 연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최대 1분 이내이다. 따라서 수소에 대한 화재지속특성에서 산소의 공급 및 양

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화염의 확산 가능성

수소의 제트화재로 인한 화염의 확산은 화염 자체가 주변 가연성물질에 접촉하거나 

복사열이 일정시간 이상 가연성물질에 가해짐으로써 가연성물질을 발화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고려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제트화재의 화염이 미치는 영향거리는 최대 13.4m로 원자로벽 주

변에 설치된 전선과의 이격거리보다 짧으므로 화염의 확산가능성은 없다.  또한 복사열이 방

출되는 시간이 최대 1분 이내인데 반하여 원자로벽 주변에 설치된 전선(난연재료를 함유한 폴

리에틸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출한 발화소요시간은 약 5분 이므로 화염의 확산가능성은 없

다.

4) 미국방화협회 NFPA 68, 1994



(9) 가연성물질의 인화가능성 혹은 예외사항 (외부사건 관련)

 원자로실 내 화재가 수소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소버퍼탱크의 폭발

시나리오를 고려하였다.

(10) 화염전파자료

원자로 벽 주변에 설치된 전선은 난연재료를 함유한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되며 이러한 

폴리에틸렌의 발화관련 물성은 표 5-5와 같다.  본 평가에서 복사열 영향기준으로 채택한 10.0 

kW/㎡는 일반 목재의 임계열선속과 같은 값으로, 일반적으로 2차 화재의 위험을 평가하기 위

하여 적용하는 복사열강도의 기준이다. 즉, 15분 이상 해당 복사열강도에 노출된 경우 일반 목

재 및 PVC 물질은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표 5-5. 가연성물질의 발화관련 물성5)

물질
CHF(ASTM E-2058) 

[㎾/㎡]

TRP (ASTM E-2058)

[㎾s0.5/㎡]

PE / nonhalogenated retardants 15 652~705

HDPE 15 321

PVC 10 194

PP/FR panel 15 315

Wood (red oak) 10 134

Wood (Douglas fir) 10 138

(11) 기타

전선 등 주변 가연성물질의 화재는 하나로 건물 내부의 공기조화설비에 의해 지속될 

수 있다.  하나로 건물 내 공기는 건물 측면에서 급기되어 건물 상부 천정에서 배기되는 구조

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기의 유속은 약 0.5 m/s이다. 수소의 물리화학적 및 열역학적 특성은 표 

5-6과 같다.

5) SFPE Handbook of fire protection Engineering 3ed, 3-83~3-87, 2002



표 5-6. 수소의 물리화학적 및 열역학적 성질

분자식 H2 CAS No. 1333-74-0

분자량 2.016 Compressibility factor (z) 1.001

Melting point -259 ℃
Latent heat of fusion 
(1.013bar, triple point)

58.158 kJ/㎏

Boiling point (1.013bar) -252.8 ℃
Latent heat of vaporization 

(1.013bar, boiling point)
454.3 kJ/㎏

Liquid density (1.013bar, 
boiling point)

70.973 ㎏/㎥
Gas density 

(1.013bar, boiling point)
1.312 ㎏/㎥

Heat capacity at constant 
volume (Cv, 1bar, 25℃)

0.021 kJ/㏖K
Heat capacity at constant 
pressure (Cp, 1bar, 25℃)

0.029 kJ/㏖K

Critical temperature -240 ℃ Critical pressure 12.98 bar

Triple point temperature -259.3 ℃ Triple point pressure 0.072 bar

Thermal conductivity 
(1.013bar, 0℃)

168.35㎽/(mK) Auto ignition temperature 560 ℃

Flammability range
4 - 75 vol% in 

air
Heat of combustion 241 997 J/㏖

Flash point N/A MIE 0.018 mJ

1.3.2.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화재위험성 평가 시 고려사항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의 수소계통 내에 충전되어 있는 수소가스에 대한 화재위험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지침(과학기술부 고시 

2003-20호)” 제 8조 3항에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일상작업 중 발생하는 일시적인 가연성물질의 증가 및 밀집

본 항은 III장 2.4항에 의거 고려되지 않았다.

(2) 화재확대가 가능한 물질들의 연속적인 배치

화재확대가 가능한 물질은 전선이며, 이는 III장 1.4항에 고려되어 있다.

(3) 대피상황을 포함한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들에 대한 노출화재, 열, 연기 등에 

의한 직 간접적인 영향

본 항은 II장 2.2항에 의거 고려되지 않았다.



(4) 주제어실이나 중대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의 화재

주제어실이나 중대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은 존재하지 않아 고려되지 않았다.

(5)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 계통 및 기기가 있는 지역의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제연설비나 접근

통로

본 항은 II장 2.2항에 의거 고려되지 않았다.

(6) 폭발방지수단

냉중성자원 수소계통에 관련한 폭발은 수소버퍼탱크가 외부의 열원으로 인해 가열, 가

압된 상태에서 발생가능 할 수 있다.  외부 화재하중에 따른 수소버퍼탱크의 온도변화 추이를 

NIST FD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소버퍼탱크를 냉중성자원  

공정실 가장자리에서 1m 안쪽에 설치하고 가장자리에 경량의 내화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7) 화재진압계통의 오동작

화재진압계통은 소화주펌프와 비상소화펌프의 구동에 의한 수동의 옥내소화전 계통이

므로 오동작은 고려되지 않았다.

1.3.3. 냉중성자원 공정실의 화재위험성평가

1.2.2절에 제시된 화재위험성평가절차에 따라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에서 수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표 5-7과 같다. 각 시나리오는 예상되는 

사고의 종류에 따라 제트화재 시나리오 및 가압용기 폭발시나리오로 분류될 수 있으며, 제

트화재 시나리오는 수소가 누출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므로 누출조건에 따라 세분

화 할 수 있다.  또한 사고발생시기에 따라 수소충전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와 정

상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시나리오는 수소의 누출지

점이 수소실린더가 장착된 수소충전설비나 수소버퍼탱크와 같은 취급용기에서 얼마나 떨어

진 지점인가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Case1과 Case11은 수소충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소누출에 따른 제트화재 시

나리오로, 누출원의 크기에 따라 구분하였다. 즉, Case1은 배관의 전단파단을 가정하여 배

관의 직경과 같은 누출원을 가정하였으며, Case11은 배관 이음매에서 약 1㎜의 틈으로 수

소가 누출되는 경우로 가정한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서  A, B, C는 수소누출지점에 따라 세

분한 것이다. 누출지점까지의 거리는 누출 시 압력과 누출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누출이 가능한 지점을 밸브연결부로 산정하였으며, 따라서 용기에서 가장 가

까운 밸브의 위치와 가장 먼 위치로 구분하였다.  Case 2는 정상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소의 누출과 수소누출에 따른 제트화재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으로 A, B 각각은 수소누출

지점에 따라 세분한 것이다.  Case 3은 외부 화재 등으로 수소버퍼탱크 내부가 가열되면서 



압력이 상승하여 용기가 폭발하는 시나리오이다. 

표 5-7. 수소의 화재위험분석 시나리오

분류 시나리오 비고

Case 1
- 수소 충전 시 수소충전설비와 수소버퍼탱크사이의 1.5인치 

배관에서 수소가 누출되는 시나리오.

- 누출원 크기는 배관의 크기와 동일하다. 수소충전 작업 중

누출시나리오 분석 

및 제트화재 

시나리오 분석

1A 누출지점을 수소충전설비에서 가장 먼 거리로 가정.

1B 누출지점을 수소충전설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정.

1C 누출지점을 1인치 배관밸브로 가정.

Case 11
- 수소 충전 시 수소충전설비에서 수소버퍼탱크사이의 1.5인

치 배관 이음매에서 수소가 누출되는 시나리오. 

- 누출원 크기는 밸브가스켓 틈 간격으로 산출. 수소충전 작업 중

누출시나리오 분석

및 제트화재

시나리오 분석

11A 누출지점을 수소충진설비에서 가장 먼 거리로 가정.

11B 누출지점을 수소충전설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정.

11C 누출지점을 1인치 배관밸브로 가정.

Case 2
- 수소버퍼탱크에서 수소박스를 거쳐 설치되는 1.5인치 수소

내관에서 가스블랭킷의 틈으로 수소가 누출되는 시나리오.

- 누출원 크기는 배관의 크기와 동일하다.
정상운전 중

누출시나리오 분석

및 제트화재 

시나리오 분석
2A 누출지점을 수소버퍼탱크에서 가장 먼 거리로 가정.

2B 누출지점을 수소버퍼탱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가정.

Case 3 수소버퍼탱크의 폭발
가압용기 

폭발시나리오 분석

각 시나리오별로 입력된 주요 변수의 값을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Case 1, Case 

11 및 Case 2의 수소 누출량은 각각 수소실린더에 충전된 총 수소의 질량과 수소버퍼탱크

에 저장된 총 수소의 질량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누출되는 수소의 총양은 취급되는 

전량으로 가정하였다. Case 3의 파열압력은 설계압력을 적용한 것이며 이때의 파열온도는 

압축인자상태방정식에 따라 구한 값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수소의 최대누출속도는 누출 전 운전온도와 운전압력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총 누출시간도 다르게 얻어진다. 그에 따라 제트화재의 화염의 길이 

및 복사열도 다르게 얻어지며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5-9]와 같다. 



표 5-8. 가상사고 시나리오별 입력된 주요 변수의 값

구분
누출배관크기 

[mm]
누출원 크기 

[mm]
누출지점까지

의 거리 [m]
총누출량 

[gram]
비고

Case 1A 40.9 40.9 1.5

480.5
수소충전 작업 

중 제트화재

Case 1B 40.9 40.9 10.0

Case 1C 26.6 26.6 2.0

Case 11A 40.9 12.8 1.5

Case 11B 40.9 12.8 10.0

Case 11C 26.6 10.3 2.0

Case 2A 40.9 40.9 6.2
355

정상운전 중 

제트화재Case 2B 40.9 40.9 0.5

구분 용기 크기 파열압력 파열온도 비고

Case 3 1.3 ㎥ 500 kPa 443.7 K 가압용기 폭발

각 시나리오별로 입력된 주요 변수의 값을 정리하면 표 5-8과 같다. Case 1, Case 

11 및 Case 2의 수소 누출량은 각각 수소실린더에 충전된 총 수소의 질량과 수소버퍼탱크

에 저장된 총 수소의 질량을 적용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누출되는 수소의 총양은 취급되는 

전량으로 가정하였다. Case 3의 파열압력은 설계압력을 적용한 것이며 이때의 파열온도는 

압축인자상태방정식에 따라 구한 값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수소의 최대누출속도는 누출 전 운전온도와 운전압력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따라 총 누출시간도 다르게 얻어진다. 그에 따라 제트화재의 화염의 길이 

및 복사열도 다르게 얻어지며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표 5-9와 같다. 

여기에서 누출시간은 누출모델에 따라 얻어진 결과를 나타내며 실제 이 시간이 제

트화재 화염의 지속시간이 될 것이나 누출시간이 너무 짧아 본 평가에서는 0.1분 ~ 2.0분을 

최대 지속시간으로 산정함으로써 보다 심각한 조건을 가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제트화재의 

화염은 누출지점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하므로 화염의 영향거리는 화염의 길이보다 

길고 실제 위험도분석에 있어서는 화염의 영향거리가 유용하다. 총방출열은 주변 가연성물

질의 발화소요시간을 산출할 때 사용되며 복사열영향거리의 기준은 1.3.1절 “(10)”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목재의 임계열선속인 10 ㎾/㎡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Case 3과 같이 수소버퍼탱크가 폭발하는 경우 과압의 영향거리는 약 7.2 m로 얻어

지는데, 이때 과압의 판단기준은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크기인 15.9 kPa이다.6) 



수소의 누출로 인해 형성되는 가연성 증기운의 크기 및 형상은 부록 G에 자세히 수

록되어 있으며, 그 결과는 1.3.4항에 기술하였다. 또한 각각의 경우에 수소의 누출특성과 제

트화재 분석결과 등 상세한 내용은 부록 G-1에 수록하였다. 

표 5-9. 수소 누출 및 제트화재 분석 결과

구분
누출시간

[min]

최대 
누출속도

[㎏/min]

화염길이 

[m]

화염 
영향거리

[m]

화염 
지속시간

[min]

총방출열 

[㎾/㎡]

복사열 
영향거리 

[m]

Case 1A 0.04 12 9.8 12.2 0.1 45.9 15.0

Case 1B 0.06 7.6 8.6 10.7 0.1 39.0 12.9

Case 1C 0.11 4.4 6.3 7.9 0.2 40.5 9.5

Case 11A 0.53 0.9 3.1 3.9 1.0 34.2 4.1

Case 11B 1.20 0.4 2.6 3.2 2.0 26.2 3.3

Case 11C 0.96 0.5 2.5 3.1 2.0 31.1 3.1

Case 2A 0.02 10.0 9.3 11.6 0.1 43.5 14.1

Case 2B 0.02 13.6 10.2 12.7 0.1 47.7 15.7

1.3.4. 화재위험성 분석 결과

Case 1, Case 11 및 Case 2의 시나리오에 따라 수소가 누출될 때 형성되는 가스

의 농도는 일시적으로 가연하한범위를 초과하나 그 양이 많지 않아 증기운폭발이나 플래쉬

화재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각각의 수소누출 후 예상될 수 있는 

화재의 종류는 제트화재이고, 수소계통에서 예상될 수 있는 폭발은 가압용기폭발로 선정되

었다.

제트화재 시나리오 분석결과 부록 F-1과 같이 제트화재 화염의 영향거리(12.7m)는 

수소 누출원과 원자로 사이의 이격거리(14.1m)보다 짧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변설비에 복사열이 영향을 주는 시간이 원자로 주변 가연성 물질인 전

선의 발화소요시간보다 매우 짧아 복사열에 의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로실 내에서의 화재로 인해 수소버퍼탱크가 가열되어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설

비에 손상을 주는 과압의 영향거리는 원자로 벽과의 이격거리보다 짧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 그러나 용기파편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수소버퍼탱크의 폭발가능성을 제

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소버퍼탱크가 예상 파열온도인 444K까지 가열될 수 있는 원인

6) Guidelines for Consequence Analysis of Chemical Release, CCPS, 1999



을 분석하였다. 원자로실 바닥에서 7MW와 30MW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냉중성자원 기

기실 2층에서 12MW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냉중성자원 기기실 3층에 설치된 수소버

퍼탱크에 미치는 복사열의 영향을 FD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림 5-4는 1층 바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냉중성자원 공정실에 도달할 수 있는 

온도를 시간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그림 5-4에 나타낸 온도는 냉중성자원 공정실 가장자

리에서 얻을 수 있는 온도로 가장 높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40℃를 넘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즉 원자로실 바닥에서 7MW에 상응하는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수소버퍼탱크에 미치

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4. 1층 바닥에서 7MW 화재 발생 시 3층에서의 온도 변화

그림 5-5. 1층 바닥에서 30MW 화재 발생 시 3층 가장자리에서의 온도변화



그림 5-6. 1층 바닥에서 30MW 화재 발생 시 3층 가장자리 1m에서의 온도변화

그림 5-7. 1층 바닥에서 30MW 화재 발생 시 3층 가장자리 2m에서의 온도변화

그림 5-5에서 그림 5-7은 냉중성자원 기기실 1층 (원자로실 바닥면)에서 30MW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냉중성자원 공정실 가장자리 및 가장자리에서 1m 안쪽과 2m 안쪽에서 

얻을 수 있는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그림에서 나타난 그래프

는 각각의 온도센서에서 측정되는 값으로써 그 위치는 임의로 선정하였으며 가장자리에서 

떨어진 곳에서 수평방향으로 설치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냉중성자원 기기실 1층에서 30MW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3층에서 얻을 수 있는 가



장 높은 온도는 약 160℃로 가압용기폭발모델의 파열온도인 444K(약 170℃)에는 미치지 아

니하나 근접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자리에서 1m 안쪽에 설치되는 경우 최대 온도는 

약 25℃이므로 보다 안전한 설계를 위하여 냉중성자원 공정실 가장자리에서 1m 안쪽에 수

소버퍼탱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5-8에서 그림 5-10은 냉중성자원 기기실 2층에서 12MW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 

3층에서 얻을 수 있는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서 1m 안쪽에 수소버

퍼탱크를 설치한 경우 도달할 수 있는 최대온도는 약 23℃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8] 기기실 2층에서 12MW 화재 발생 시 3층 가장자리에서의 온도변화

[그림 5-9] 기기실 2층에서 12MW 화재 발생 시 3층 가장자리 1m에서의 온도변화



[그림 5-10]  기기실 2층에서 12MW 화재 발생 시 3층 가장자리 1m에서의 온도변화

참고로, 3개의 Panel로 둘러싸인 사무 작업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최대 복

사열이 약 7MW이다.  그림 5-11은 NIST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실험에 의해 측정된 시간에 

따른 화재복사열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5-11] 3-panel workstation fire: NIST



1.3.5. 화재 진압계통의 오동작에 의한 영향

화재방호계통의 오동작에 의한 영향은 소화설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며, 주로 다량의 소화수에 의한 것인데,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에는 고정식 수계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화수에 의한 영향이 없으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계통이나 기

기들이 없기 때문에 화재진압계통의 오동작에 의한 영향은 없다.

1.4. 방화구역별 화재위험성평가 결과

1.4.1. 냉중성자원 공정실의 화재위험성 평가 결과

냉중성자원 공정실의 화재위험요인은 수소의 누출에 따른 것으로 수소가 누출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수소충전 시 수소충진설비와 

수소버퍼탱크 연결배관에서의 누출, 둘째 정상운전 중 이중배관 및 이중탱크 내부설비에서

의 누출 후 가스블랭킷의 틈을 통한 수소의 누출 등이다. 그리고 수소 누출을 제외한 다른 

가상의 사고 시나리오를 선정할 수 있는데, 이는 원자로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수소

버퍼탱크가 가열되어 폭발하는 경우이다. 

수소 누출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에서 상기의 누출 가능성 이외에 정상운전 중 수소 

주배관의 전단파단으로 인한 누출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외부에서의 중량물 낙하로 인

해 주배관이 손상을 입을 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주배관은 원자로 주변과 건물 내 벽에 

지지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원자로 상부에는 그림 5-12와 같이 외부의 중량물이 배관으로 

낙하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위험성평가 시나리오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수소 누출에 따른 화재 및 폭발 시나리오는 누출된 수소가스의 양과 점화시간에 따

라 결정되는데,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에서 취급되는 수소의 총량은 최대 355 gram으로 누출

되어도 가연범위를 형성하지 않아 증기운폭발이나 플래쉬화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러나 수소의 최소점화에너지가 낮아 수소가스 누출 시 마찰 등에 따른 에너지가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제트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소의 제트화재 시 영향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수소버퍼탱크 주변의 연결배관에서 발생하는 제트화재로 인한 화염의 최대 

영향거리는 약 12.7m이며 원자로 벽 주변에 설치되는 전선과의 거리는 약 13.1m이므로 제

트화재 시 화염으로 인해 주변설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제트화

재 시 발생되는 열방출율, 최대 47.7kW/㎡를 적용하여 원자로 벽 주변에 설치된 전선의 발

화소요시간을 계산하면 5분 (300초) 이상이 산출되나, 분석결과에 따른 제트화재의 지속시

간은 1.2초이므로 복사열로 인해 주변설비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자로실 내에서의 화재로 인해 수소버퍼탱크가 가열되어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콘

크리트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압이 미치는 영향거리는 최대 7.2m이다. 원자로 벽 

주변설비와 수소버퍼탱크와의 간격이 약 14.1m이므로 과압으로 인해 원자로벽 주변설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수소버퍼탱크가 폭발할 경우 발생하는 용기파편

으로 인한 피해거리는 과압의 영향거리를 벗어나므로 원자로벽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자로실 바닥층 및 냉중성자원 기기실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림 5-13과 같이 수소버퍼탱크 주변에 경량의 내화판넬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외부의 

화재로 인해 수소버퍼탱크가 가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림 5-12.  냉중성자원 수소계통의 배관 경로



그림 5-13.  냉중성자원 공정실 가장자리에 설치된 내화판넬

1.4.2. 냉중성자원 계측실 및 전기실의 화재위험성 평가 결과

냉중성자원 계측실에서 화재위험성은 제어반 및 전선 등의 전기적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연물량이 적어 화재하중과 화재심도가 낮아 연소 확대의 위험이 

낮고, 화재 시에 대비하여 2시간 내화도의 경량판넬로 방화구획을 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

을 방지하였다.

냉중성자원 전기실에서 화재위험성은 제어반, 저압차단기반, 전동기제어반, 전선 등

의 전기적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연물량이 적어 화재하중과 화재심도

가 낮아 연소 확대의 위험이 낮고, 화재 시에 대비하여 2시간 내화도의 경량판넬로 방화구



획을 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2. 화재위험성평가 결과 방호대책

2.1. 기존 방호대책의 적절성

하나로 건물은 원자로실은 RCI(Reactor Concrete Island)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

여 방화벽을 설치하였다. 원자로 안전정지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

지하거나 방호벽으로 분리 설치하여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원자로실 소화시

설은 옥내소화전설비와 보조시설로 소화기를 설치하였다. 소화용수는 소방전용 지하콘크리

트 저장탱크를 매설하여 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수를 저장하고, 100% 모터구동 펌프 

1대와 100% 디젤엔진구동 펌프 1대를 병렬로 설치하여 정전 시에도 소방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평상시의 계통압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압펌프를 설치하였다. 화재감지기는 

광전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였다.

2.2. 안전설비에 미치는 화재영향 분석

냉중성자원 기기실은 원자로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냉중성자원 기

기실의 한 면을 방화벽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냉중성자원 기기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하

여 원자로 안전설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3. 설비 운전 및 오작동에 의한 화재 위험검토

3.1. 설비 운전 중 화재 위험 검토

수소계통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화재는 본 장 1절에 기술되어 있

으며, 그 밖의 설비 운전 중 사고로 인한 화재는 없다.

3.2. 설비 오작동에 의한 화재 위험 검토

설비 오작동에 의한 화재 위험은 없다.



VI. 부 록

A-1. 냉중성자원 기기실 방화구역도

A-2. 냉중성자원 기기실 접근 및 피난동선도

B-1. 냉중성자원 기기실 2층 기기배치도

B-2. 냉중성자원 기기실 3층 기기배치도

C-1. 방화구역별 화재하중 및 화재심도

D-1. 냉중성자원 기기실 2층 및 3층 전선현황표

D-2. 냉중성자원 기기실 2층 및 3층 판넬 및 전선반 배치도

E-1. 냉중성자원 기기실 1층 화재방호도

E-2. 냉중성자원 기기실 2층 화재방호도

E-3. 냉중성자원 기기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F-1. 제트화재 시 화염도달거리

G-1. 냉중성자원 수소계통에서 사고피해영향평가











CNS FHA 부록 C-1

방화구역별 화재하중 및 화재심도
(냉중성자원 시설계통)

화재 하중 화재 심도 진압설비 화재감지설비 비고

위치 명칭 가로(m) 세로(m) 합계(m2) 종 류 수량 가연물량 단위 단위열량 단위 총량(kcal) (kcal/m2) (시간)

3층 공정실 6.20 12.28 76.14 케이블 절연재 311.00 kg 6,093 kcal/kg 1,894,923 24,889 0.0274

수소 1 4.00 m3 2,838 kcal/m3 11,352 149 0.0002
소계 25,038 0.0275

2층 전기실 5.00 7.00 35.00 460V 전동기 제어반 3 9.00 kg/구역 6,093 kcal/kg 164,511 4,700 0.0052

현장 제어반 5 29.00 kg/가로(m) 6,093 kcal/kg 883,485 25,242 0.0278

케이블 절연재(고정) 343.00 kg 6,093 kcal/kg 2,089,899 59,711 0.0657

케이블 절연재(임시) 90 54.90 kg 6,093 kcal/kg 334,506 9,557 0.0105

소계 99,211 0.1091

계측실 5.00 5.35 26.75 현장 제어반 4 29.00 kg 6,093 kcal/kg 176,697 6,605 0.0073

케이블 절연재(고정) 110.00 kg 6,093 kcal/kg 670,230 25,055 0.0276

케이블 절연재(임시) 90 54.90 kg 6,093 kcal/kg 334,506 12,505 0.0138

케이블 절연재(고정) 110.00 kg 6,093 kcal/kg 670,230 25,055 0.0276

소계 69,221 0.0762

* 참고문헌: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FPF 화력력발전소 화재예방(2005년 판) 부록 A 내화구조 평가법

* 주1. 모든 방화구역에는 소화기와 기존의 옥내소화전 형태의 수동진화설비가 갖추어 진다.

* 주2. 화재심도 1 hr = 화재하중 909,000 kcal/m2

방화 구역 열 부하방화구역 바닥면적 가연성 물질

주1. 연기 감지기

주1.

주1.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CNS FHA 부록D-1

460V MCC PANEL

120V UPS PANEL

125V DISTRIBUTION PANEL

CNS CONTROL SYSTEM

CNS SHUTDOWN PANEL

OPERATOR STATION

LOG PRINTER

OPERATOR STATION FOR HELUM R.S

BLANKETING SYSTEM

HYDROGEN BOX

VACUUM BOX

109

비 고

343

 

피복제
재질

Neoprene
(CR)

35

35

35

110

311

CNS 계통 2층 및 3층 전선 현황표

CNS 3층 공정실

EQUIPMENT NAME방화구역

CNS 2층 전기실

피복량
[kg]

CNS 2층 계측실

전선량
[kg]

120

39

포설률
[％]



CNS FHA 부록D-2(2/2)

CNS 3층 판넬 및 전선반 배치도

B

A

C

EL.81850

12M (450WX100H)

12M (200WX100H)

12M (200X100H)

HYDROGEN
BOX

 

 

 

CNS 공정실

BLANKETING
SYSTEM

REACTOR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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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G-1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부록 

 
 

냉중성자원 수소계통에서의 사고피해영향평가 
 
 

 
- 수소 누출 후 확산영향 평가 
 
- 수소 누출 후 제트화재 영향 평가 
 
- 수소버퍼탱크 폭발영향 평가 
 
 
 
 
 
 

 

 (사)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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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ce Assessment Summary 

 
 

1. 개요 

▷ 본 보고서는 하나로에 설치될 냉중성자원에서 가연성 물질인 수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 수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은 수소의 누출에 의한 가연범위 
내의 가연성 증기운 형성과 그에 따른 VCE(Vapor cloud explosion) 및 플래쉬화재(Flash 
fire), 누출 시 즉시 점화되어 발생하는 제트화재(Jet fire) 및 수소용기의 폭발로 나눌 수 
있다. 

▷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총 5가지로 분류되며 Case 3는 수소버퍼탱크의 
폭발위험성에 대한 것이며 나머지 case는 수소의 누출로 인한 제트화재 위험성에 대한 
시나리오이다. 

▷ 수소의 취급량이 많지 않고, 개방된 공간에서 다루어지므로 수소가 누출되어도 
가연성 증기운 형성 가능성이 희박하며 따라서 수소 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은 제트화재에 의한 복사열 영향에 기인한다. 

▷ 냉중성자원 수소계통에는 어떠한 자동차단 밸브도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밸브파손이나 배관파손 등으로 인해 수소가 누출되는 경우, 냉중성자원 수소계통에서 
취급되는 수소 전량(355 gram)이 누출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Case 2~4) 

▷ Case 1 및 Case 11은 초기 수소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누출 가능한 
총량은 실린더 내부 수소의 전체량이며 4가지 경우 중 가장 많은 양의 수소가 
누출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실린더의 압력이 높아 실린더 충전 시 
자동차단밸브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자동차단밸브가 닫히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간동안 
누출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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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구분  

2.1 가상 시나리오 

구분 내용 비 고 

수소 충전 시 수소충전설비에서 수소버퍼탱크까지의 1.5” 
배관에서 누출: Hole size=배관 내경 

 

Case 1A: 충전설비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누출  

Case 1B: 충전설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누출  

Case 1 

Case 1C: 1” 배관 밸브에서 누출  

수소 충전 시 수소충전설비에서 수소버퍼탱크까지의 1.5” 
배관에서 누출: 밸브 가스켓 누출 (1㎜ 간격) 

 

Case 11A: 충전설비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누출  

Case 11B: 충전설비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누출  

Case 11 

Case 11C: 1” 배관 밸브에서 누출  

수소버퍼탱크에서 수소박스를 거쳐 연결되는 수소배관의 
1.5” 내관에서 가스블랭킷 틈을 통해 수소 누출 

 

Case 2A: 수소버퍼탱크에서 가장 먼 거리에서 누출  

Case 2 

Case 2B: 수소버퍼탱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누출  

수소버퍼탱크 폭발  

Case 3A: 외부 화염에 의한 탱크 폭발  

Case 3 

Case 3B: 외부 화재 복사열에 의한 탱크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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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나리오 입력자료 
 

각각의 경우에 대한 입력자료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구분 1A 1B 1C 11A 11B 11C 

Pipe ID (mm) 40.9 40.9 26.6 12.8  
(40.9) 

12.8 
(40.9) 

10.3  
(26.6) 

Pipe length (m) 1.5 10 2 1.5 10 2 

Elevation* (m) 1.6 1.6 1.6 1.6 1.6 1.6 

Hole size** (mm2) 1313.8 1313.8 555.7 128.5 128.5 83.6 

비고 Jet fire Jet fire Jet fire Jet fire Jet fire Jet fire 
 

구분 2A 2B 3A/B 

Pipe ID (mm) 40.9 40.9 용기 

Pipe length (m) 6.2 0.5 500kPa 

Elevation* (m) 1.6 1.6 1.3m3 

Hole size** (mm2) 1313.8 1313.8  

비고 Jet fire Jet fire Explosion

주*: 탱크 바닥을 기준으로 한 누출지점까지의 높이를 의미. 

주**: Case 11의 경우에는 밸브 주변 1mm의 틈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따라서 
누출면적은 밸브원주길이와 틈 간격으로 계산한 면적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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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자료 
 

3.1 Chemical properties 
 

1) General information of Hydrogen 
항목 기호 내용 

CAS No.  1333-74-0 (H2) 

Molecular weight MW 2.016 

Latent heat of fusion  58.158 kJ/kg (1.013 bar, at triple point) 

Heat of combustion  241.997 kJ/mol 

Compressibility factor z 1.001 (1.013bar and 15C) 

Heat capacity at constant volume  0.021 kJ/mol K (1 bar, 25C) 

Auto ignition temperature  560C 

Flammability range  4 – 75% in air 
 

2) Handling information 
항목 기호 내용 

Total amount n1 355 g (=176.1 mol) 

Supply temperature  300 K 

System pressure  305 kPa 
 
 

3.2 Buffer tank information 
 

항목 기호 내용 

Volume of tank V1 1.3 m3 (1000 mm x 1600 mm): Horizontal hemispherical cylinder 

Design pressure of inner vessel P1 500 kPa 

Design pressure of outer vessel  500 kPa 

Design temperature  333.15 K 

Material   SA-240 316 

Thickness (Head / Shell)  
10 mm / 9 mm for inner vessel 

16 mm / 14 mm for outer vessel 
 

1) Burst Temperature for Explosion model 

Equation: 

 
)001.1()/0820575.0()176(

)1300()500(
1

11
×⋅⋅×

×
=

⋅⋅
×

=
Kmolatmlitermol

literkPa
zRn

VPT  = 443.7 K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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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Gas cylinder information 
 

항목 기호 내용 

Volume of cylinder V2 46.7 liters ( 0.0467 m3: 12000 mm x 222.6 mm의 Vertical 
cylinder로 가정  

Cylinder pressure P2 12748.58 kPa (130 kgf/cm2) 

PCV Downstream pressure  305 kPa 

PCV Downstream design pressure  500 kPa 

Operating temperature  300.15 K (27 deg C) 
 

1) Hydrogen mass in the Cylinder 

수소의 압축인자(1.001) 및 분자량(2.016)을 적용하여 압축인자상태방정식에 따라 산출한 
결과 약 480.5 gram  

)15.300()/0820575.0()001.1(
)/016.2()7.46()58.12748(22

KKmolatmliter
molgliterkPa

TRz
MWVPm

×⋅⋅×
××

=
⋅⋅
×⋅

=  = 480.5 gram 

 
 

3.4 Assessment Basis Label 
 

1) Concentration limit 
Low 1 000.0 (ppm) 
Medium 40 000.0 (ppm): LEL 
High 750 000.0 (ppm): UEL 

 

2) Thermal radiation limit 
 
Low 4.7 (kW/m2): Limited exposable heat flux in normal wear without PPE for 1 minute. 
Medium 6.3 (kW/m2): Limited exposable heat flux in protective wear without PPE for 1 minute. 

High 10.0 (kW/m2): Minimum heat flux that results in the second fire of adjust materials such as 
wood and cable 

 

3) Over-pressure limit 
 
Low 2.758 (kPa): Limited minor structural damage 
Medium 8.963 (kPa): Steel frame of clad building slightly distorted 
High 15.858 (kPa): Lower limit of serious structura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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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Meteorology 
 

Geomorphology Plant area Ambient Temperature 300 K 

Ceiling height* 21.2 m Humidity 50% (40 ~ 60%) 

Wind direction East to south Wind speed 0.2 m/s 

Stability  Stable (4.0) Reference height*** 10.0 m 

Solar radiation** 30.0 W/m2 Surface roughness 0.03 m 

 

주*: Ceiling height는 냉중성자원 시설계통이 거의 설치되는 냉중성자원 기기실 3층 
바닥을 기준으로 천정까지의 높이로 가정하였다. 

주**: 건물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태양의 복사열은 없다. 다만, 
건물 내부의 조명에 의한 복사열은 존재할 수 있는데, 태양의 10%로 가정하였다. 

주***: Reference height (상대높이)는 분산모델 분석 시 사용하는 개념 중 하나로, 
상대높이에서의 바람속도를 측정, 식을 이용하여 실제높이에서의 바람속도를 산출할 
때 사용된다. 이는 바람이 대지 위의 수평면과 수직면에서 속도와 방향이 변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일반적으로 10m를 상대높이로 한다. 

 

 

수소계통 설치위치 
(기기실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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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sessment Result Summary 

4.1 Release result 
 

Dispersion 1A 1B 1C 11A 11B 11C 2A 2B 

Pipe ID (mm) 40.9 40.9 26.6 12.8  
(40.9) 

12.8  
(40.9) 

10.3  
(26.6) 40.9 40.9 

Pipe length (m) 1.5 10 2 1.5 10 2 6.2 0.5 

Elevation (m) 1.6 1.6 1.6 1.6 1.6 1.6 1.6 1.6 

Duration: input (min) 0.1 0.1 0.2 1.0 2.0 2.0 1.0 1.0 

Duration: output (min) 0.04 0.06 0.11 0.53 1.20 0.96 0.02 0.02 

Maximum rate (kg/min) 12 7.6 4.4 0.9 0.4 0.5 10.0 13.6 

Average time: input 
(min) 5.0 5.0 5.0 5.0 5.0 5.0 5.0 5.0 

Mender time: output 
(min) 0.1 0.1 0.2 1.0 2.0 - 0.1 0.04 

Analysis height (m) 1.0 1.0 1.0 1.0 1.0 1.0 1.0 1.0 
 

4.2 Jet fire result 
 

Jet fire 1A 1B 1C 11A 11B 11C 2A 2B 

Pipe ID (mm) 40.9 40.9 26.6 12.8  
(40.9) 

12.8  
(40.9) 

10.3  
(26.6) 40.9 40.9 

Pipe length (m) 1.5 10 2 1.5 10 2 6.2 0.5 

Elevation (m) 1.6 1.6 1.6 1.6 1.6 1.6 1.6 1.6 

Jet fire duration (min) 0.1 0.1 0.2 1.0 2.0 2.0 0.1 0.1 

Jet fire flame length 9.8 m 8.6 m 6.3 m 3.1 m 2.6 m 2.5 m 9.3 m 10.2 m

Jet fire flame reach point 12.2 m 10.7 m 7.9 m 3.9 m 3.2 m 3.1 m 11.6 m 12.7 m

Release rate (kg/min) 12 7.6 4.4 0.9 0.4 0.5 10.0 13.6 

Heat flux distance* (m) 15.0 12.9 9.5 4.1 3.3 3.1 14.1 15.7 

Release heat flux 
(kW/m2) 45.9 39.0 40.5 34.2 26.2 31.1 43.5 47.7 

주*(Heat flux distance):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사열(10.0kW/m2)이 도달하는 최대 
거리(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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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plosion result 
 

Explosion 3A 3B 

Tank volume (m3) 1.3 1.3 

Tank design pressure 500 kPa 500 kPa 

Burst temperature 444 K 444 K 

Cause External flame External heat 

Overpressure distance* (m) 7.2 7.2 

주*(Overpressure distance): 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압(15.9kPa)이 도달하는 최대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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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ce Assessment Report 
 

1. Output Data Sheet for Release 1A/B/C 
 

1.1 General 
 
Description Release analysis for Case 1A / Case 1B / Case 1C / 1D 

Type of Analysis Dispersion Analysis 
(Optional Flash Fire And Vapor Cloud Ignition) 

Simulation time Let the program decide (Automatic) 
Model flash fire Case 1A/B/C: No  
Model vapor cloud explosion Case 1A/B/C: No  
Time of ignition Case 1A/B/C: NA  
Surface radiation intensity Case 1A/B/C: NA  
Energy efficiency factor Case 1A/B/C: NA  

 

1.2 Leak Information 
 
Leak information Case 1A Case 1B Case 1C 
Leak Type  Pipe Pipe Pipe 
Pipe contents Gas Gas Gas 
Pipe diameter 40.9 (mm) 40.9 (mm) 26.6 (mm) 
Pipe length 1500.0 (mm) 10000.0 (mm) 2000.0 (mm) 
Pipe elevation 1.6 (m) 1.6 (m) 1.6 (m) 
Pipe roughness 200.0 (cm) 200.0 (cm) 200.0 (cm) 
Release duration 0.1 (min) 0.1 (min) 0.2 (min) 
Upstream pressure 305.0 (kPa) 305.0 (kPa) 305.0 (kPa) 
Upstream temperature 300.15 (deg K) 300.15 (deg K) 300.15 (deg K) 
Mitigation time 1.0 (min) 1.0 (min) 1.0 (min) 
주*: Case 1D의 Release duration은 입력 값을 의미한다. 
 

1.3 Source Characteristics 
 

1) Summary of source characteristics 
 
 Case 1A Case 1B Case 1C 
Scenario type Pipe Pipe Pipe 
Type of release Continuous Continuous Continuous 
Release stream condition Gas Gas Gas 
Maximum release rate 12.0 (kg/min) 7.6 (kg/min) 4.4 (kg/min) 
Release duration 0.1 (min) 0.1 (min) 0.2 (min) 
Occurrence of flash No No No 
Pool formation No No No 
Evaluate dispersion isopleths at height 1000.0 (mm) 1000.0 (mm) 1000.0 (mm) 
Averaging time 5.0 (min) 5.0 (min) 5.0 (min) 
Meander time 0.1 (min) 0.1 (min) 0.2 (min) 

 주*: Case 1D의 Release duration은 프로그램 결과 값을 의미한다. 



CA report for CNS facility in HANARO, 2006         Page 11 of 34 

Center for Process Safety & Technology Research      MJ Kang 

 

2) Dispersion source – Vapor cloud at the source: Case 1A 
 

Time (min) Liquid (kg/min) Vapor (kg/min) Air (kg/min) Temperature 
(C) 

Cloud Radius 
(m) 

0.0 0.0 12.0 0.0 -41 0.0 
0.1 0.0 12.0 0.0 -41 0.0 
0.1 0.0 0.0 0.0 -41 0.0 

 

3) Dispersion source – Vapor cloud at the source: Case 1B 
 

Time (min) Liquid (kg/min) Vapor (kg/min) Air (kg/min) Temperature 
(C) 

Cloud Radius 
(m) 

0.0 0.0 7.6 0.0 -24 0.0 
0.1 0.0 7.6 0.0 -24 0.0 
0.1 0.0 0.0 0.0 -24 0.0 

 

4) Dispersion source – Vapor cloud at the source: Case 1C 
 

Time (min) Liquid (kg/min) Vapor (kg/min) Air (kg/min) Temperature 
(C) 

Cloud Radius 
(m) 

0.0 0.0 4.4 0.0 -32 0.0 
0.2 0.0 4.4 0.0 -32 0.0 
0.2 0.0 0.0 0.0 -32 0.0 

 

1.5 Isopleths 
 

1) General 
 

 Case 1A Case 1B Case 1C 
Evaluate dispersion isopleths at height 1.0 (m) 1.0 (m) 1.0 (m) 
Averaging time 5.0 (min) 5.0 (min) 5.0 (min) 
Meander time 0.1 (min) 0.1 (min) 0.2 (min) 

 

2) Concentration 
  

Maximum isopleth distance (m) Maximum isopleth half width (m) Isopleth limit 
(ppm) Case 1A Case 1B Case 1C Case 1A Case 1B Case 1C 
1000.0 1.1 0.9 0.6 4.2 3.7 1.6 

40000.0 0.0 0.0 0.0 2.8 2.5 1.0 
750000.0 0.0 0.0 0.0 0.6 0.5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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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our: Case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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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our: Case 1B 

 
 

5) Contour: Case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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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utput Data Sheet for Jet-fire after Release 1A/B/C 
 

2.1 Source Characteristics: Thermal radiation – Jet fire 

 Case 1A: 
Jet-fire Case 1B: Jet-fire Case 1C: 

Jet-fire 
Duration time* 0.1 (min) 0.1 (min) 0.2 (min) 
Total release rate (mass) 12 (kg/min) 7.6 (kg/min) 4.4 (kg/min) 
Mach Number 1.2 0.8 1.1 
Velocity of expanded jet 5027.4 (km/h) 3718.1 (km/h) 4652.9 (km/h) 
Temperature of expanded jet -41 (deg C) -10 (deg C) -31 (deg C) 
Flame angle -0.2 (deg) -0.1 (deg) -0.3 (deg) 
Flame liftoff 2.4 (m) 2.1 (m) 1.6 (m) 
Frustum length 9.8 (m) 8.6 (m) 6.3 (m) 
Upstream frustum diameter 0.1 (m) 0.1 (m) 0.03 (m) 
Downstream frustum diameter 3.2 (m) 2.8 (m) 2.1 (m) 
Upwind flame tip X 2.4 (m) 2.1 (m) 1.6 (m) 
Upwind flame tip Y 0.0 (m) 0.0 (m) 0.0 (m) 
Upwind flame tip Z 1.6 (m) 1.6 (m) 1.6 (m) 
Downwind flame tip Y 0.0 (m) 0.0 (m) 0.0 (m) 
Downwind flame tip Z 1.6 (m) 1.6 (m) 1.6 (m) 
Area of radiating frustum 58.8 (m2) 45.9 (m2) 24.6 (m2) 
Radiation fraction of total heat 11.2 (%) 11.8 (%) 11.3 (%) 
Radiation heat flux 45.9 (kW/m2) 39.0 (kW/m2) 40.5 (kW/m2) 

* 실제 누출시간 0.02분이 너무 작은 숫자이므로 0.1분으로 적용함. 
 

2.2 Isopleths 
 

1) General 
Evaluate thermal isopleths at height 1.0 (m) 

  

2) Contour of heat flux 
 

 
<Case 1A: Jet-fire>    <Case 1B: Jet-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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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C: Jet-fire> 

 

3) Thermal radiation 
 

Maximum isopleth distance (m) Thermal radiation (kW/m2) Case 1A: Jet fire Case 1B: Jet fire Case 1C: Jet fire 
4.7 16.5 14.2 10.5 
6.3 15.9 13.7 10.1 

10.0 15.0 12.9 9.5 
  

 
<Case 1A: Jet-fire - Thermal radiation>  <Case 1A: Jet-fire - Thermal dose> 

 

 
<Case 1B: Jet-fire - Thermal radiation>  <Case 1B: Jet-fire - Thermal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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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C: Jet-fire - Thermal radiation>  <Case 1C: Jet-fire - Thermal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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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utput Data Sheet for Release 11A/B/C 
 

3.1 General 
 
Description Release analysis for Case 11A / Case 11B / Case 11C  

Type of Analysis Dispersion Analysis 
(Optional Flash Fire And Vapor Cloud Ignition) 

Simulation time Let the program decide (Automatic) 
Model flash fire No 
Model vapor cloud explosion No 

 

3.2 Leak Information: Pipe information 
 
Leak information Case 11A Case 11B Case 11C 
Leak Type  Pipe Pipe Pipe 
Pipe contents Gas Gas Gas 
Pipe diameter* 12.8 (mm) 12.8 (mm) 10.3 (mm) 
Pipe length 1500.0 (mm) 10000.0 (mm) 2000.0 (mm) 
Pipe elevation 1.6 (m) 1.6 (m) 1.6 (m) 
Pipe roughness 200.0 (cm) 200.0 (cm) 200.0 (cm) 
Release duration 1.0 (min) 2.0 (min) 2.0 (min) 
Upstream pressure 305.0 (kPa) 305.0 (kPa) 305.0 (kPa) 
Upstream temperature 300.15 (deg K) 300.15 (deg K) 300.15 (deg K) 
주*: Pipe diameter는 각 배관 밸브의 이음부에 1mm의 틈에서 누출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여 
누출면적으로 역산하여 계산된 직경. 
 

3.4 Source Characteristics 
 

1) Summary of source characteristics 
 
 Case 11A Case 11B Case 11C 
Scenario type Pipe Pipe Pipe 
Release duration 1.0 (min) 1.0 (min) 1.0 (min) 
Type of release Continuous Continuous Continuous 
Release stream condition Gas Gas Gas 
Maximum release rate 0.9 (kg/min) 0.4 (kg/min) 0.5 (kg/min) 
Release duration 1.0 (min) 2.0 (min) 2.0 (min) 
Occurrence of flash No No No 
Pool formation No No No 
Evaluate dispersion isopleths at height 1000.0 (mm) 1000.0 (mm) 1000.0 (mm) 
Averaging time 5.0 (min) 5.0 (min) 5.0 (min) 
Meander time 1.0 (min) 2.0 (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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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persion source – Vapor cloud at the source: Case 11A 
 

Time (min) Liquid (kg/min) Vapor (kg/min) Air (kg/min) Temperature 
(C) 

Cloud Radius 
(m) 

0.0 0.0 0.9 0.0 -24 0.0 
1.0 0.0 0.9 0.0 -24 0.0 
1.0 0.0 0.0 0.0 -24 0.0 

 

3) Dispersion source – Vapor cloud at the source: Case 11B 
 

Time (min) Liquid (kg/min) Vapor (kg/min) Air (kg/min) Temperature 
(C) 

Cloud Radius 
(m) 

0.0 0.0 0.4 0.0 14 0.0 
2.0 0.0 0.4 0.0 14 0.0 
2.0 0.0 0.0 0.0 14 0.0 

 

8) Dispersion source – Vapor cloud at the source: Case 11C 
 

Time (min) Liquid (kg/min) Vapor (kg/min) Air (kg/min) Temperature 
(C) 

Cloud Radius 
(m) 

0.0 0.0 0.5 0.0 -24 0.0 
2.0 0.0 0.5 0.0 -24 0.0 
2.0 0.0 0.0 0.0 -24 0.0 

 

3.5 Isopleths 
 

1) General 
 

 Case 11A Case 11B Case 11C 
Evaluate dispersion isopleths at height 1.0 (m) 1.0 (m) 1.0 (m) 
Averaging time 5.0 (min) 5.0 (min) 5.0 (min) 
Meander time 1.0 (min) 2.0 (min)  - 

 

2) Concentration 
  

Maximum isopleth distance (m) Maximum isopleth half width (m) Isopleth limit (ppm) Case 11A Case 11B Case 11C Case 11A Case 11B Case 11C
1000.0 0.0 0.0 - 0.8 0.5 - 

40000.0 0.0 0.0 - 0.3 0.0 - 
750000.0 0.0 0.0 - 0.0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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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our: Case 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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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our: Case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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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utput Data Sheet for Jet-fire after Release 11A/B/C 
 

4.1 Source Characteristics: Thermal radiation – Jet fire 
 Case 11A: Jet-fire Case 11B: Jet-fire Case 11C: Jet-fire 
Duration time 1.0 (min) 2.0 (min) 2.0 (min) 
Total release rate (mass) 0.9 (kg/min) 0.4 (kg/min) 0.5 (kg/min) 
Mach Number 1.0 0.5 0.9 
Velocity of expanded jet 4287.4 (km/h) 2181.9 (km/h) 3825.3 (km/h) 
Temperature of expanded jet -22 (deg C) 14 (deg C) -12 (deg C) 
Flame angle -0.5 (deg) -0.3 (deg) -0.6 (deg) 
Flame liftoff 0.8 (m) 0.6 (m) 0.6 (m) 
Frustum length 3.1 (m) 2.6 (m) 2.5 (m) 
Upstream frustum diameter 0.02 (m) 0.02 (m) 0.01 (m) 
Downstream frustum diameter 1.0 (m) 0.9 (m) 0.8 (m) 
Upwind flame tip X 0.8 (m) 0.6 (m) 0.6 (m) 
Upwind flame tip Y 0.0 (m) 0.0 (m) 0.0 (m) 
Upwind flame tip Z 1.6 (m) 1.6 (m) 1.6 (m) 
Downwind flame tip Y 0.0 (m) 0.0 (m) 0.0 (m) 
Downwind flame tip Z 1.6 (m) 1.6 (m) 1.6 (m) 
Area of radiating frustum 6.0 (m2) 4.3 (m2) 3.8 (m2) 
Radiation fraction of total heat 11.5 (%) 14.0 (%) 11.7 (%) 
Radiation heat flux 34.2 (kW/m2) 26.2 (kW/m2) 31.1 (kW/m2) 

 

4.2 Isopleths 
 

1) General 
Evaluate thermal isopleths at height 1.0 (m) 

  

2) Contour of heat flux 
 

 
<Case 11A: Jet-fire>    <Case 11B: Jet-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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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1C: Jet-fire> 

 

3) Thermal radiation 
 

Maximum isopleth distance (m) Thermal radiation (kW/m2) Case 11A: Jet fire Case 11B: Jet fire Case 11C: Jet fire 
4.7 4.9 3.7 3.6 
6.3 4.6 3.4 3.3 

10.0 4.1 3.3 3.1 
  

 
<Case 11A: Jet-fire – Thermal radiation>  <Case 11A: Jet-fire – Thermal dose> 

 

 
<Case 11B: Jet-fire – Thermal radiation>  <Case 11B: Jet-fire – Thermal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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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1C: Jet-fire – Thermal radiation>  <Case 11C: Jet-fire – Thermal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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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utput Data Sheet for Release 2A/B 
 

5.1 General 
 
Description Release analysis for Case 2A / Case 2B / Case 2C 

Type of Analysis Dispersion Analysis 
(Optional Flash Fire And Vapor Cloud Ignition) 

Simulation time Let the program decide (Automatic) 
Model flash fire Yes 
Model vapor cloud explosion No 
Time of ignition 0.01 (min) 
Surface radiation intensity 170000.0 (W/m2) 

 

5.2 Tank Information 
 
Tank geometry  Horizontal cylinder 
Tank length 1.6 (m) 
Tank diameter 1.0 (m) 
Tank wall thickness 1.0 (cm) 
Tank temperature 300.00 (deg K) 
Tank contents Amount of hydrogen: 355 gram 

  

5.3 Leak Information 
 
Tank leak type Case 2A Case 2B 
Pipe diameter 40.9 (mm) 40.9 (mm) 
Pipe length 6.2 (m) 0.5 (m) 
Pipe elevation 1 600 (mm) 1 600 (mm) 
Pipe roughness 200.0 (cm) 200.0 (cm) 
Mitigation time 1.0 (min) 1.0 (min) 

 

5.4 Source Characteristics 
 

1) Summary of source characteristics 
 
 Case 2A Case 2B 
Scenario type Tank Tank 
Release duration 1.0 (min) 1.0 (min) 
Type of release Transient Transient 
Release stream condition Gas Gas 
Maximum release rate 10.0 (kg/min) 13.6 (kg/min) 
Release duration 0.02 (min) 0.02 (min) 
Occurrence of flash No No 
Pool formation No No 
Evaluate dispersion isopleths at height 1000.0 (mm) 1000.0 (mm) 
Averaging time 5.0 (min) 5.0 (min) 
Meander time 0.1 (min) 0.0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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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spersion source - Tank dynamics 
 

 
<Case 2A: Vapor>    <Case 2A: Mass in the tank> 

 

 
<Case 2B: Vapor>    <Case 2B: Mass in the tank > 

 

3) Dispersion source - Tank Dynamics: Case 2A 
 

Time (min) Tank temperature 
(C) 

Tank pressure 
(bar) 

Mass in the 
tank (kg) Liquid (kg/min) Vapor (kg/min)

0.0 27 3.5 0.4 0.0 10.0 
0.0003 27 3.5 0.4 0.0 10.0 
0.001 27 3.5 0.3 0.0 9.9 
0.002 27 3.4 0.3 0.0 9.6 
0.003 27 3.3 0.3 0.0 9.3 
0.004 27 3.2 0.3 0.0 8.9 
0.005 27 3.1 0.3 0.0 8.6 
0.01 27 3.0 0.3 0.0 8.5 
0.02 27 2.3 0.2 0.0 6.2 
0.03 27 1.8 0.2 0.0 4.5 
0.04 27 1.4 0.1 0.0 3.1 
0.05 27 1.1 0.1 0.0 1.7 
0.1 27 1.1 0.1 0.0 0.7 
0.1 27 1.0 0.1 0.0 0.0 

 

4) Dispersion source - Tank Dynamics: Case 2B 
 

Time (min) Tank temperature 
(C) 

Tank pressure 
(bar) 

Mass in the 
tank (kg) Liquid (kg/min) Vapor (kg/min)

0.0 27 3.5 0.4 0.0 13.6 
0.0002 27 3.5 0.4 0.0 13.5 
0.0004 27 3.5 0.3 0.0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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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in) Tank temperature 
(C) 

Tank pressure 
(bar) 

Mass in the 
tank (kg) Liquid (kg/min) Vapor (kg/min)

0.001 27 3.4 0.3 0.0 13.3 
0.002 27 3.3 0.3 0.0 12.8 
0.003 27 3.2 0.3 0.0 12.4 
0.004 27 3.0 0.3 0.0 11.9 
0.005 27 2.9 0.3 0.0 11.3 
0.01 27 2.9 0.3 0.0 11.2 
0.02 27 1.9 0.2 0.0 7.5 
0.03 27 1.4 0.1 0.0 4.5 
0.04 27 1.0 0.1 0.0 0.6 
0.04 27 1.0 0.1 0.0 0.0 

 

5) Dispersion source – Vapor cloud at the source: Case 2A 
 

Time (min) Liquid (kg/min) Vapor (kg/min) Air (kg/min) Temperature 
(C) 

Cloud Radius 
(m) 

0.0 0.0 10.0 0.0 -29 0.0 
0.004 0.0 8.9 0.0 -20 0.0 
0.02 0.0 6.2 0.0 0.2 0.0 
0.03 0.0 3.4 0.0 18 0.0 
0.04 0.0 2.6 0.0 21 0.0 
0.1 0.0 0.7 0.0 26 0.0 
0.1 0.0 0.0 0.0 27 0.0 

 

6) Dispersion source – Vapor cloud at the source: Case 2B 
 

Time (min) Liquid (kg/min) Vapor (kg/min) Air (kg/min) Temperature 
(C) 

Cloud Radius 
(m) 

0.0 0.0 13.6 0.0 -50 0.0 
0.01 0.0 9.7 0.0 -27 0.0 
0.03 0.0 2.3 0.0 23 0.0 
0.03 0.0 1.7 0.0 24 0.0 
0.03 0.0 1.1 0.0 26 0.0 
0.04 0.0 0.6 0.0 27 0.0 
0.04 0.0 0.0 0.0 27 0.0 

 
 

5.5 Isopleths 
 

1) General 
 Case 2A Case 2B 
Evaluate dispersion isopleths at height 1.0 (m) 1.0 (m) 
Averaging time 5.0 (min) 5.0 (min) 
Meander time 0.1 (min) 0.1 (min) 

 

2) Concentration 
Maximum isopleth distance (m) Maximum isopleth half width (m) Isopleth limit (ppm) Case 2A Case 2B Case 2A Case 2B 

1000.0 30.9 81.4 4.6 5.2 
40000.0 23.0 29.6 1.2 1.7 

750000.0 0.0 0.0 0.0 0.0 



CA report for CNS facility in HANARO, 2006         Page 27 of 34 

Center for Process Safety & Technology Research      MJ Kang 

 

3) Contour: Case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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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our: Case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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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utput Data Sheet for Jet-fire after Release 2A/B 
 

6.1 Source Characteristics: Thermal radiation – Jet fire 
 Case 2A: Jet fire Case 2B: Jet fire 
Duration time* 0.1 (min) 0.1 (min) 
Total release rate (mass) 10.0 (g/min) 13.6 (kg/min) 
Mach Number 1.1 1.3 
Velocity of expanded jet 4610.6 (km/h) 5320.9 (km/h) 
Temperature of expanded jet -30 (deg C) -49 (deg C) 
Flame angle -0.2 (deg) -0.2 (deg) 
Flame liftoff 2.3 (m) 2.5 (m) 
Frustum length 9.3 (m) 10.2 (m) 
Upstream frustum diameter 0.1 (m) 0.1 (m) 
Downstream frustum diameter 3.0 (m) 3.3 (m) 
Upwind flame tip X 2.3 (m) 2.5 (m) 
Upwind flame tip Y 0.0 (m) 0.0 (m) 
Upwind flame tip Z 1.6 (m) 1.6 (m) 
Downwind flame tip Y 0.0 (m) 0.0 (m) 
Downwind flame tip Z 1.6 (m) 1.6 (m) 
Area of radiating frustum 53.2 (m2) 63.8 (m2) 
Radiation fraction of total heat 11.3 (%) 11.2 (%) 
Radiation heat flux 43.5 (kW/m2) 47.7 (kW/m2) 

* 실제 누출시간 0.02분이 너무 작은 숫자이므로 0.1분으로 적용함. 
 

6.2 Isopleths 
 

1) General 
Evaluate thermal isopleths at height 1.0 (m) 

  

2) Contour of heat flux 
 

 
<Case 2A: Jet-fire>    <Case 2B: Jet-fire> 

 

3) Thermal radiation 
 

Maximum isopleth distance (m) Thermal radiation (kW/m2) Case 2A Case 2B 
4.7 15.6 17.3 
6.3 15.0 16.6 

10.0 14.1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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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A: Jet-fire – Thermal radiation>  <Case 2A: Jet-fire – Thermal dose> 

 

 
<Case 2B: Jet-fire – Thermal radiation>  <Case 2B: Jet-fire – Thermal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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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utput Data Sheet for Explosion : Case 3A/B 
 

7.1 Pressurized Vessel Burst 
 
The vessel contains Gas 
Vessel pressure 500.0 (kPa) 
Vessel temperature 444.00 (K) 
Volume of gas/liquid 1.3 (m3) 
Shape of the vessel Cylinder 
Pressure reflection factor Free Air 

  

7.2 Source Characteristics 
 
Type of Modeling Algorithm Baker - Strehlow 
Explosion energy 1 295 694.0 (joule) 

  

7.3 Isopleths 
 

1) General 
Evaluate thermal isopleths at height 1.0 (m) 

  

2) Contour of over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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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verpressure 
 

Overpressure (kPa) Maximum isopleth distance (m): Case 5A/B 

2.8 23.8 
9.0 9.4 

15.9 7.2 
  
 

7.4 External Fire Analysis 

 

1) 가압용기 폭발모델의 발생원인은 용기 외부에서 발생한 열이며, 이는 용기 벽을 통해 
전달되어 용기 내부의 물질을 가열시킴으로써 압력이 상승하여 설계압력을 초과할 때 
발생한다. 

2) 본 연구 대상인 용기 내부에는 수소가 기체상태로 존재하므로 외부의 열이 전달되어 
수소의 온도를 증가시키는 속도가 빠르다. 즉, 외부에서 발생한 화재의 복사열이 
중간과정에서 흡수되지 않고 직접 전달된다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외부 화재로 인한 열의 전달은 2가지 경로를 통해 용기 내부의 수소를 가열(가압)시킬 
수 있는데, 화염이 직접 접촉할 때 해당 온도인 444(K)로 순식간에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복사열에 의해 용기 내부 온도가 444(K)까지 도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유도할 수 있는 화재의 규모를 찾아내기 위하여 FD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1) External fire at the first floor 

1층에서 7MW 및 30MW의 화재가 발생한다고 가정할 경우, 3층 높이에서 얻어질 수 
있는 온도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1층 바닥에서 7MW 화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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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1층 바닥에서 30MW 화재 발생 
 

[그림 2]의 아래 그래프는 30 MW 화재 시 3층 가장자리에서 1m 안쪽에서 얻어질 수 
있는 최대온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약 26℃정도이다. 

외부화재의 복사열에 의한 수소탱크 온도상승을 검토한 결과 약 30MW 규모의 화재가 
하나로 원자로실 바닥(냉중성자원 기기실 1층)에서 발생한 경우 3층 구조물 
가장자리에서 최대 157.38℃까지 온도가 상승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조 

또한 냉중성자원 기기실 2층 (바닥에서 6m높이의 2층 바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3층 
구조물 가장자리에서 최대 182.57℃까지 온도가 상승할 수 있고, 가장자리에서 1m 
떨어진 곳에서의 온도는 최대 25.07℃이다. ([그림 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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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층 바닥에서 12MW 화재 시 3층에서 측정되는 온도 

 

2) 외부화재 복사열 영향 분석 참고 

일반적으로 3개의 Panel에 둘러싸인 Workstation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복사열은 
[그림 4]와 같이 약 7MW이다.  

 
[그림 4] 3-panel workstatio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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