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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기기의 건전성 문제는 원자력 발전 분야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에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여러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고전적인 결정론적 파괴역학 

개념에 기반올 두어 비현실적이거나 보수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현실적인 

구조물의 파손올 고려하고 파손확률의 정량적언 제시가 가능한 확률론적 파괴역학 개념이 

다방면으로 도입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파손확률 계산 code를 기존 code에 미비된 것올 보완하여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 

이다. 이러한 연구의 기초로서 이번 연도에는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확률론적 파괴역학 

방법론올 이용한 기기 건전성 평가 연구들올 검토하여 확률론적 파괴역학 개념올 정립하고 

기존 cöde를 이용하여 파손확률에 대한 확률변수의 영향올 정량적으로 비교하여 파손확률 

계산에 중요한 확률변수들올 도출하였다. 



ABSTRACT 

Since integrity is very important in nuclear power plants,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and several rules are provid혀. But these are mostly based on the concept of 

the deterministic fracture mechanics and in many cases, those rules are unrealistic or 

conservative. Therefore, the concept of the probabilistic fracture mechanics considering 

the realistic f머lure of the structure and the quantitative failure probability is introducc:퍼 

in many fields.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es on the probabilistic fracture mechanics 

in world, but a few in Korea. The final object of our research is to develop the code 

calculating the failure probability for the nuclear pressure vessel after several research 

years. In the frrst year study, we obtained the concept of the probabilistic fracture 

mechanics by reviewing the papers about the integrity evaluation of the nuclear pressure 

vessel on the base of the probabilistic fracture mechanics and selected the important 

random variables by comparing the effects of random variables on the failure probability 

using the existing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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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l 뷰. RPV에 대한 PF’M연쥬 검효 

1 . 서 료코 
~ 

원자력 발전 분야에 있어서 기기 건전성은 경제적， 인적， 환경적 요인 둥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기에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각 나라마다 

여러 규제 기준올 마련하여 놓고 었다(1)，(2) 그러나 이러한 규제들은 대부분 고전적인 

결정론적 파괴역학에 기반올 두고 하중(load)에 대한 강도(strength)의 비의 최소값이 

라고 할 수 있는 안전율(safety factor) 개념올 도입하고 있다. 즉， 하중， 강도 둥에 대 

해서 어떤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일정한 안전융에 의거한 구조 

물의 파손 여부를 판단하여 안전한 치수나 기기 수명 둥올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실 

제 현상에서는 이러한 하중， 강도뿐만 아나라 균열의 치수， 각종 물성치 둥도 확정치로 

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통계학적언 데이터로서， 즉 어떤 값을 가질 확률분포로서 폰 

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의 분포 확률에 따라 파손의 확률이 변하게 되어 

결정론적 파괴역학(detenninistic fracture mechanics)이라 부를 수 있는 기폰의 파괴역 

학에서 얻어진 결과는 비현실적이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 하에 

서는 신뢰도나 파손확률에 대한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없다. 즉， 디자인 시에 의 

도한 안전율이 얻어지면 기기는 100%의 선뢰도를 가지고 파손확률은 0%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선뢰도， 100%의 파손확률올 가진다는 이분법적언 구분만이 가능 

할 뿐이다. 비록 개념이 쉽고 대체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여전히 결정론적 디자인 방 

법올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필요한 안전율이 확보되었다고 하여도 어느 정 

도의 파손확률은 존재하게 되며 그 값의 정도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으로 구조물의 파손올 논하고 파손확률의 정량적인 제시를 위해 

서 각종 변수들의 분포 확률을 고려 한 확률론적 파괴 역 학(probabilistic fracture 

mechanics) (3) 개념이 도입되었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결정론적 파괴역학이 기기 건전성 평가 연구의 주류를 이루어 

왔으나 1975년 USNRC(D. S.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에서 WASH-l400 

report(4)로 알려진 원자로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후 점차로 확률론을 기반으 

로 한 파괴역학이 각광올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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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RC에서는 초기에는 지진에 관련하여 이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로 

서 SSMRP(Seismic Safety Margin Research Program)를 진 행 하여 과거 의 채 난 대 비 

설계 기준의 보수성올 알아보고， 이러한 채난에 의한 방사능 유출 확률을 계산하여 새 

로운 재난 대비 설계 기준올 제시하였다(5) 

1980년대 들어서는 미국의 모든 원차력 발전소에 확률론척 위험 판단 기준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PRA)을 적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내부 사건(intemal event)에 의한 파손에 대비한 연구(6)부터 지진， 토네이도 

(tomadoes), 허리케인 (hurricanes) 둥의 외부 사건(ex않mal event)에 의한 파손에 대비 

한 연구(7)까지 이어졌다. 

현재에는 그 대상이 압력용기 (pressure vesseD(8), 배관(piping system) (9), 증기발생기 

(steam generator) (10), turbine shaft( l1), fuel rod(12) 둥 여 러 component들로 확대 되 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각종 파손확률 계산 c여e도 개발되어 었다. 

이와 같이 안전이 그 생명인 원자력 발전소 쩔비 분야에서 일정한 경비로 최소의 파 

손확률올 갖거나， 원하는 파손확률에 최소의 경비가 소요되는 쩔계기준이나 보수， 유지 

조건올 얻기 위해서는 확률론에 근거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셔는 이에 대한 연구가 초보적인 수준이며， 나아가 그 

필요성마저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확률론적 파괴역학 개념을 이용한 기기 건전성 평가 기법올 국내 원자로 압 

력용기에 적용하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파손확률 계산 code의 개발올 이루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기초 단계로서 첫 시작 연도에 수행한 첫 번째 연구는 다옴파 같다.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확률론적 파괴역학 방법론올 이용한 기기 건전성 평가 연구 

자료의 수집올 위해 다양한 keyword를 사용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대학 도서 

관， 산엽기술정보원 둥에 의뢰하여 많은 문헌들을 수집하였다. 문헌들올 하중 조건에 

따라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의 하중 하에서의 연구와 PTS와 같은 accident 하에서의 

연구로 분류하였으며 이 중에서 주로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발생하는 하중에 의한 

파손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료로부터 대략적인 연구 흐름올 파악한 후 비교적 최근 것들 중에서 

모델이 비슷하고 연구방법 및 결과의 서술이 상세하며 서로간의 비교가 쉽다고 판단되 

는 논문 4편(13-16)올 간추려서 원자로 용기에 대한 파손확률올 계산하기 위한 모멜껄정， 

기본전제， 확률변수 쩔정， 파손확률 계산 방법 및 결과 둥올 체계적으로 비교하였으며 

확률론적 파괴역학 방법의 원자로 용기에 대한 적용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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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확률론적 파괴역학의 필요성 

서론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결정론적 파괴역학으로는 기기 건전성에 대한 정량 

적인 제시가 불가능하며 그 결과도 입력 변수에 가해진 보수성 때문에 지나치게 보수 

적이거나 비현실적이어서 비용의 증가 및 결과의 비신뢰성올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지난 20여년간 원자력 발전 설비에 대한 확률론적 파괴역학 방법론올 이용한 건전성 

연구가 활발히 이어져 왔다. 

이러한 확률론적 파괴역학올 이용하는 주된 목적은 압력 용기 및 배관 설비에 대한 

정량적인 신뢰도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어떤 조건 하에서의 기기 파손 여부에 대 

한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조건 하에서의 기기 파손확률은 몇 % 정도가 되므 

로 과거 파손 사례 또는 디자언 조건에 비해 안전하다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판단올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확률론적 파괴역학의 두 번째 목적은 어떤 변수가 기기 파손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큰가를 역시 정량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디자인 사에나 운전 중에 그 변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중요도를 두어야 하는 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혼히 그렇듯이 운전 중에 조건이 변하게 되어 이에 따른 건전성 변화 여 

부를 알고자 하거나， 디자언 사에 다른 디자인에서의 선뢰도와의 정량적인 비교를 통 

해 최적의 디자인올 채택하기 위해서도 확률론적 파괴역학 개념의 도입은 매우 중요하 

다. 

이렇게 원자력 셜비 건전성 평가에 확률론적 파괴역학 방법올 이용하면 불필요한 운 

전 정지를 막아 막대한 비용올 절감할 수 있올 뿐만 아니라 위험성올 적절하게 감소시 

킬 수 있는 방법올 제시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2.2. 압력용기에 대한 확률론적 파괴역학 연구 역사 

초기의 연구로서 Becher 둥(17)은 일반적언 운전 하에 있올 수 있는 세 가지 정상 하 

중과 네 가지 비정상 하중 하에서의 압력 용기에 대해 초기 균열 깊이， 하중， 상부 

Charpy-V 파괴언성치 둥올 확률변수로 보고 몬테카를로 기법올 이용하여 기기 파손 

q ‘ 



확률올 계산하였으며 그 결파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Res띠ts of failure calc버ations(17) 

Years of Kean stress Failure probability 95~ confidence 
。peration Ksi lillite 

o 26.0 1.24 x 1o-8 
1.58 

• C 26.。 1.89 x 10-ö 

2.μ6 

’~o 26. 。 2.μr; x 10-8 
3.2’1 

。 33.0 ’78 x 10-8 163 
19μ 

o 28.5 7.8 x 10-8 
8.3 

여 기서 mean sσess가 26 ksi일 때 예상수명 동안의 파손확률은 10-8 order를 보였으며 

가동 전의 pre-operational hydrostatic testing에서 mean stress가 10% 정도 증가하여 

28.5 ksi이면 파손확률이 7배 정도가 되었고， 25% 정도 증가한 33.0 ksi일 때에는 파손 

확률이 2x 10-6 에 가깝게 되어 약 150배의 파손확률 증가를 보였다. 

Fig. 1 Critical weld regions of RPV(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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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variation of the failure rate 

according to time (18) 



R따-esne(18)는 loss-of-c∞lant accident 하에서의 압력용기의 용접부에 대한 파손확 

률 계산올 몬테카를로 시률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방법올 이용하여 실시하였 

다. Fig. 1에서 해석 대상 모댈언 PWR 압력 용기를 보여주고 있으며 각 용접부에 쓰 

여 있는 수는 해석결과로 얻어진 failure rate를 의미한다. Fig. 2에서는 Fig. 1의 각 용 

접부에서의 운전기간 중의 failure rate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략 10-8 
_ 10-12 

order의 failure ra te를 가짐 올 알 수 있다. 

Geib 둥(19)은 German Risk Study의 일환으로 PTS(Pressurized Thermal Shock) 하 

의 압력 용기에 대하여 파괴인성치， 균열 깊이 둥올 확률변수로 하여 VISA code를 이 

용한 파손확률 계산올 실시하였으며 VISA c띠e에 대한 간략한 셜명올 하고 있다 . 

. 1 
% 

p(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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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d ‘ ;:;.ιc ‘ .t>,. ‘ 
‘ . 5 10‘ n ',::It" ~ 
~ 

100 

i .............. 1• 
150 T.- T, (OC I 250 

Fig. 3 The variation of conditional failure probability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the σansient behavior(19) 

Fig. 3올 보면 온도가 1oo "C 떨어질 때의 파손확률은 온도변화시간에 따라 2X 10-7 에 

서 3.5 X 10-6 정도이고， 옹도가 250 "C 떨어질 때에는 온도변화시간이 100분이나 되어도 

2x 10-5 의 파손확률올 나타냄올 알 수 었다. 

Ye 둥(20)은 기폰의 PFM 연구들이 선형탄성 파괴역학에 기초를 두었던 반면， 압력용 

기 둥에 주로 쓰이는 A533B class 1이나 304 stainless steel둥이 연성 재료이므로 탄 

소성 파괴역학에 기초한 확률론적 파괴역학 연구의 펼요성올 주장하며 J 적분 데이터 

R ‘ 



베 이 스를 이 용한 탄소성 파피 역 학 개 념 올 도입 하여 semi -elliptical surface crack올 함 

유한 판의 파손확률올 계산하였으며 결과를 Fig.4에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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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ak probability (b) break probability 

Fig. 4 Comparison of cumulative leak and break probabilities between EPFM and 

LEFM models (20) 

여기서 균열 갚이와 균열 종횡비 (crack as야x::t ra디이를 확률변수로 잡았고 계충 추출 

기법 (sσatifi，어 samp파19 tec뼈que)올 이용한 몬테카를로 시률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으로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파손확률이 선형탄성 파괴역학 방법론에 의한 

파손확률보다 1 order 정도 크게 나왔음올 보고하였다. 

Nilsson (21)은 압력용기에 대해 파손확률올 구하는 경우 방법론 자체의 문제보다는 필 

요한 데이터의 수집에 어려웅이 있음올 상기시키며， (1)균열깊이가 지수분포 

(e앵onential distribution) , 파괴언성치가 와이별 분포(Weibull distribution) 언 경우， (2) 

균열깊이가 정규분포(normal disσibution) 파괴인성치가 와이벌 분포(Weibull 

distribution)언 경우 둥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 파손확률올 구하는 과정올 서술하고 

파괴언성치 분포， 균열깊이 분포， NDT에 의한 균열감지능력 둥의 PFM에서 다루는 몇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었다. 

Chm1g(22)은 HFIR(high flux isotope reactor) 압력용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용기 중심 

부에서 intemal explosive pulse7t 가해지는 모텔에 대해 파손확률올 계산하였다. 

ADINA를 이용한 웅력해석 결과와 확률변수인 균열깊이의 분포로부터 Newman-Raju 

식에 의해 웅력세기계수(stress intensity factor)를 얻고 파괴인성치를 확률변수로 보 

고 압력용기에 폰재하는 하나의 균열과 여러 개의 균열에 대해 각각 웅력-강도 칸섭 

방법 (stress-sσength int앉ference theory)올 이용하여 파손확률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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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bability of fracture function due to crack depth with one crack(22) 

Fig. 5에 그 결과로서 하나의 균열에 대해 균열깊이의 변화(Fig. 5에서 x축 상의 변화 

에 해당함)에 따른 누적파괴확률올 5%, 8)%, 95%의 신뢰도로 구한 값올 보여주고 었 

다. 

Tsai 등(13)은 네 가지의 정상 하중과 두 가지의 비정상 하중 하에서의 압력 용기에 

대해 초기 균열 깊이， 하중， 상부 Ch하'Py-V 파괴언성치， transient sσ'ess 둥을 확률변 

수로 보고 first-order second moment approximation method와 웅력 -강도 간섭 방법 

Gnterference theory)올 종합하여 기기 파손확률올 계산하여， 10-4 order의 파손확률과 

10-6 order의 f머lure rate를 얻었다. 

Wu 둥(14)은 Tsai 둥(13)의 연구와 같은 모텔에 대해 하중 조건올 달리한 세 가지의 

정상 하중과 네 가지의 비정상 하중 하에서 first-order second moment approximation 

method를 이용하여 기기 파손확률올 구하여 10-6 order의 파손확률과 10-8 order의 

f머lure rate를 얻 었다. 

Yoshimura 둥(굉)은 semi-elliptical crack올 함유한 압력 용기의 beltline 부위를 판으 

로 가정하고 가동 중의 여러 가지 정상 하중과 비정상 하중 조건하에서 균열깊이와 균 

열 종횡비를 기본적인 확률변수로 하여 몬테카를로 시율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올 사용하여 파손확률올 계산하였으며 특별히 경제적으로 데이터 수 

를 늘릴 수 있는 parallel processing technique올 사용하였다. 여러 조건에 따라 10-8 
-

10-6 정도의 파손확률이 얻어졌으며 몇 가지 변수의 변화에 따른 파손확률도 얻었다. 

또한， Yagawa 둥(16) 7명 의 연구자들은 Yoshimura 둥(15)의 연구와 같은 모렐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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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 -elliptical crack올 함유한 압력 용기의 beltline 부위를 판으로 가정하고 가동 중 

의 여러 가지 하중 조건하에서 균열깊이와 균열 종횡비를 확률변수로 하여 몬테카를로 

시물레이션 방법올 사용하여 각각 파손확률올 구하고 비교하여 해의 신뢰성올 검증하 

였다. 여기서 디자언 조건하에서는 예상수명 후의 파손확률이 10-7 정도였고 몇 가지 

변수에 대해 운전 중의 변화에 따른 파손확률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Yagawa 동(영)이 압력용기와 배관에 대해 각각 몬테차를로 시율레이션 방 

법올 사용하여 몇 가지 경우에 대해 파손확률을 계산하였다. 여기서 압력용기에 대해 

서는 semi-elliptical crack올 함유한 판이 가동 중의 여러 하중 하에 있을 때 균열깊이 

와 균열 종횡비를 확률변수로 하여 몬테카를로 시물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올 

사용하여 파손확률올 구하였다. 

Yagawa 둥은 또 다른 연구(찌)에서 PTS 하의 압력용기에 대해 2개의 일본 code로써 

CRIEPI( 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σy)에 서 개 발한 

PROFMAC-II와 MHI(Mitsubishi Heavy Indus며es L띠.)에서 개발한 MHIPFM， 2개 

의 미국 code로써 OCA-P와 VISA- 11 를 사용하여 EPRI!NRC PTS benchmark 

problem파 H. B. Robinson problem올 시물레이션하여 비교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의 

변화에 대한 파손확률의 변화도 살펴보았다. 

2.3. 파손확률 계 산 방법 

2.2.절에서 살펴본 논문들올 보면 확률론적 파괴역학 방법론을 이용한 원자로 압력용 

기의 건전성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웅력-강도 간섭 방법， second-moment method, 몬 

테카를로 시율레이션 방법 둥의 방법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몬테카를로 시물 

레이션 방법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었다. 본 절에서는 기초적인 신뢰도 및 파손확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 가지 확률론적 파괴역학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신뢰도(reliability)는 디자인 사에 의도한 상태를 유지하는 확률이라고 말할 수 있으 

며， 이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unreliability 또는 파손확률(failure probability)올 사용한 

다. 파손확률은 이를테면 1O-5/year, 1O-5/life, 1O-5/event 처럼 일정 기간， 사건에 대해 

파손이 발생활 확률올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신뢰도와 파손확률의 관계는 다음과 같 

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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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 1 - f려lure probability 

기기의 건전성올 평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8) 

1. direct statistical analvsis 

2. indirect probabilistic analysis 

첫 번째 direct statistical analysis 방법은 기폰의 파손 데이터의 통계적 수치를 이 

용하여 파손확률올 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각각 10년 동안 가동한 100개의 특정한 

압력용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에서 이 기간 동안에 파손된 용기가 1개라고 

한다면 파손 확률은 파손 수를 전체 데이터 수로 나눈 값이므로 

P; = 1/(100 x 10) = 1 X 10-3 
/ year 

가 된다. 따라서 신뢰도를 R 이라고 한다면 위 기간 동안의 기기 신뢰도는 

R = 1 - Pf = 0.999 

가 된다. 

이러한 통계학적인 방법이 직접적이고 쉽긴 하지만， 이렇게 기존 데이터로부터 얻어 

진 파손확률은 파손된 사례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실제의 파손확률과 다를 수가 었다. 

실제로 특정한 타엽의 용기나 배관의 경우에 대해 파손확률을 구하고자 활 때에는 기 

존 데이터에 파손 사례가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는 파손 사건의 

빈도가 Poisson process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파손확률의 upper bound를 구하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구한 upper bound는 실제 파손확률과 크게 다를 수 었다. 또한 이렇게 

기존 데이터에서 파손확률올 구하는 방법은 새로운 기기에 대해서는 디자인， 물성 둥 

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적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direct method를 이용하여 신뢰성 있는 기기 파손확률올 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indirect probabilistic 뻐alysis를 이용하게 된다. 여기서는 파손 사례의 통계 데이 

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파손 현상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파라미터들의 분포확률올 

사용하여 기기 파손확률올 예측한다. 즉， 파손 사례가 거의 없는 특정한 모멜에 대한 

파손확률올 구하고자 할 때 위에서 셜명한 바와 같이 upper bound를 구할 수 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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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과는 근사값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기의 물성과 하중 둥의 분포 데이터 

를 모아서 이들올 통계학적으로 분석하고 파손 현상에 대한 모댈링올 통해 기기 파손 

확률올 예측하는 것이다. 

이 indirect method의 가장 큰 장점은 구하기 힘든 파손 데이터를 구할 필요가 없고， 

보다 얻기 쉬운 물성과 하중 데이터의 통계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다른 물 

성， ms하vice inspection, c여e rule 둥의 영향올 direct method에서와는 달리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은 모벨링에 따라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모델링 

에서의 가정과 단순화에 따라 실제와는 다른 결과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압력용기와 배관 둥에서의 건전성 문제에서의 유력한 접 

근 방법 으로 indirect probabilistic 없머ysis가 사용되 고 있다. 

이 러 한 indirect probabilistic an머ysis에 서 기 기 파손확률올 구하는 기 본 개 념 및 방 

법올 살펴보도록 하자. 

X ,. 를 기기 구조나 하중과 관련한 기본 변수(디자인수치， 재료물성， 외력 둥)라고 

하자. 파손 현상올 수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모델랭하여 다옴과 같은 함수를 생각 

한다. 

g(Xb X2, .,. , Xn)=O (1) 

식 (1)은 파손 여부에 관한 경계의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밍x)를 performance 

function 또는 f려lure function이 라고 한다. 즉， 이 함수에 의 해 

g(X lo X 2, ... , X n) > 0 (2) 

은 기기가 안전하다는 의미이고， 이 함수에 의한 파손은 

g(X lo X2, ... , Xn) < 0 (3) 

로 표현된다. strength와 stress parameter가 서로 독립(부록 A.3.)이라고 하면 식 (3) 

의 대표적인 표현은 다음과 같이 된다. 

g(X1, X2, ... , Xn)=[C(Xlo X2, ... , Xn)-L(X1, X2, ... , Xn)]<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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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αx)는 strength parameter 또는 capacity p따ël1lleter， L( x)는 stress 

parame따 또는 load p때ne않r라고 한다. 즉， sσ'ength보다 stress가 커 지 면 파손이 일 

어난다는 것이다. 

따손 확률은 performance function 잉Xlt X2 ， ••. , X n) 이 O보다 작아질 확률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f =P[g( X 1 , X 2, ... , Xn)<O] (5) 

이것올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정) 

Pf= f.a fx"X2' ... X.(XL X2 .... , x n)clx1dx2 •.. dxn (6) 

여기서 f x " x 2, ... x. (X l, X2 . •.. ， μ)는 기본 확률변수 Xj 에 관한 결합 확률밀도 함수 

(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부록 A.8J 이 고 Q 는 파손올 의 미 하는 식 (3)올 

만족하는 failure dom리n이 다. 

석 (6)올 통하여 파손 확률올 계산할 때에는 기본 변수들의 결합 확률밀도 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full disσibutional approach라고 한다. 식 (6)의 적분올 정확하게 풀 

수 있다면 여기서 얻어진 파손확률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값올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다음에 설명하게 될 웅력-강도 간섭 방법 (stress-strength interference 

method) (3)의 일부에서만 가능하고 대개는 적분이 엄밀해로 폴리지 않기 때문에 수치적 

근사값올 구하게 되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몬테카를로 시율레이션 방법 (Monte-Carlo 

method) (3)이다. 

데이터로부터 결합 확률밀도 함수를 수학적인 형태로 얻는 것은 대개의 경우 데이터 

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우며 이것의 적분올 통한 파손확률 계산도 역시 어렵거나 비용 

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보다 경제적으로 파손확률의 근사한 값올 구하고자 할 때에 

는 근사법이 사용되는데 그 예로 second-moment method(3) 둥이 었다. 여기서는 기본 

변수들의 결합 확률밀도 함수가 펼요하지 않고 다만 각 변수들의 평균파 분산과 관련 

있는 1차 적 률(first moment)과 2차 적 률(second moment)만이 필요하다(부록. A.9.) 

이제는 앞에서 살펴본 파손확률올 구하는 방법 세 가지(웅력-강도 간업 방법， 이차 

적률 방법， 몬테카를로 시물레이션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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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응력-강도 간섭 uHH 
C> t:::I 

(Stress-Strength Interference Method) (3，융) 

strength와 stress에 관련된 parame따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stress 

parameter가 sσength parame따보다 커지면 파손이 일어난다는 칸단한 기준으로 파손 

확률올 구한다. 식 (4)의 failure function은 다음파 같다. 

g( L , α = C-L < 0 (7) 

식 (7)올 식 (6)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적 분구간으로 표기 되 는 파손확률 석 올 구할 

수 있다. 

Pf = f.o fL.C (l, c) dldc (8) 

여기서 L파 C가 확률적으로 독립(independent)이므로 결합 확률밀도함수 fL.c( 1, c) 

는 다음과 같이 됨이 알려져 있다. 

fL .c(l, c) = fL (l )fC< c) (9) 

여기서 fL (l) 는 L=I일 때의 확률밀도함수， fc(c) 는 C=c 일 때의 확률밀도함수 

이다. 

식 (8)의 적분구간인 failure domain Q는 다음과 같이 된다. 

L>C (10) 

식 (9)를 식 (8)에 대입하고 failure domain에 걸쳐 적분을 표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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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Pf = fo∞ I∞fL( l) fc(c) dldc 

=L∞ [LOOfL( l) 애 fc(ψ & 

= fo∞[I - FL(c)]fc(ψ & 

Pf = f_oooo fo'fcCc)A (l)뼈 

= f_ooro [fo'fc(c )dc] A (l) dl 

= f _CX)ro F cc l) f L (l) dl 

(11) 

여기서 FL () 과 FcO 은 각각 L과 C에 대한 누적 분포함수(cumulative 

disσibution function; 부록 A.5.)이다. 

식 (11)과 (12)의 적 분은 sσ'ess와 sσ'ength parameter의 특수한 확률분포， 즉 정 규분 

포(norrnal distribution) , 로그-정 규분포(log-norrnal distribution), 지 수분포(e자>onential 

distribution) , 와이 벌 분포(Weibull distribution) , 감마분포(gamma distribution) 둥에 

대해서 통계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분포에 대한 파손확 

률 계산방법올 살펴보도록 하자. 

a. 정 균분포의 감도와 응력 (normally distributed streng빼 and stress) 

정규분포를 따르는 stress parameter L의 분포는 

쇼 (l) = 없앉P[촌(발깐 -∞ < 1< ∞ (13) 

이 고， 역 시 정 규분포를 따르는 strength parameter C의 분포는 

쇼(ψ = 댔뒀 없P[-융(뜸감)2]. _∞ < c< ∞ (14) 

이다. 여기서 μl와 (J，는 stress의 명균파 표준편차， μc와 (Jc는 strength의 형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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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편차이다. 

다음과 같이 새로운 확률변수를 정의하자. 

Y=C-L (15) 

그러면 확률변수 Y는 다음과 같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는 정규분포를 따름이 잘 

알려져 있다. 

μy- μc μl 

ðy = 찮수강 

식 (5)에 의해 파손확률은 다음과 같이 새로운 확률변수 Y에 대해 계산된다. 

Pf = P{ (C- L) < O} 

= P{ Y< O} 

= f~∞돼탔 exp [ -융(끊f..l y )2] ψ 

다음과 같이 Y를 표준화한 확률변수 Z를 생각하자. 

(y- μv) 
z=-강 

ðydz= dy 

그러면 y의 적분 끝점은 다음과 같이 되므로 

0-μv μc μl 
y=O -• 7= 

‘ ð y V ~+야 

식 (17), (18)에 의 해 식 (16)은 다음과 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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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꿇 f∞v ~+이 e 짧 (19) 

여기서 확률변수 Z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Y를 표준화한 변수이므로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며 식 (19)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기도 한다. 

Pf = φ(- -v짧강 ) (20) 

여기셔 φ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 분포함수이며 이것은 여러 통계학 문헌에 표로 주 

어져 있다. 따라서 stress와 strength의 평균과 표준편차 만 알면 식 (20)에 의해 쉽게 

파손확률올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부품에 걸리는 웅력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평균 

이 30，αX>kPa， 표준편차가 3，αX>kPa언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자. 또한， 이 부품의 강도 

도 정규분포를 따르고 명균이 40，α)QkPa， 표준편차가 4，α)()kPa로 주어져 있다고 한다 

면 식 (18)에 의해 

z= --fo0.000-30.0m... = -lQ.Jl血 = -2.0 
..; 4, 000 2 +3 , 0002 - 5, 000 

이므로 식 (20)과 정규분포표에 의해 이 부품의 파손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f = φ(-2.0) = 0.02275 

b. 지수분포의 강도와 응력 

(exponentially distributed strength and stress) 

stress p앙ameter L과 strength parameter C가 모두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각 

각 다음과 같은 확률밀도함수를 가진다. 

f C< c) = IÌc e -Àcc , o ~c<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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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 l) = À,e -)"', o ~ 1< ∞ (22) 

식 (21), (22)를 파손확률의 정의로부터 유도된 식 (12)에 대업하면 파손확률이 계산 

된다. 

Pf = 50∞ [ 5o'fc(ψ 써 A(!) dl 

=50∞ [5o 'Àce -).cc 씌 À,e -).,' dl 

=50∞ [ - e -AcC]; 샤 -).,' dl 

=50∞ [l-e 셈，e -).,' dl 

= fo∞ À, [ e -'\,' - e -('\c+).,)'] dl 

= [-”- l + 수e -().c+).，)']~ 
‘ Àc+ À, ~ In 

À, 
-, -

~ Àc+ À, 

(23) 

한편， 다음과 같은 지수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의 평균은 식 (24)로 알려져 있으므 

로 

f(x) = Àe-).x ’ o ~x< ∞ 

E[X] = 호= f (찌) 

stress parameter L 의 평 균인 L 와 strength par따neter C의 명 균인 C올 써 서 

식 (23)올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파손확률이 표현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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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와이벌 분포의 강도와 정규분포의 응력 

(Weibull distributed streng납1 and normally distributed stress) 

strength parameter C가 다음과 같이 와이벌 분포(Weibull disσib따ion)를 가진다고 

하자. 

쇼(ψ = [ (6 fco)H ] (c - co) B-1 앉p[ -(늙뜸(]， c 능 co~O (26) 

여 기 서 R는 slope parame암， (8 - co) 는 sc머e parameter, Co 는 truncation 

parameter라고 한다. 이 런 와이 벌 분포(Weibull distribution)에서 strength는 다옴과 갇 

은 누적 확률밀도함수를 가진다. 

Fc (c) = 1- exp [-(늙뜸(] (27) 

또한， 평균파 분산은 각각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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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 ) 는 다음파 같이 정의되는 감마함수(g따nma function)이다. 

r(씨 = fo∞ e-ttX-1dt， (x)O) 

한편， stress parameter L 이 다음과 같이 정 규분포를 따른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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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 = 밟; 얹P[ -웅(품F깐 -∞ < /< ∞ 

이 경 우에 파손확률은 식 (12)로부터 다음과 같이 된다. 

Pf = P(C<L) = f며Fd!)!L(!)dl 

= l『[1- 않P[ -(늙똥(]]짧 않P[-융(말)2] dl 

= l~꽤투 exp[순픔판팎 

-꽤;; fc~ exp[-짧파-(늙뚫(]찌 

여기서 식 (28)의 첫 번째 적분에 다음과 같은 치환올 생각하면. 

(1- μ ， ) z = ----'--'-
a, 

첫 번째 적분은 식 (29)와 같이 표준정규분포의 누적 확률밀도함수로 표현된다. 

m밟강 않P[ -융(품~' )2]d/= 1- φ( (COQμ~) 

또한， 석 (28)의 두 번째 적분에 다음파 같은 치환올 쟁각한다. 

(/ - co) 
y = (8 - co) 

d,l 
ay = (8 - co) 

1 = y( 8 - co) + Co 

그러면 두 번째 적분 안의 항 중에서 다음의 관계가 있음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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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품~-JY (8 - co) + Co - μ[ ]2 돼X극니Y+ 요극L12 (떼) 
207 2야 - 2 l \ - ~ V T (J[ J 

식 (30)에 의 해 식 (28)의 두 번 째 적 분은 식 (31)과 같이 표현 된다. 

v끓 (쁨~)fo∞앉p[ _yß_ 쉰(쁨와)y+ 요감Lr]dY 

식 (29)와 (31)올 종합하면 파손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f = 1- φ(똑쓰)-찮 (쏟잎) fo∞앉p[ _ yß_융{(쏟잎)y+품쓰f]ψ 

(32) 

식 (32)의 적분은 수치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d. 와이 벌 분포의 강도와 응력 (Weibull distributed strength and stress) 

strength parameter C와 sπess parameter L 이 각각 다음파 같이 와이 벌 분포를 

가진다고 하자. 

쇼(ψ= 윷(품잎)Ac 1exp[-(풍핀)ßC]. Co S C < ∞ (잃) 

fL(!) = 움 (발) ß,-l exp [ _ (펠)&] % l < ∞ (싫) 

여기서 앞에서 보았던 와이벌 분포에서 (8 - Co) 대선에 8c를， (8- “)대신에 8[ 

올 사용하였다. 이 경우의 파손확률은 식 (11)올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Pf= fo∞[1- FL ( ψ] 쇼(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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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 exp [-(품10 )"']흉(품와r
c 

앉p[ -(뚱판)"C]dc (35) 

이제 다음과 같은 치환을 생각하자. 

y=(뚱cco ) "C 

y= 효(~二E니 ßc-
1 

8c \ 8c J 

그러면 식 (35)의 파손확률은 다음과 같이 된다. 

Pf= fo∞ e녔p{ - [훌 y1봐 (36) 

식 (36)의 적분도 역시 수치적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2.3.2. 이 차 적 률 방법 (Second-Moment Method) (27,28) 

파손확률올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식 (6)의 적분올 수행해야 하지만 대개의 경 

우 확률변수들의 결합 확률밀도함수를 얻기가 힘들다. 가령 결합 확률밀도함수를 얻는 

다고 하여도 적분은 매우 복잡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런 적분올 

보다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사법올 사용하는 것올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방법 중에 

서 비교적 초기에 개발되었고 개념이 쉬운 이차 적률 방법 (second moment method)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performance function이 확률변수들끼리의 비선형성 때문에 비선형이 되어 

복잡할 때 Taylor series approximation올 사용하여 근사적인 파손확률올 계산한다. 이 

때 확률변수의 결합 확률밀도함수를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적률(second 

moment)만 알면 된다. 

a. first-order second-moment(FOSM)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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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 서 FOSM method 라는 이 름은 performance func디on의 함st-order Taylor 

series approximation과 2차 적률(second moment)올 사용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 

이다. 

Cornell(29l이 제시한 최초의 간단한 예를 본다면， performance function이 다음과 같 

다고하자. 

z= R-S (37) 

여기서 R과 S가 통계학적으로 독립이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Z도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며 R의 평균파 표준편차를 각각 μR ， (JR라고 하고， S의 명균과 표 

준편차를 각각 μS ， (Js 라고 한다면 Z의 명균 μz와 표준편차 (Jz는 다옴과 같이 된 

다(정 

μz= μR μs 
(38) 

얘= 얘+~ 

f밍lure domain은 R<S 즉 Z< 0 인 경 우가 되 므로 파손확률은 다음과 같다. 

Pf = P[Z< 0] = φ(-뚫) (39) 

여기서 φ() 는 표준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이다. 식 (39)는 통계학적으로 R파 S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대한 다음의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엉 

Pf = 1- φ(i싫뚫) (40) 

따라서 파손확률은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Z의 명균과 표준편차의 비의 함수가 된다. 

Cornell때)은 이 비를 safety index(reliability index)라고 명하고 a로 표시하였다. 즉， 

ß= μz ---
(Jz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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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석 (39)의 파손확률은 다음과 표현된다. 

Pf = φ( -ß) (42) 

Rosenbleuth 퉁(30)은 이에 대한 또 다른 형태를 제안하였다.R파 S가 물리적으로 

양의 값올 가지므로 통계학적으로 독립이고 lognonnal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perfonnance function은 다음과 같이 된다. 

z= 1n (R/S) (43) 

그러면 Z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며 이 경우 식 (40)의 파손확률은 다옴과 같이 

표현된다. 

μRI 1 + .Q~ 
~ • _J …고;v τ수깅강 l 
íf- .L - \11 1 ~ ln (I + .Q~) ln (I +.Q값 | 

여기서 .Qs와 .Q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S와 R의 coefficients of v따iation이다 . 

.Q<: = (Js ---
] μs 

.Q1l = (JR ---
“ μR 

(44) 

(45) 

이 결과들올 더 많은 확률변수틀 X에 대해 일반화시켜 보자. perfonnance function 

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z= g(X) = g(X lt X 2 ••••• X n) (46) 

이런 일반적언 함수의 평균과 분산은 복잡한 적분 때문에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함수를 변수들의 형균 μX，. μX2 ' ••• , μX. 에 대해 Taylor s얹ies로 전 

개하여 선형항에 대해서만 근사하게 표시하면 Z의 first-order approximate m않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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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따1ance가 얻어진다. 

μz ~ g(μX1 ， μX2 ' ••• , μX) (47) 

얘 : 좋1 좋1體;둡쫓 Cov(Xi， Xj) (48) 

여기서 Cov(Xj， X) 는 Xj와 Xj의 cov때ance이다. 

만약 확률변수들이 통계학적으로 독립이면 식 (48)은 다음과 같이 된다. 

~~ 흘l(옳f(얘 )2 (49) 

그러면 safety index는 다시 식 (41)과 같이 되고 식 (39)에 의해 파손확률이 얻어진다. 

예를 들어， performance function이 다음파 같이 세 개의 변수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 

자. 

g(X) = X 1X 2 - X 3 (50) 

또한， 각 변수들은 통계학적으로 독립이고 평균은 다르지만 분산이 다음과 같이 모두 

같다고 하면， 

(JX 1 = (JX 2 = (JX 3 = (JX 

식 (47)과 (49)로부터 Z의 근사한 평균과 분산이 구해진다. 식 (50)을 각 변수에 대해 

미분하면 

」&=X? 펴&=X1 4&=-1 aX
1 

- '<">'2 ’ aX2 -""1 ’ aX3 

이므로 평균과 분산의 근사값은 

μz~ μX1 μX2 μX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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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 좋l(뚫)2(%)2 
=(μxY( O'xY + (μxY (O'X 2)2 + (O'X

3
)2 

= (O'X)2[ (μxY+ (μX2)2 + 1] (52) 

따라서 식 (41)에 의해 safety index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β- μxJμx2 μx3 

O'xV (μxY+(μX2)2 + 1 
(53) 

b. Hasofer-Lind method 

Hasofer-Lind (H-L) method에 서 는 먼 저 다음과 같은 reduced variable올 정 의 한다. 

Xj- μx 
X/ = ---_ ‘ (i= 1. 2, ... , n) (54) 

UXi 

X/ 은 평균 0, 표준편차 1올 가지는 확률변수가 된다. 식 (54)는 원래의 limit state 

g( X lo X 2, ... , X n) = 0올 reduced lirnit state인 g( X 1’ , X 2’ , ... ， Xn')=O으로 변환 

하는데 사용된다. 이 때 X좌표 역시 좌표 X 으로 변환되며 변환된 좌표를 

transformed 또는 reduced coordinate라고 한다. 이 때 safety index ß HL은 reduced 

coordinate의 원점에서 limit state surface까지의 최소거리로 정의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ßHL=n쉰)T(X’*) (55) 

여기서 x’.은 limit state surface위의 점 중에서 원점에 이르는 거리가 최소언 점을 

의 미 하며 design point 또는 checking point라고 한다. 

이 방법은 Fig.6올 사용하여 쉽게 셜명할 수 있다. 식 (37)에서와 같이 2개의 변수 

로 이 루어 진 linear limit state equation을 생 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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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R-S=O (56) 

여기서 R과 S는 정규분포를 따를 펼요는 없다. 이제 식 (54)에 의해 reduced 

variable올 도 입 한다. 

R’ - R- μR -
(JR 

S’- S-μs -
(Js 

식 (57), (58)에 의해 lirnit state equation (56)은 다음파 같이 된다. 

(JRR’ - (JsS' + μR μs= 0 

(57) 

(58) 

(59) 

reduced coordinate에서 새로운 lirnit state equation은 Fig.6에서와 같이 나타낼 수 있 

고， safe region과 failure region도 표현할 수 있다. 

S' 

많회 

R. 

Safe State 

Fig. 6 Hasofer-Lind reliability index : linear perfonnance function 

Fig.6올 보면 파nit state line이 원점에 가까워지면 f머lure region이 커지고， 반대로 원 

점에 멀어지면 failure region은 적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lirnit state surface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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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에서의 상대적 위치가 건전성의 척도가 된다. 식 (59)의 선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는 

ßHL= μR- μs 
HL-J 얘 +crs (60) 

이 되는데 이는 식 (41)에서 Comell이 두 개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변수에 대해 정의한 

safety index와 같다. 

일반적으로 많은 확률변수를 다룰 때에는 limit state g( X 1• X 2 • •••• X n) = 0이 선 

형 함수가 아나며 Fig. 7에서 두 개의 변수에 의한 비선형 파띠t state function올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도 g(X)) 0 은 safe state, g( X) < 0 은 failure state를 의미한다. 

Hasofer-Lind reliability index ß HL 은 원 점 에 서 lirnit state까지 의 최 소거 리 로 정 의 되 

고 식 (55)로 표현될 수 있으며 앞에서처럼 엄밀해로 얻어지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은 최적화 문제가 된다. 

Mi띠rnize D= ..f(초yT(X’) (61) 

subject to the constant g(X) = 0 

이렇게 얻어진 safety index를 식 (42)에 대업하여 파손확률이 구한다. 

X'2 

g(X) < 0 

(OesÎgn point) 

g(X) 한 F 

X', 
Fig. 7 Hasofer-Lind reliability index : nonlin않r pc:화'ormance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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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몬태카롤로 시률레이션 방법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 (31.32) 

몬테카를로 시율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은 여러 공학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 

게 사용되는 강력한 시율레이션 기법으로써， 구조의 신뢰성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 

다. 이 방법은 웅력-강도 간섭 방법 동의 다른 방법보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복잡한 

모텔에 대해서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의 대부분의 연구는 이 방법을 채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많은 수의 실험올 시율레이션하고 그 결과를 관찰하게 되는데 기기건전 

성 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올 통하여 파손확률올 구하게 된다. 

@ 각 확률변수들의 값들올 생성 (generation)한다. 즉， 확률분포에 따라서 각 확률변수 

값들올 sampling한다. 

@ 생성 된 변수들의 값에 의 한 지 점 이 failure domain !J 안에 들어 가는지 체크한다. 

즉， limit state function이 O보다 큰 지 작은지 를 체 크하여 O보다 작게 되 면 failure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다. 

@ 위의 과정올 NT번 계속 반복하면서 각 시물레이션마다 f려lure가 일어난 수를 합 

하여 총 failure 수 Nf를 계산한다. 

@ 전체 파손확률 Pf는 NT를 무한으로 하였올 경우에 대한 수렴값 NtlNT로 결정 

된다. 

여기서 대수의 법칙에 의해， 위의 @단계에서의 파손확률은 NT가 무한히 커질 때 정 

확하게 될 것이다. 

이제 위의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a. 균일 분포(uniform distribution)의 생 성 (generation) 

어떤 특정한 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0에서 1까지 균일하 

게 분포되어 있는 확률변수부터 생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올 난수(random number) 

라고 한다. 난수들올 쟁성하기 위해 대부분의 컴퓨터는 난수 쟁성 프로그햄이라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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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올 갖고 있다. 이들은 초기치 Xo로 시작하여 특정한 양의 정수들 a, c, m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속적으로 값들올 계산한다. 

Xn +l = (aXn + C) mod m, n능 O (62) 

이 식의 의미는 (aXn + c) 올 m으로 나누어 그 나머지를 Xn+ 1 의 값으로 취한다 

는 것이다. 여기서 a를 multiplier, C를 increment, m올 modulus라고 한다. 각 X n 

은 O,l, ... ， m-l중 어느 한 값올 갖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 Un은 (0，1)에 

서 균일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근사값으로 택한다. 

U .. = 죠프 
m 

b. 연속 확률변수의 쟁성 

연속 확률변수들올 시율레이션하는 두 가지 일반적언 방법올 살펴보자. 

(1) 역 변환 방법 (inverse transformation method) 

(63) 

U를 (0，1)에서 균일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라 하자. 임의의 연속분포함수 F에 대 

해 확률변수 X를 

X= F-1(U) (64) 

로 정의하면， 확률변수 X의 분포함수는 F가 된다. 여기서 F-1(u) 는 F(x) = u~ 

x의 값이다. 즉， 난수 U를 생성하고 X= F-1(U) 로 두면 연속 분포함수가 F언 

확률변수 X를 시물레이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균이 1언 지수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를 시물레이션하고자 하면 이런 

지수분포의 분포함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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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 = 1-e-x 

이므로 F-1(u) 는 다음올 만족하는 x의 값이다. 

1- e- x = μ 

후은 

x=-ln(l- μ) 

그러므로 U가 (0，1)에서 균일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라면 

x= F- 1
([/) = -ln(l- U) 

는 평균이 1언 지수분포를 따른다. 

(2) 기 각법 (acceptance-rl밍ection method) 

밀도함수 g(y) 를 갖는 확률변수 Y를 시물레이션하는 방법올 알고 있다고 할 때， 

g로부터 Y를 시률레이션하고 이 값올 f( Y)/g( Y) 에 비례하는 확률로 채태함으로써 

밀도함수가 f(x) 인 확률변수 X의 연속분포를 시물레이션하는데에 이용할 수 있다. 

c를 모든 y에 대해 다음올 만족하는 상수라 하자. 

JS.il / ~ 
g( y) --"' ... (65) 

그러면 밀도함수 f를 갖는 확률변수를 시률레이션하기 위해 다음의 기법을 사용한다. 

@ 밀도함수 g를 갖는 확률변수 Y를 시율레이션하고 난수 U를 시율레이션한다. 

@ 만일 U~ τ짧)" 01 면 x=y라 두고， 그렇지 않으면 @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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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확률밀도함수 f(x) 를 가지는 확률변수 X를 시율레이션 

해보자. 

뼈 =1뚫 e f/2 , O < X < ∞ (66) 

밀도함수 g(y) 를 갖는 확률변수 Y를 시물레이션하는 방법은 알고 있다고 할 때， 평 

균이 1인 지수밀도함수 g(y) 를 가지고 기각법올 사용하여 먼저 위의 밀도함수를 따 

르는 확률변수 X를 시물레이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g(y) =e-Y , O<y< ∞ 

聽 =1홈앉P{- (v2 E2v) } 

=1똥 않P{- (V2 -gv+ 1) + 융} 

=1꽃없p{_ (y; I)2} 

~I족F 

가 성 립하므로 c= .f2강둔로 택하면 석 (67)로부터 

~꾀- 슨 O '<T ... J _~二끄즈l 
cg( y) ‘.n.p l 2 

(67) 

(68) 

이므로， 기각법올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의 절대값올 

쟁성할 수 었다. 

@ 독립인 확률변수들 Y와 U를 시물레이션한다.Y는 평균이 l언 지수확률변수이 

고 U는 (0，1)에서의 균일확률변수이다. 

f( Y) ____ ( ( y- l) 2 l ... l nl V"_ @ 만일 u~ -L낭L { }이면 x= y라 두고， 그렇지 않으면 φ τ궁합 = expt - 2 1 
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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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얻은 X는 식 (66)의 확률밀도함수를 갖는다. 

c. 파손확률 계산 

(1) 직 접 추출법 (direct simulation) 

앞에서 생성한 각 확률변수의 값올 가지고 야rfonnance function이 O보다 작아지는 

지를 체크한다. 전체 시물레이션 수를 N T , 그 중에서 failure가 일어난 수를 Nf라고 

하면 파손확률의 추정값 Pf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f = Nf/NT (69) 

전체 시율레이션 수 NT가 무한히 커지면 Pf는 실제 파손확률에 가까워질 것이다. 

식 (69)의 정확도는 분산으로 판단할 수 었다. 각 시율레이션의 결과가 failure와 safe 

로만 구분되 므로 Bemoulli trial로 보면 Pf의 분산이 다음과 같이 근샤하게 구해 진다. 

T\\ ...... ( 1 - Pf) P 
Var( Pf) = NTj (70) 

한편， 파손확률 추정 값의 coefficient of variation Cov( Pf) 으로 Pf의 정 확도를 판단 

하기도 한다. 

J (1- Pf)Pf 

Cov( Pf) 프 ’ 활 (71) 

NT가 무한히 커지면 식 (70)의 Var(Pf) 와 식 (71)의 CoV(Pf) 는 0으로 근접함올 

알수 있다. 

예를 들어， 길이 냉B인 단순지지 보에 균일하중 W가 작용하는 경우 perfonnance 

function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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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YS - (WB2/4) (71) 

여기서 Y는 보의 yield strength, S는 단면적이다. 각 변수들의 명균파 분산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f random variables 

random variable 
coefficient of 

distribution 빼e mean value 
variation 

Y 38 ksi 0.05 Normal 

S 100 inz 0.05 Normal 

W 0.3 kip/in 0.25 Normal 

B 180 in 0.05 Normal 
L 

몬테카를로 시율레이션 방법으로 각 확률변수들인 Y.S. W: B를 생성하고 각 시률레 

이션된 결과를 performance function에 넣어 failure되는 cycle 수를 계산하여 얻은 파 

손확률 Nf/NT와 정확도 고찰올 위한 CoV(Pf) 를 F핑.8에 제시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물레이션으로 얻어진 파손확률 값은 유한한 시율레이션 cycle 수 때문 

에 정확한 해가 아니다. 실제의 파손확률 값과의 차이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cycle 수를 늘이면 되지만 해석 비용으로 인해 cycle 수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게 된 

다. 만약 제한적 범위에서 최대한의 cycle 수를 사용하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가 얻 

어지지 않는다면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며 이런 연구들이 활발히 진 

행 되 어 왔다. 이 런 오차를 줄이 기 위 한 방법올 분산 감소 기 법 (v와iance reduction 

technique)이라고 하며 중요 추출 방법(따lportance sampling method) , 계충 추출 방법 

(stratified sampling method) , 분할 추출 방법 (split sampling method), 조건부 기대치 

방법 (conditional expectation method) 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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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요 추출 방법 (importance sampling method) 

Fig. 8 

크기에 좌우된다. 즉， 파손확률이 직접 추출법에서는 해의 정확도가 파손확률 값의 

너무 적으면 파손확률의 추정값의 분산이 크게 되고 해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된다. 따 

라서 미리 failure가 일어나는 구칸올 안다면 이 부분에 가중치를 두고 시율레이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여기서는 기본 확률변수들올 원래의 분포함수가 아니라 design p이nt에 가까운 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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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올 가지는 특별한 분포함수에 따라 생성한다. 이 때， design point는 미리 알 수 없 

으므로 처음에는 추측하여야 한다. 시물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failure가 보다 자주 

일어나게 되고 해의 정확도도 증가하게 된다. 이런 분포의 변화가 시율레이션 cycle의 

결과에 반영되어야 하며 파손확률 계산식은 식 (72)와 같이 된다. 

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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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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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여기서 NT는 총 시율레이션 cycle 수， !X(Xli. X 2i .••• X ni) 는 i번째로 생성된 기본 

확률변수의 확률밀도함수， hX(Xli.X2i .••• X 꾀는 i번째로 생성된 기본 확률변수의 특 

별한 확률밀도함수로서 sampling density function 또는 importance function이 라 한다. 

그리고 ft는 f머lure이면 1올， f려lure가 아니면 O올 가지는 failure indicator function이 

다. 이 방법 의 효율성 은 sampling density function의 선 택 에 달려 있다. 

(3) 계층 추출 방법 (strat표ied sampling method) 

식 (6)의 적분 구간올 여러 구간 k로 나누어 각 구간에 대해 몬테카를로 시율레이 

션(Monte Carlo simulation)올 시행하면 파손확률은 다옴과 같이 추정된다. 

Pf = 훌1 [P(Rj )콰 훤] (73) 

여기서 P(Rj ) 는 데이터가 세부구간 Rj에 있올 확률， N〉는 세부구간 Rj에서 시행 

한 시율레이션 횟수， 1f; 는 식 (72)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failure indicator function으 

로써 j번째 시률레이션 cycle에서 계산된 값이다. 

이 방법은 해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구간， 이를테면 f머lure가 일어나리라 

생각되는 구간에 대해 시률레이션올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것올 가능하게 한다. 여기서 

도 역시 미리 failure가 일어나는 구간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에는 추측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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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압력용기에 대한 파손확률 계산 연구 상셰 정리 

2.3절에서 기기 파손확률올 계산하는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그 방법은 크게 

응력-강도 간섭 방법 (stress-sσ'ength in따ference metho(1), 이차 적률 방법 (second 

moment method) , 몬테카를로 시물레이션 방법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의 세 

가지로 나누어졌다. 또한 2.2절에서 살펴본 압력용기에 대한 확률론적 파괴역학 연구 

의 방법도 이 세 방법올 벗어나지 않고 있음올 알 수 있다. 이제 파손확률올 계산하 

는 세 가지 방법이 어떻게 압력용기의 건전성 연구에 적용되는가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2.2절에서 제시한 논문들 중에서 비교적 최근의 것이면서 모멜이 비슷하고 연구방법 

및 결과의 비교가 쉽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논문 4편 (13-16l을 칸추려서 원자로 용기에 

대한 파손확률올 계산하기 위한 모델설정， 기본전제， 확률변수 셜정， 파손확률 계산 방 

법 및 결과 동올 체계적으로 비교하였으며 확률론적 파괴역학 방법의 원자로 용기에 

대한 적용법올 검토하였다. 

L- CJ (15) 2.4.1. Yoshimura 논E 

이 논문에서는 Marshall report(33)에서 주고 있는 하중 조건 중에서 normal 

condition 및 upset condition하에 놓인 노후한 PWR 압력 용기의 beltline 부위에 대해 

병 렬 몬테카를로 알고리즘(parallel Monte Carlo algorithm)올 이용하여 파손확률올 계 

산하였다. 확률변수로는 균열깊이와 균열 종횡비를 고려하였으며 계충 추출(stratified 

sampling) 기법을 응용한 몬테카를로 시물레이션 방법올 사용하였고 이 때 sampling 

하는데 있어서 전체 구간올 Fig. 9에서처럼 cell이라 불리는 작은 구간으로 나누어 시 

행하였다. 시간 t까지의 누적파손확률은 식 (73)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N，( 서 
까(Et)= F1 「파:....:... Pj (74) 

여기서 m은 계산에 사용된 총 cell의 수， N)는 j번째 cell에서 추출한 sample의 수， 

Nit) 는 j번째 cell에서 t시간까지 파손된 sample의 수， Pj는 초기 균열이 j번째 

cell에 존재할 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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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view of the parallel PFM algorithm 

implemented on a massively parallel computer(15) 

계산과정에서 때r머lel processing techn띠ue이라는 기법올 사용하는데， 이것은 계산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processor를 동시에 병렬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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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의 이동 시간 및 메모리에서의 데이터 대기 시간 동으로 인해 processor 수가 

늘어나는 만큼 계산 속도가 향상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Fig. 10과 같이 512개의 

processor를 병렬로 연결하고 각 processor에 걸리는 작업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는 

기법올 사용하여 효율올 증가시켰다. 각각의 processor에서는 각 cell에 해당하는 데이 

터로만 계산올 하여 이들의 파손 여부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파손확률올 얻게 된다. 

M 

M: beI삐뻐.8101빠nt 

g ‘ = 3M I bt2: beacliDg stn훌 

Fig. 11 Plate with a serni -elliptical surface crack subjected to stresses (15) 

모델은 Fig. 11과 같이 serni -elliptical crack올 내 포한 plate로 가정 하고 t = O.2m, 

2b = 12.6m로 하였으며 응력세기계수(sσess intensity factor)는 Newman-R며u의 식올 

사용하였다. Table 3에서와 같은 197}지 하중이 차례대로 가해지는 조건 하에서 다음 

과 칼은 break와 l않kage를 차례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br얹kage cri따ion Kmax 능 K 1C or b/c~l 

le봐‘age criterion : a/ t 능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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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Load conditions (15) 

Load Design Iransien 1 Appli혀 Slre5!' (MPa) Cycles 
no. for 40 

Tension Be빼ing years 

6 ’ ... ‘ t’ • .m .. Ø'b.INI‘ ‘7h‘’ •.• 

Level A 1/2 Heatup;cooldo싸l 160.9 0.0 8.0 0.0 200 
3 Uni‘ loading.'unloading 159.2 160.6 11.3 5." 500 
415 Plant toading’unloading ’60.7 158.0 11.3 8.3 132이j 

6/7 s‘ep load change of 10% l어.4 157.6 5.1 5.6 2아JIJ 

8 Steam dump 167.5 150.5 4.7 6.4 200 
93 Ste'.tdy stale fluclUalions (A) 160.9 158.8 8.0 5.8 1.5,, 10‘ 
9b s‘eady slale ftucI U8lions (8) 161.3 160.5 8.0 7.9 3" 1(J" 

10 Feedwaler eycling 154.9 162.9 16.4 1.2 2000 
11/12 Loop oul of 5ef\;ce 167.6 160.4 6.2 6.1 80 

Levc’ B 15 LoεS oflo뼈 !87.7 13 1.7 5.7 -7.6 80 
16 Loss of power 176.0 132.1 4.5 9.9 40 
17 Panial loss of ftow 164.; 138.2 6.0 4.7 80 
18a Reaclor lrip A 160.9 142.7 8.0 5.6 230 
18b ReaClor Irip B 160.9 114.5 8.0 17.1 160 
18c Reaclor lrip C 160.9 114.5 8.0 !LO 10 
19 Inadvenenl depressurization i6iJ.9 9.3 8.û 52.6 2û 
20 111뼈venenl !tanup 167.5 142.1 10.3 8.3 10 
21 Conlrol rod drop 160.9 13 1.0 8.0 9.8 RO 
22 Inadvenenl 일“ty injection 164.0 143.7 13. 1 4.6 % 

피로 균열 성장은 Paris law에 따라 시율레이션하도록 하였고， 이 때의 계수들은 

ASME C때e Section XI , Appendix A의 압력용기에 대한 피로 균열 성장률로부터 가 

져왔으며 이는 식 (76)으로 표현된다. 

da/dN(m/cyc1e) = 1.738 x lQ -13(L1K )5.95 (for L1K< 13.2 MPa m1
/
2

) 

da/dN(m/cyc1e) = 5.325 x lQ -9(L1K)1.95 (for L1K 능 13.2 MPa m1
/
2

) 

(76) 

확률변수인 초기 균열 깊이(i띠tial crack depth)와 균열 종횡비 (crack as야!Ct ratio)의 

확률밀도함수는 Harris의 연구(34)에서 가져 왔으며 각각 식 (77), (78)로 표현된다. 

p(-a/μ) f(a) = -:-: ex 
- μ (1 - exp(t/ μ)) 

exp(-ln 2(cla/β，)) 
f(c/a) = 

cla씨 2π 2Y 

여기서 a= 1.035 , ß= 1.336 , r= 0.5382 , μ= 6.248x lQ -3m 이다. 

(77) 

(78) 

파괴인성치에 대해서는 충성자 조사에 의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한 식 (79)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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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OC: K1C(t) = 135.0( MPam1/2) (for F ~ 0.361) 

= 3.29 + 118.71 xF-O.
UY2 (for F> 0.361) 

(79) 

여기서 F는 중성자 조사량(x 1019n cm-2) 이다. 

실제로는 중성자 조사량이 용기 두께에 따라 다르므로 이 영향올 고려한 식 (80)올 

사용하여 파손확률의 변화를 살펴보기도 하였다. 

F= Fo exp (-0.00945 d) (80) 

여기서 Fo 는 용기 안쪽에서의 중성자 조사량， d는 용기 두께 (mm)이다. 이 식에 따 

르면 용기 바깥쪽의 조사량은 안쪽의 조사량의 15%정도이다. 

이러한 변수들올 기반으로 우선 확률변수인 균열 깊이와 균열 종횡비를 계충 추출 

몬테카를로 시율레이션(stratified sampling Monte Carlo simulation) 방법으로 시율레 

이션하고 주어진 하중파 Newman-Raju의 웅력세기계수(stress intensity factor) 식올 

이용하여 식 (76)에 의해 피로 균열 성장올 시율레이션하여 그 결파를 식 (75)의 파손 

판단 식으로 평가하여 각 cell의 sample마다 파손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종합하여 누적 

파손확률올 계산하였다. 

10." t (Neuu때 fluence after.4Q years F=3xl 

• No앵빼 
---- Unifonn irradiation 

• Ununiform irracliation 

1O O 10 찌 30 40 
opera엠onyears 

Fig. 12 Time variations of cumulative breakage probabilities 

for three different aging scenahos(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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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에서 중성자 조사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와 식 (79)와 같이 파괴인성치에 40 

년 동안의 중성자 조사를 고려한 경우 및 식 (80)의 두께 방향에 따른 중성자 조사량 

의 차이까지 고려한 경우에 대한 누적파손확률올 비교하였다. 여기서 조사를 고려하지 

않고 파괴인성치가 일정하다고 하였올 때 예상수명인 40년 후의 누적파손확률은 약 

10-7정도였으며 중성자 조사의 고려에 따라 누적파손확률이 크게 차이남올 알 수 있다. 

한편， KIC가 통계학적으로 분포를 가질 때의 파손확률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그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하고 평균값은 앞에서의 결정적 값올 사용하고 표준편차가 이 

평균의 0%에서 20%까지 변화하는 동안의 파손확률올 구하여 Fig. 13에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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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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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deviation ( 짜lcO) = o,KIcO't μ KI‘:0 

:ø ~ .(j 

홈 틀 10 

t~ 
-'1 

a -틀 
'-> -7 

10 0.0 0.10 0.20 
co뼈뼈.t of standard de에a빼 ofprbab빠삐C씬c 

Fig. 13 Cumulative br，않kage probabilities after a 40 y않r 

operation vs. standard deviation of K 1C va!ue(15) 

표준편차가 펑균의 20% 정도가 되면 파손확률이 1 order 정도 변화하므로 

포가 파손확률에 큰 영향올 미침올 알 수 있다. 

K1C의 분 

마지 막으로 다음과 같이 원 래 의 design scenario와 다른 몇 가지 scenario에 대 한 시 

율레이션올 실시하여 그 결과를 Fig. 14에 제시하였다. 

1. design scenario : 40년 후의 중성차 조사량은 3x 1019 n cm 

2. scenario 1 : 40년 후의 중성자 조사량이 절반언 1.5 X 1019 n cm-2 

3. scenario 2: K IC의 분포가 normal distribution이며 표준편차가 평균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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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sian scena껴0 

• Sceoario 1 

• sce톨ario 2 

훌훌 t.-' 
10-7 

10" 
9 20 

Operat 빼빼 yeaπ @ 빼 

Fig. 14 Time variations of cumulative breakage probabilities 

for three 0않:ration scenarios(15l 

Fig. 14에서 design scenario에 따른 예상수명 후의 파손확률언 약 8.0x 10-7 값올 기준 

점으로 하여 다른 design scenario에서의 파손확률올 그려서 이 값올 가지는 시간이 

언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중성자 조사량이 절반이 되는 scenario 1에서는 수명 

이 18년 정도 증가하고， K1C 의 분포를 고려한 scenario 2에서는 파손확률이 크게 증 

가하여 수명이 23년 정도 감소함올 알 수 있다. 

L- 11::1 (16) 2.4.2. Yagawa 논E 

이 논문에서는 Marshall report(33l에서 주고 있는 하중 조건 중에서 normal 

condition 및 upset condition하에 놓언 노후한 PWR 압력 용기의 beltline 부위에 대해 

몬테카를로 알고리즘(Monte Carlo algorit.hm)올 이용하여 파손확률올 계산하였으며 확 

률변수로는 균열깊이와 균열 종행비를 고려하는 둥 2.4.1의 논문(뼈)과 모델， 확률변수의 

선정， 하중조건， failure criteria 및 피로 균열 성장률 법칙 퉁이 동일하다. 다만 7명의 

연구자가 각각 서 로 다른 V때ance reduction te야IDique올 사용하는 파손확률 계산 

code를 개발하고 비교하여 해를 검증하였다. 

7명의 연구자(A-G) 중에서 두 명(0， G)은 중요 추출 기법(따lportance samp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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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ique)올 사용하였고， 냐머지는 계충 추출 기법 (sσat퍼ed sampling technique)올 

사용하였는데 그들 중 한 연구자(A)의 잃mp파19 구간 및 cell의 수를 Fig. 15에서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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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xample of cells and samples in the space 

of probabilistic variables of a/t versus a/C(16) 

Table 4 Break probability every 5 y않r(16) 

~“kpr빼빼뼈’ (1ICnCIC) ,-
A s c p E F o 

(15ø:삐) (l1.S24) (12.642) (10J10D) ‘13JSI) rrJ33' ‘κlIIIO) 
I Þ.14alO" 잭.104 2.11‘ 10" 4.3b1a' U6펴 U 3al' 뼈.，0" 

s 버4a10" J.10ll1"" 1.17a1O" 5.41a념 2M..，하 2.53..，에 3.67a 1에 J 

10 뼈&10" 16Ial0" 1Ih10" 6. ... 1cr' S.15.10" 2.lblcS' 4.321l10" 
15 씨 .. 10" "-l6al0" ‘，.16&1에 l빼1&10" 5.1lal"" 146&10" 5.%7d멘 1 

2Ø 마1'.10" SA2a10" ’.'7Ia14S' ’ 1.73aIO" 1..S'7ala' ""1염 5.76&1a' I 
n 싸610" ‘.41alcrl ι1‘.10" U 6a111’ t.'7IaIa' s.tblcS' 7찌d굵| 

I 바깨야10" 7.7‘ lct' 1톨，.10" U 6&10.1 1.l01167 6.14&1하 

3s 새.μ‘Ir 9.33alcr1 9.14al에 1.Il&IO'" ;:-8.10'''- ι，79&10" 

쩌 l.t7al0셰 l.m‘1Cr' I.Ohl0" 2.16&10" 2.11510" 1.21‘10 ‘ l.l1l10'’ j 

Nur뻐crin ( )빼oces t빼1 DUlDbct of samplc5 

각 연구에서의 매 5년 통안의 누적파손확률 값을 Table 4에서 보여주고 있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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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언 40년까지의 누적 파손확률은 대 개 10-8에 서 10-7 정 도의 order를 가지 며 7개 의 

연구에서 매 5년 마다의 누적파손확률 값이 2배정도 내외로 거의 일치함올 알 수 있 

다. 

이어서 파괴언성치， 노후 효과， PSI와 ISI둥이 파손확률에 미치는 영향올 살펴본 민 

감도 해석을 실시하였다. 즉， 다른 변수들은 그대로 두고 하나의 변수를 변화시켜 파손 

확률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파괴언성치를 135 MPa.J굶에서부터 240 MPa.J굶까지 변화시키면서 

파손해석올 수행하여 leakage와 break의 확률올 계산하여 Fig. 16에서 보여준다. 

10 -6 

훌 

훌훌 10.7 
r ‘ 

훌 ilO4 

혔
10.9 

훌훌 10.10, 

훌훌 
‘ • ’ 

- ... 
--... - μak 

.......... __ .... --_ ...... -, ..... ---
120 l빼 l ðO )10 21삐 %.20 1빼 월0 

Fig. 16 

κ‘ (Mhf톨) 

Leakage and break probabilities after 
(16) 40-yr 0야ration versus KIC value 

동일한 

K 1C 가 작올 때 에 는 break probability가 leakage probability보다 크지 만 K1C가 커지 

며 
‘一
그 차이가 줄고 K1C가 230 235 MPa.J퍼올 념어서면 반대가 된다. 여기서 

break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break되지 않은 sample에 대해서만 leakage 여부를 판단 

하므로 K1C의 증가에 따른 leakage의 증가는 sample의 증가에 기언한다. bre따‘ 

probability는 K1C의 크기에 매우 민감함올 알 수 있으며 K1C가 30 MPa.J교 정도 증 

가할 때 마다 break probability가 1 order씩 감소하고 있다. 

시행하여 해석올 민감도 대한 neutron irradiation에 thermal aging과 번째로 t:: 
T 

Table 5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값은 aging effect를 고려한 경우의 파손확 

률 값올 고려하지 않은 경우의 파손확률로 나눈 값이다. thermal aging effect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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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C가 40년 후에 3%정도 감소한 경우에는 파손확률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neutron 

irradiation에 의해 K1C가 40년 후에 19%정도 감소한 경우에는 bre밟 probability가 15 

- 20배가 됨 을 알 수 있다. 

Table 5 Probability ratio of aged to virgin materials; effects of thermal aging and 

irradiation on failure probabilities (Analysis A and G)U6) 

‘ruh .... 톨매 ..... κ톨S W야h ÎtI'II4liIIiO“ dfeca 

Yar 1 .. ‘ Lak .... ‘ μ* Icak 
Rec핸:iQn 

ofKk“ A (i A (i oIK!:“’ A !O A 。

0.0 1.0011.00 1.00:1.00 0.0 l.oo! 1.00 1.00; t .oo 

10 0.0 l.ooi 1.00 1.00:1.00 6.7 1.00i Q,9S l.O7: 3.1‘ 
’ 

20 0.7 1.00: 1.00 l .l9 i l.16 13.; l .oo1o.as '.511 1.31 

m 2.2 1.φ= 0.’‘ 1.3S: 1.3'7 16.S l찌! 0.10 13.1: 13.9 

찌 3.1 ""':0.90 I.6ll1 ..S1 19.0 o..sIl 0.63 15.91 19.5 
: : 

세 번째로 PSI와 ISI의 영향올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경우를 시률레이션하 

였다. 

Case A. PSI는 시행하지 않고， 식 (82) 형태의 ISI를 10, 20, 30년에 시행한 경우 

Case B. 식 (81) 형태의 PSI를 시행하고， 식 (82) 형태의 ISI를 10, 20, 30년에 시행한 

경우 

Case C. 식 (82) 형태의 PSI를 시행하고 식 (82) 형태의 ISI를 10, 20, 30년에 시행한 

7'1 。/6, 

PSI를 통해 일정 깊이의 균열이 발견되지 않을 확률밀도함수 f ND (35)는 다음파 같다. 

fND(a) = 0.50- 티 erfc {1. 33 x ln (A/A *)} 十 E 

여 기 서 erfc는 얹Tor function 

A= πac/2 

A* = (π'14) a* .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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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31. 75 mm, é = 0.(뼈 ， DB = 25.4 mm 

이다. 마찬가지로 ISI에 의해 일정 깊이의 균열이 발견되지 않올 확률밀도함수 f ND (36) 

는 다음과 같다. 

fND(a/t) = erfc W.432 + 0.163 x ln(a/t)} (82) 

여기서 t는 판의 두께이다. ISI의 주기가 10년이라고 하였올 때 식 (81)과 (82)를 비교 

하면 Fig. 17과 같다. Fig. 17의 y축의 PND는 본 보고서의 fND어l 해당한다. 식 (81)에 

의해 일정 깊이의 균열이 더 잘 검출됩올 알 수 있다. 

。

z 

1 

0.8 

0.6 

0.4 

0. 0.2 

..0.2 

..0.4 

、

‘ ‘ -.... -
~-- __ ... _ EQ.(82) 

o 20 40 해 80 100 120 140 160 1뼈 200 

a [mm] 

Fig. 17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s of nondetection of crack(16) 

PSI와 ISI의 변화에 따른 파손확률의 변화를 시률레이션한 결과를 Fig. 18에서 볼 

수 있다. Case A보다 식 (82)의 PSI를 시행한 Case C에서 파손확률이 약칸 감소하고 

있으나 훨씬 균열 감지능력이 높은 식 (81)의 PSI를 사용한 Case B에서는 파손확률이 

Ht에서 103정 도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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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Break and leak probability versus 0맺ration year cuπes with three 

different PSI and ISI sched띠es06l 

한편， 다음과 같이 원래의 design scenario와 다른 몇 가지 scenario에 대한 시률레 

이션올 실시한 결과를 Fig. 19에 제시하여 load cycle, ISI의 빈도， 중성자 조사량 동의 

변화가 파손확률에 미치는 민감도를 조사하였다. 

1. design scenario : 40년 후의 중성자 조사량은 3X 1019 n cm-2, 

ISI의 빈도는 40년까지는 10년마다， 이후는 5년마다로 함 

2. scenario 1 : 30년 후의 load cycle이 절반 

3. scenario 2 : ISI의 빈도는 40년 동안 1번 

4. scenario 3 : 40년 후의 중성자 조사량은 design시의 절반인 1.5 X 1019 n cm-2 

Fig. 19에서 design scenario에 따른 예상수명 후의 파손확률언 약 1.3X 10-6 값올 기준 

으로 하여 다른 scenario에서의 파손확률이 이 값올 가지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보여주 

고 있다. Fig. 19를 보면 ISI의 빈도가 적어진 scenario 2에서 파손확률이 증가하여 수 

명이 7년 정도 감소하고， 40년 후의 중성자 조사량이 절반이 되는 scenario 3에서는 파 

손확률이 크게 감소하고 수명이 40년 이상 증가하게 되어 중성자 조사량이 파손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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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Time histories of break probability for different operation scenarios(16) 

2.4.3. Tsai 논 문(13)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PFM의 주된 연구 방법인 몬테카를로 시율레이션 방법에서 

의 관건은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sampling의 수를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많 

이 잡거나 V많iance reduction technique올 사용하는데 몬테차를로 시률레이션의 비용 

및 시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근사법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Becher(17) 

둥의 연구 모텔에 대해 이러한 근사법올 사용하여 파손해석올 시행하였다. 압력용기가 

Table 6과 같은 피로하중이나 비정상적인 하중올 받올 때의 누적파손확률올 몬테카를 

로 시물레이션올 이용한 웅력-강도 간섭 방법으로 구하고， first-order second moment 

method를 이용한 해와 비교하였으며 초기균열깊이， Paris law의 상수， transient 

stresses의 발생빈도 Cv(upper shelf Charpy-V fracture toughness) , Sy(yield 

strength) 둥올 확률변수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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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mmary of various transient stresse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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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균열깊이의 분포(앙)는 다음과 같다. 

f(a) = À exp[ - À (a- ad)] (83) 

여기서 a는 초기균열깊이 ， ad와 A는 상수이다. 

피로균열성장은 다음과 같은 Paris law를 따른다고 보았고 C와 m은 물성치로서 

A닮3B steel의 데이터로부터 curve fi.tting올 거쳐 C의 분포가 log-norrnal 분포엄올 

찾았다. 

짧 = C( L1K)m (84) 

파괴언성치는 C v• Sy의 함수로서 식 (85)와 같이 주어지며 C v , Sy는 HSST 

program(잃)에 의해 와이별 분포를 가진다. 

K 1C = 파(C-vS y-- 0.05 Sy2) (85) 

웅력세기계수(stress intensity factor)는 식 (86)올 사용하였다. 

K1 = ß(g) S{표g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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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g) 는 균열과 형상에 따 Smax. S는 Table 6의 최 대응력 인 a는 균열깊이， 여기서 

른 보정계수이다. 

K]c의 분포가 각각 로그 K]과 몬테카를로 시율레이션올 통해 이들을 기초로 하여 

고전적인 임 을 구하고 식 (87)과 같은 failure criterion에 대 해 -정규분포와 정규분포 

응력-강도 간섭 방법으로 파손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Fig. 20 

과같다. 

(87) K] 능 K]c 

.--...... ---"Ifr‘ 
I 

0.9 
K,c 1(, 

O.R 

0:11-

0.6 ‘· ‘ 

0 .1 

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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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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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 
ζ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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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ì9~_ 

‘ 
o o 

‘w K"K,c (U'.l 、1m페 

Interference diagram for stress intensity factor and 
(13) fracture toughness 

Fig. 20 

방법 (interference 칸섭 응력-강도 rate를 

theory)으로 구한 결과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failure 누적파손확률파 10년마다의 매 

Failure probabilities and failure rates (13) 

Year Failure probability Failure rate 
0 2.32X 10-4 

10 2.75X 10-4 4.78X 1O-t> 

20 3.21 X 10-4 4.47X 1O-t> 

30 3.60X 10-4 4.29X 1O-t> 

40 4. lO X 10-4 4.46X 1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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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first-order second-moment method를 이용하여 웅력세기계수 및 파괴언성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파손확률올 구한 결과 40년 후의 누적파손확률이 7_flJ x 10-4 

으로 나왔으며 앞에서 구한 결과와 약칸의 차이는 었으나 같은 order에 있음올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의 결과는 기존 결과에 비해 2 order 정도 큰 파손확률 값올 주고 있는 

데 이것은 식 (86)의 응력세기계수 식에서 σansîent stress를 고려할 때 항상 최대값올 

사용하였기 때문에 보수적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2.4.4. Wu 논문(14) 

이 논문에서는 Becher (17) 동의 연구 모텔에 대해 몬테카를로 시률레이션 방법 대신 

에 근사법 으로 fîrst-order second moment method를 사용하여 파손해 석 올 시 행 하였 

다. 압력용기가 Table 8과 같은 피로하중이나 비정상적언 하중올 받올 때의 누적파손 

확률올 구하였는데 모델， failure criterion, 피로 균열 성장률 법칙 및 파괴인성치 식 

둥이 2.4.3의 논문(13)과 동일하다. 확률변수로는 초기균열깊이， Paris law의 상수， 

transîent stresses의 크기 및 발생 빈도 Cv(up:야~ shelf Charpy-V fracture 

toughness), S y(yield strength) 둥올 보았다. 

Table 8 Condensed scheme of stress transîents (14) 

Operaí~ Category Stress Number of 
conditíon (MPa) cvcles 

Pre-o야rational hydrostatíc test Normal 222-6 까lfee p끼or 10 
initial stan-up 

Start-up/shutdown Normal 179-3 0-500 O/month 

Hydrostatic test to desígn pressure Normal 186-2 0-2500/month 

Scram-hot standby-full power Abnormal 179-3 0-500 O/month 

Scram-shutdown-start-up Abnormal 206-9 0-1250/month 

Loss of recirculation flow’ Abnormal 193-1 0.010 O/month 

Blowdown Abnormal 186-2 0_004 2/month 

응력 세 기 계수 식은 ASME Xl, Appendix A에서 주고 있는 다음의 식올 사용하고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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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L1K= Sv Ma 

σansient S는 Table 8의 a는 균열깊이， 관계된 상수， M은 하중과 형상에 여기서 

stress이다. 

식 

a의 평균과 분산으로부터 구할 수 

알아내야 하는데 분산올 평균과 

S와 

웅력세기계수의 

(88)에 의하면 응력세기계수의 평균과 분산은 

위해서는 계산올 파손확률의 

었다. 

S는 Table 8로부터 크기와 빈도 수에 맞추어 분포를 Fig. 21처럼 그려보고 그 먼저 

분포가 sh표ted exponential distribution엄올 알았으며 이로부터 명균과 분산이 얻어진 

다. 

--Ili--!1 

;
l
j

웰
 

‘ \ 

선k」
'9ι 200 21C 220 

01 (, 

~e~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for transient stress (14) Fig. 21 

a는 식 (84)의 균열성장률 식과 식 (88)로부터 다음 식올 얻는다. 

(89) 
m*2 

m=2 

( (ao1 -찌2 + .2.등쁘 CM’찌2smN)2/(2-m) 
a(N) = { ‘ ι / 

I aoexp(CMS2 N) , 

S , N등의 확률변수와 관계하게 되며 C ao , a 의 평균과 분산은 식 (89)에 의하면 

몬테카를로 시율레이션이나 근사법올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Taylor 급수를 이용한 근사법올 사용하였다.2.3.2철의 이차 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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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해로 얻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방법에서 살펴보았듯이 식 (47), (49)에 의해 a의 형균과 분산은 다음파 같이 표현된 

다. 

μ a(t) :::;: g(μ lI()' μc. μS. μN) (90) 

(ð a(t) )2:::;: 훌{驚llx=μ} 2(따 )2 (91) 

여기서 g는 식 (89)이고 ao 와 C의 분포는 2.4.3의 논문에서와 같으며 S의 분포는 

Fig. 21과 같다. 또한， N은 Table 8로부터 transient의 빈도수가 Poisson distribution 

을 따른다고 보므로 a의 형균과 분산은 식 (90), (91)로부터 얻어진다. 

이렇게 얼어진 S와 a의 형균과 분산으로부터 식 (88)에 의해 웅력세기계수의 평균 

과 분산올 구한다. 

다음으로 파괴언성치의 평균과 분산은 2.4.3의 논문에서와 같이 식 (85)로 표현되므 

로 와이별 분포를 따르는 Cν ， Sy의 평균과 분산으로부터 구한다. 

파손여부는 고전적인 식 (87)에 의해 결정되므로 파손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 <t) = P{ K[능 K[c} (92) 

first-order second moment method에 의하면 석 (92)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P(t) = φ ( -ß) (93) 

여기서 φ는 정규분포의 누적분포함수， ß는 reliability index이다. 여기서 a는 K[과 

K[c의 평균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K 
-2 
K 

μ
 -0 

--+ m 
-2 
M 

μ
 -c -Q

μ
 

(94) 

이런 방법으로 매 10년마다의 누적파손확률파 failure rate률 구하여 Table 9에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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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Failure probabilities and failure rates04l 

뺨
 

0 
{ m 
-
때
 

-$ 

-% 

F려1m'e probability 
O.972x 10-。
1.216X 10-0 

1.509X 10-0 

1.871 X 10-0 

2.314X 10-0 

F밍lure rate 

2.437X lO-ð 

2.683X lO- ts 

2.앉}6 x lO- ts 

3.354X lO-ð 

여 기 서 얻어 진 10-8 order의 failure rate( / year)는 다른 문헌의 f려lure rate 실 제 통 

계값인 10-4 
- 10-6 order보다 크게 작은데 이는 통계값들의 많은 부분이 비원전 압력 

용기에서 얻어졌기 때문이다. 

-53-



2.4.5. 기존 연구의 비교표 

앞서 언급한 4개의 기존 연구 결파를 간단히 요약하면 Tab1e 10파 같다. 여기서 논 

문의 구분은 first author로 하였다. 

Tab1e 10. Comparison with each paper 

• 1 

Yos여sh뼈li따뻐빼ir따irnur 

↓-」上 j • I 」
!PWR pressure vesse1 IPWR pressure vesse1 I 

f의 be1tline 의 be1t1ine 
Ihigh power density i 

]. lsemi--el1iptical crack올 isemi-e1liptical crack올 
Ireactor pressure I BWR pressure 

」가진 p1ate 가진 p1ate [-~~~- ..... -~~~-~ 
j ‘ Ivesse1의 b려tline 부 Ivesse1의 cy1indrical 

넬- curvature effect 무 i- curvature effect 무 j 1 
j J분과 같은 cyli뼈i- Ipart 

!시 1시 j 1 
, . ~ _ , _ ~ Jca1 탱rt i- c/a > 0.5, a/t < 0.9[- c/a > 0.5, a/t < 0.9[--- ..... - v 

j로 제한 녁 제한 

，~ I I 4가지 의 normal I 3가지 의 normal 
12、 i . 1 - ... -.--- --~-.. 1 

9가지 의 norma1 I 9가지 의 norma1 10야:ra디on과 2가지 의 loperation과 4가지 의 
Õ~ i 
부 10따떼n과 10가지 의 lop앙a디on과 10가지 의 빼norm머 R없 labnorm머 ev따S 
녁 lupset con빼on 매set co떠i뼈 l- Bg뼈r. P. E와 {- Bgh앙 P. E와 

1- Marshall rep아t 뉴 Marshall repαt I Pedersen. A의 Pedersen. A의 
!건) J 1 j 
j 「 j j paper(17) j paper(17) 

커→→←{→각1. PSI, ISI 고려안함 [ 

3. j 뮤 PSI, ISI에 의 해 일 ! 
조 I PSI, ISI 고려안함 |정깊이의 균열이 발견 j PSI, ISI 고려안함 I PSI, ISI 고려안함 

사 I되지 않올 확률올 따 J 

로 고려 1 

break, 1e삶‘age 따로 

설 정 , 1，없kage 후의 

4.lbreak는 고려 안함 
파 1- break : 

손 I Km없 능 K1C 
;ζ 

-‘- 1‘ 

。
。

〈
-
-
-
ι

e 

--

야
 때
 넙
 

M 

’ E 

‘ 
건
 

1break, leakage 따로 
설정， leakage 후의 

break는 고려 안함 

- break : 

K뼈X ;a KIC 

or b/c ~ 1 

i-
leakage : 

a/t 능 0.8 

K능 Kc K능 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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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다nu어 

I y맹awa (1됐) 
Iparis law 

I - ASME Code 

Tsai (1994) Wu (1994) 

치 
Iparis law IParis law 

j- nuclear gcm j- nucle없 reactor 

1 pressure vessel로 i pressure vessel로 j 

j쓰이는 A잃3B steel I쓰이는 A않3B steel j 

OO/dN(m/cycle) 
= 1. 7잃 xlO 떠(찌않 IdψdN = C( .ðK)" I OO/dN = C( .ðK) ‘ 
(fm4K< l3.2MPamll2) j c m 。 ma따i외 C, m 은 materi머 
OO/dN(m/cycle) I '-', τ 1 

=5.됐 x lO-9 ( .ðK) 1펀 constants constants 
( for .ðK능 13.2Mpam l/ι)j i 

300 0 CK1C< t) •1 밍뼈ti { 
폈짧짧)1/2) j 의 영향올 고려 

=3.29 … I 300oCK1c(t) 
+ 118.71 xF-… I = 135.0( MPam 1/2 ) I Klc I Klc 

6. j (따F〉 0.361) [ (mFS0.$l) j =V5(C펴y-0.05하5 I =펴삶든패S하 
) 두께방향으로의 | =3.29 -om 1 

「파 J 1 F J 

J 괴 neutron flu떠ce의 (forF>0.36I) 1 Cv : up야r shelf 

ι 변화 고려 _ I Cα마ha때rpy-애-v fr敏actur，따rr 
심 !바F=Foex뼈p야(←-0.009뻐뼈å) I~ 일정한 상수로 취 j • 1-' = V ~ v ,- .. ! toughness 

1급 [ 
I '" I Sy : yield strength 

Iz 통계학적 KIC 분포 iKf1$.oMPamlQ l 

J로 취급 1- ]WES 실험치 

1- normal dis띠bu디on I 
평 균:135 MPa m1l2 I 
분산:평균값에 비례 

& 

m 

쩌
 

빼
 
M 

뼈
 빼 

% 

-5 

피
 
로
 
균
 

Y oshimura (1995) 

section Xl. 

Appendix A 

OO/dN(m/cycle) 
= 1. 738 x 10 -13( .ðJ이 5.95 I 
(for .ðK< 13.2MPam뀌 1 

00/ dN(m/cycle)_ 
1 

=5.325 x 1O - 9( .ðK) 1..9: 
( for .ðK::?13. 2 MPam“) I 

11. neuσon iπadiation I 
[의 영향올 고려 j 

열
 
성
 
장
 

! 경 } Ne밴없-뼈u's 

편
lutIOn 

K = ß(g)SV 1Ca 

Newman-Raju’S 

solution 

S Smax 

ß(g) 균열형상과 

주위 구조에 대한 보 

정계수 

Cv: up야~ shelf 

Charpy-V fracture 

toughness 

Sy : yield strength 

.ðK=SιMa 

S : transient 

sσess 

M: 하중파 형상에 

관련된 상수 

닮
 



Table 10. continu어 

I Yoshimura (1995) I Yagawa (1앉}5) 

11 바뼈 crack depth! 
, p(a) = 

exo(-a/ tJ) 
μ(1 -exp(tfμ)) 

!1.initial crack depth 
μ: constant ! P( a) = 

exo( -a/tJ) 
μ(1 -exp(t/μ)) 

I 8. 12. initial crack 
μconstant 

확
 
률
 
변
 
수
 

p( c띠)=꾀꿇 (2 mi뼈 σ'ack 
exo( -lnι( c/a/때)! 2% 1 aS$t ratlo 

-
쐐
 ，
때
 mv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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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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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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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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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
 판 

&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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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
따
 
써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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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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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
 부
 

없
 m 

하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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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포
 까
 해
 m 

여
 m 

서
띠
 
띠
 

해
 
뻐
 빼
 분
 분
 
밝
 구
 
”
때
 
뾰
 .
찌
 

·t 

m 

뼈
·
빠
 
싸
앵
 
쐐
 뼈
 
vM 

훨
 -
-
떼
 
때
 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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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분
 
-
로
 2 

-

여
 

싸
띠
 

m 

4 

I 

VA 

n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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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μ
 
E 

j 

뻐
 

때
 때
 m댄
 m
ι
 
’ 
s 

낱
 때
 뾰
 -
~
1
-

양
 

C 

m 

p빼
 
m 
ww 

빠
 빼
 v뼈
 
m. 

핍
 뼈
 

@ 

m 

빼
 빼
 새
써
 
짧
 돼
 빼
 빼
 깎
내
 
댔
 

M 

--

aspect ratlO 

a , ß, r : constants 

13. fracture tough

Iness 

i - normal 분포로 

j취급 

Istrat표i어 sampling 

lMO뾰 C때o algori 
-thm에 바탕올 둔 

jmassively par때el 
9. !process 

방 - 512 processors 

법 I - 960 cells 사용 

| 각 cell에 160개 

l 의 samples 

1 총 1않，600 
I s때pl많 

R이찌=김쇼좌 
x~xo( -ln 2( c/a/메) 

2~ 

a , ß, r : constants 

Tsai (1잃) Wu (1뺑) 

I~띠뼈따k빼 j 
p(a) = Aexp[ - A(a - a.,.)] l 1.ini디al crack depth I 

It, ad : cons때ts jRa)=Agp[-A(a-a에] ; 

•- 뼈뼈 빼빼 1 A ad : constants j 

분포 1- shif않d exponential 

12. Paris law의 상수 !범분포 

↑미C - 10때o맹gnom때 분포 ! 
13. transient sσesses 12. Paris law의 상수 

의 occurrence IC - lognormal 분포 

- 세가지 normal 

3. S 
- shifted exponential 

분포 

operatlOn 

: uniform 분포 

- 두가지 abnormal 

transìent 

exponential 분포 14. transient cycle N 

14. Cv, Sy - poisson 분포 

- 와이벌 분포 

first-order 

second-moment 

approxlffiation 

method 

-moment로 KI, KIC 

의 평균， 분산 구함 

-hybrid method에 서 

처 럼 KI은 lognormal, 
KIC는 normal 분포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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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continu어 

Y oshimura (1앉)5) 「 Y짧awa (1됐 Ts려 (1뺑) 
!1. 40년 후의 F= 

11. hybdd Rthod j 

J - 피로균열성장의 J 

3X 1019 ψcm2 1 j 1 

’ 

1 Monte Carlo 
(ISI 고려안함 

11. KIC를 상수로 보았 1 simulation에 1 ，α>0 1 - KIC 20% 감소 I-~ --:,- - ". 
1 
-=-----'-~--:， -:' , 

Wu (1994) 

[오 때 ( 개 sample 사용 j 
- break probabillq 「 J (1. 40년 후의 파손확 J 

-;' 

Z-- -----'J 
I -break probability 

1 
: 40년 후의 파손확] 

:10 ’ order 1_ ._A 

: 1.07 -2.16 x 10-7 1률 4.1 X 10-4 i 
"'-

I 
e 'M" ~V _ 

2.314X 10경 
! -le밟age probability I - 1 ，500개 sample 

• 
10. 12. fracture toughness : . 

__ 

" 
-

1" .... 10-11 0떠er 사용 l 
j 결 1의 분산이 커 질수록 I 

': 
-

.10 \-'l ~.Q] m.~ ~ 12. f.려lure rate : 
1 : 40년 후의 파손확 1 μ 

j 과 Ibreak probability 증 l j 4 | 10 6 OTder 
Z-- ------J i2. ISI 주기가 40년 |률 4.3X 10-" 

;및 j가 
1 

j 매 수명 7년 감소 I - failure rate : 10-6
1 

j 토 
. ~ ,- - - . ---- --,- -- 13. residual sσess를 

lorder 
j 의 •3 때년 후의 F 그 j3 때년 후의 F = 1- RS빼 S뾰ss를 {무시 하면 40년 후의 1 
j j 15× 1019 n/cm j j |파손확률 5.68X 10 꺼 

1 1.5 X 1019 n/cm2 무시 하면 40년 후의 1 

• 
-

• ~ 
_._-

--

1 (ISI 고 려 안함 I~ < ~.， <_,5 
(ISI 고려 파손확률 1.7X 10'5 

1 
I 

_ 

수명 18년 증가 .• _. _1 
. 

1- 수명 40년 이상 증 
|가 12. approximate 

analytical method 
14.15% 표준편차의 

- 40년 후의 파손확 

률 : 7.5X 10-4 

1
1. Kι툴 확률연수로 j 

1보았올 때 표준편차의 

|차이에 따라 파손확률 
1. round-robin 방식 11 σansient sσ'esses j 이 크게 차이남 
으로 해를 검증 를 생각할 때 각 하 

중 조건마다 항상 
11. 12. neutron fluence의 

2. ISI의 주기 에 따라 maximum stress가 
메 l고려여부에 따라 

파손 
파손확률이 변화함 고려되었으므로 이 

모 ‘확률이 1 order 차이 
논문의 결과는 매우 

1가남 
3. neutron fluence에 보수적이라고 할 수 

3. deterministic KIC가 
의한 영향이 가장 큼 있다. 

보수적언 결과를 주지 

않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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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기폰의 확률론적 파괴역학 문헌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확률론적 파괴역학 개념에 의한 파손확률 계산 방법에는 강도-웅력 간섭 방법， 이 

차 적률 방법， 몬테카를로 시율레이션 방법 퉁이 있는데 몬테카를로 시률레이션 방 

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 었다. 

(2) 원전의 작동 중 일어날 수 있는 하중 조건에서 원자로 용기의 예상수명인 40년 후 

의 누적 파손확률은 여러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10-7 -10-6 0벼er 

정도의 값올 가진다. 

(3) 기존의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확률론적 파괴역학 연구에서는 균열깊이， 균열종횡 

비 등올 기본적인 확률변수로 보고 있다. 또한 몇 가지 확률변수에 대한 민감도 해 

석올 통해 파괴인성치 중성자 조사량 ISI 빈도 둥도 중요한 확률변수로 취급되어야 

함올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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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뷰. 합력용기 파흔확률에 래한 

확률변츄의 영향 검토 

1 . 서 론 

원전이 계속 가통되다 보면 원자로 압력용기의 중성자 조사량 증가로 인해 조사 취 

화 현상이 생기고 무연성 천이온도의 증가와 상단에너지(upper shelf energy)의 감소 

를 불러와서 압력용기의 파손 위험성이 커지게 되며， PTS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파손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따라서 PTS와 같은 과도 상태에서의 파손 해석은 

원전의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10 CFR 밍.61 (1)에서 훤자로 압력용기와 관련된 건전생 평가 기준올 제 

시하고 있고 RG. 1.154(2)에서 자세한 명가지첨올 마련해 놓고 있다.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PTS 해석절차를 RG. 1. 154에서 제시하고 있으나 매우 복잡하여 이에 따라 파손 

해석올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다 손쉽게 PTS하에 놓인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파손해석올 수행할 수 있는 code에 대한 펼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 

에 1980년대에 OCA-P와 VISA- Il 둥의 확률론적 파괴역학 해석 C때e가 개발되었으 

며 1990년대에 들어 이들의 장점올 모아 FAVOR가 개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PTS 하의 압력용기의 파손확률에 대한 각 확률변수의 영향을 알 

아보고자 FAVOR의 구조， 특정， 해석방법 둥올 살펴보고 업력변수를 결정적인 값과 

여러 분산올 가지는 확률변수로 업력하면서 파손확률의 변화를 관찰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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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FAVOR(3,4) 

F A VOR(Fracture Analysis of Vessels 0밟 Ridge)는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ORNL)에서 PTS와 같은 파도 상태에서의 원자로 압력용기의 결정론적 및 

확률론적 파괴역학 해석올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한 C여e로서 파손확률 계산 시에는 

몬테카를로 시율레이션올 시행한다. 

Fig. 1에서 보듯이 FAVOR는 세 개의 module 즉， FAVL, FAVD, FAVP로 구성되 

어 있다. 

찮짧 l lF짧뿔| | i繼짧t I 

빼
 “
싸
 

m
“
“V명
 

깨
 

째
잃
 

User-Spel:훨ed 
Q빼JtReports 

1. Tme빼IIIJI톨. 

! 2.1lwaIgI’‘에YIIiIIionI 
I 3. ~lIeIpaniecl søedied 
i “’DeOIhS 
! ‘ frlOC:1Ift’_ MinirnizatiDn 

l 빼빠뼈 | 

Fig. 1 Overview of F A VOR 

FAVL은 모델의 물성 및 치수， 하중 둥에 대해 각 위치에서의 온도， 웅력， 웅력세기 

계수 둥올 유한요소법으로 계산하는 module이다. FAVD는 FAVL의 해석결과를 바탕 

으로 결함깊이 및 시간에 대한 온도， 원주방향 및 축방향 웅력 축방향 및 원주방향 결 

함에 대한 웅력세기계수， K1C , K1a , RT NDT , 특정 결함의 파손여부의 판단 및 파손 

시간 동올 출력해준다. 또한， FAVP는 FAVL의 해석결과를 가지고 확률론적 해석올 

시행하여 파손확률올 얻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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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mod버e의 실행은 각 형식에 맞춘 input file올 먼저 만든 후 각각의 이름올 딴 

FA VL.EXE, FA VD.EXE, FA VP.EXE를 실행시키 면 되며， 이 때 FAVD나 FAVP의 실 

행에서는 FAVL에서의 output file이 주어져야 한다. 

최초의 V앙sion언 9401(3)에서는 infinitely long crack만올 다루었기 때문에 σack 

aspect ratio의 영향은 알 수 없었으나， 다옴 V앙sion인 앉501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 

본 보고서에서는 응력해석 m여버e언 FAVL과 PFM 해석 mod버e언 FAVP에 대해서 

예제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1.1. FAVL 

a. FAVL~ 개요 

FAVL에서는 압력용기를 축대칭 일차원 구조물로 모웰링하여 시간
에 따른 열적， 기 

계적 경계조건에 따라 유한요소해석올 시행한다. 사용자가 업력한 압력
용기의 형상， 클 

래탱과 모재의 불생치， 파도상태 둥에 대하여 벽 두쩨 방향의 일차
원 열전달 및 용력 

해석올 수행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원주방향 용력 (hoop stress) 분포， 축방향 웅 

력 (axial stress) 분포， 웅력세기계수 둥올 계산한다. 

FAVL은 하나의 입력 파일로 두 개의 출력 파일올 쟁성한다. 출력 
파일중의 하나에 

는 FAVD나 FAVP에 업력파일로 쓰일 수 있는 용기형상과 하중매개
변수들이 들어 있 

다. 다른 하냐의 출력 파일에는 업력 데이터와 함께 업력에 대한 FA
VL의 해석올 입 

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출력되며， 용기 벽 위치와 시칸에 대한 함
수로서 하중 매개 

변수를 포함한다. 

입력파일은 다음의 순서대로 정렬되는 9개의 레코드들올 가져야 하며
 *로 시작되는 

행은 주석을 의미한다. FAVOR에서는 업력파일에서의 문자는 언식하지
 않고 넘어가며 

숫자만 언식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문자의 오타는 무시활 수 있다. 

GEOM 용기의 형상 데이터 

BASE 모재의 물성치 

CLAD 클래딩의 물성치 

SFRE 모재와 클래딩의 용력자유온도(stness-fnee tem야rature) 

TIME 총 과도상태시간 및 해석결과를 저장할 시간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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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TH 시간에 따른 대류열전달 정보 

NTTH 열과도상태 정보 

STRM thermal sσ않ming 정 보 

NPTH 시간에 따른 압력 정보 

이 와 같이 입 력 파일 에 는 vessel geometIy data, cladding and base ma따i머 

thermal-elastic property data, PTS event 둥이 제공된다. 

이렇게 시칸에 따른 열적 및 기계적 하중올 받는 실린더에 대해 FAVL은 시간에 따 

른 용기 벽 두께 방향의 1차원 온도， 원주방향 응력， 축방향 웅력 분포를 계산한다. 또 

한， 용기 안쪽 표면에 있는 원주방향 및 축방향 균열에 대한 션형탄성 파괴역학 

(LEFM)적언 해를 제공한다. FAVL의 온도， 웅력， 웅력세기계수의 해는 ABAQUS에 

의해 타당함이 확언된 바 있다. 

b. FAVL의 실행 

FAVL.EXE를 실 행사 키 면 

ENTER NAME OF FA VL INPUT FILE: 

이라고 나온다. 이 때， 다음에 설명하게 될 형식에 맞추어 미리 만들어 놓은 업력 파일 

의 이름올 넣어준다. 그 다음에는 

ENTER NAME OF FAVL LOAD FILE: 

이라고 나온다. 이 때 출력 파일의 이름올 넣어준다. 이 파일은 FAVD, FAVL의 업력 

파일로 쓰언다. 그 다음에는 

ENTER NAME OF FAVL OUTPUT CHECK FILE: 

이라고 나온다. 이 때 체크 파일의 이름올 넣어준다. 아 파일은 업력 화일로는 쓰이지 

않으며 업력자가 원하는 대로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주의 할 점으로 파일 이름은 20자를 념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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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AVL의 입력 파일 형식 

FAVL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제 업력 파일 5개를 부록 B.에서 체시하였으며 여기서 

9가지 레코드의 상세한 업력변수는 다음과 같다. 

GEOM: 용기의 형상 파라미터 

IRAD = 용기 의 내 경 (inches) 

w = 클래탱올 포함한 용기 벽의 두께 (inches) 

CLTH = 클래 딩 두께 (inches) 

BASE: 모재의 물성치 

K = 열전도도 (BTU/hr . ft . F) 

C = 비열 <BTU/ lb. F) 

RHO = 밀도 (Ib/fe) 

E = 탄성계수 {KSn 

ALPHA = 열팽 창계수 (/F) 

v =포와송비 

CLAD : 클래딩의 물성치 

K = 열전도도 (BTU/hr • ft . F) 

C = 비열 <BTU/ lb. F) 

RHO 밀도 (Ib/fe) 

E = 탄성 계수 (KSn 

ALPHA = 열팽창계수 (/F) 

v =포와송비 

SFRE : 웅력자유온도 

T = 열웅력계산 시에 사용되는 웅력자유온도 (F) 

TThιE: 시간 파라미터 

TOTAL= 해석이 수행될 총시간 (minutes) 

DT = 해석결과가 저장될 시칸간격 (mÏnutes). 정수이어야 함. 

NHTH: 대류 열전달 계수의 시간 이력 

NC = 대류 열전달 계수의 시간 이력올 업력한 행의 수 
NTTH: 냉각제 온도의 시간 이력 (Th없na1 Transient) 

NT = 열과도상태 입력 선태에 훨요한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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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NT < 101: 

NT = 열과도상태의 시간 이력올 업력한 행의 수 

(부록 B.l, Fig. 2의 A1) 

(2) NT = 101: 

열과도상태가 지수함수 형태로 지정되어 다옴 예와 같이 업력됩 

(부록 B.2, Fig. 2의 A2) 

STYL TINIT=또o TFINAL=l50 BETA=O.l5 

TINIT = 초기 냉각제 온도 (degrees F) 

TFINAL= 최 저 냉 각제 온도 (degrees F) 

BETA = 감소 상수 (min-1
) 

(3) NT = 102: 

열과도상태가 선형적 감소 형태로 지정되어 다옴 예와 같이 업력됨 

(부록 B.3, Fig. 2의 A3) 

STYL TINIT=550 TFINAL=l50 RATE=l00 

TINIT = 초기 냉 각제 온도 (degrees F) 

TFINAL= 최 저 냉 각제 온도 (degrees F) 

RATE = 감소율 (d맹I훌s F/hour) 

STRM: Thennal Streaming Parameters 

PS = Initial plume strength (F) 

PDT = Plume decay time (min) 

(1) PS = 0 인 경 우는 thennal strear띠ng올 고려 하지 않음 

(부록 B.l - B.3) 

(2) PS가 0이나 앉꺼가 아닌 수로 업력되면 위에서 젤명한 초기 plume 

strength와 감소 시 간으로 인식 함 (부록 B.4, Fig. 3의 A4) 

(3) PS = 앉B 언 경우는 사용자가 임의로 plume strength 시간 이력올 입력함 

(부록 B.5, Fig. 3의 A5) 

NPTH: 압력 변화 시간 이력 

NP = 압력 변화의 시간 이력올 업력한 행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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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NTTH를 몇 가지 경우로 모댈링할 수 있는데 1 < NT < 101인 예로 제시 

한 부록 B. 1의 A1.in은 사용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업력하는 것으로 Fig. 2에서 그 형 

태를 볼 수 있다. NT = 101인 예로 제시한 부록 7B.2의 A2.in에서는 식 (1)파 같은 지 

수 함수로 정의되며 Fig.2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1) T(t) = TFINAL + (TINIT - TFINAL)x exp (-BETAxt) 

NT = 102인 예로 제시한 부록 B.3의 A3.in에서는 식 (2)와 같은 선형 함수로 정의되 

며 역시 Fig.2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2) T(t) = TINIT - (RATE xt) 

즉 초기온도는 Tll이T이고 기올기는 -RATE인 시간에 대한 1차함수로서 온도가 지정 

되며 온도가 TFINAL에 이르면 이후 시간동안은 TFINAL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 、
:\.1- Input time, toolant 
temperature pairs 

\~ --------------------… ••• A2: Stylized exponential dec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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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따른 모델링에서는 PS가 0이나 앉재가 아닌 수이면 다음 식으로 

plume s뾰ngth가 정 의 된다. 

STRM의 

PS(t) = PS x exp (decay * t) (3) 

여기서 

dacay = ln( ~2 ) /PDT PS 

이고 PDT는 PS가 1의 값올 가지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이런 예를 부록 B.4의 

A4.in에서 제시하였으며 Fig.3에서 그 함수 형태를 볼 수 있다. PS가 앉꺼이면 사용자 

가 임의로 데이터를 압력하는 것으로 그 예를 부록 B.5의 A5.in에 제시하였으며 Fig.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한편， FAVOR의 예제 Al - A4.in에서 STRM의 PDT 3에서 

대신에 BETA가 입력되어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대로 문자의 오타이며 해석에는 

지장이 없다. 

A5 • User.specification of plume strength 
time history (output from RE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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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FAVP 

a. FAVP~ 개요 

FAVP는 몬테카를로 시률레이션 방법으로 확률론적 파괴역학 해석을 실시하여 압력 

용기의 파손확률올 계산한다. 제 1부 2.3.3철의 몬테차를로 시률레이션 방법에서 썰명하 

였듯이 통계학적으로 생성된 각 용기에 대해 결정론적 파괴역학 해석을 사용자가 정의 

한 수만큼 시행하면서 최대 시률레이션 수에 도달하거나 사용자가 정해놓은 수렴 허용 

치를 넘어서면 해석올 종료하고 파손된 수를 전체 수로 나누어 파손확률올 산출하게 

된다. 

FAVP에서 시율레이션할 수 있는 확률변수는 기본적으로 균열깊이， 용기 내면의 중 

성자 조사량， 구리 함유량， 니캘 함유량， RTNDTO, K Jc , K Ja , L1 RTNDT 둥의 8가지이며 

verslOn 앞i01에서 균열 종횡비를 2:1, 6:1, 10:1, ∞에 대해서 균일분포로 볼 수 있도록 

추가되었다. Table 1에서 이들에 대한 가능한 입력 방법올 보여준다. 

Table 1 Random variables in F A VOR c여e(3，4 

mput 

CD initial crack depth Marsh머1 disσibution or arbitrary function 

@ fracture toughness 
AS1\1E based mean curves, 

vanance 

CD strrface fluence mean, vanance 

@ co마ler content mean, vanance Normal (Gaussian) 

@ nickel content mean, vanance 
disσibution 

@ L1 RTNDT Reg. Guide 1.99 π 2, variance 

<J) RTNDTO mean, vanance 

@ crack aspect ratio Uniform disσibution 

FAVP는 2개의 입력 파일올 요구한다. 그것은 다음에 셜명하게 될 형식에 맞추어 

만들어 놓은 FAVP 업력 파일파 2.1.1절의 FAVL 해석에서 얻어진 출력 파일이다. 

FAVP의 출력 파일은 사용차가 선택한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다. 

업력파일은 다음의 순서대로 정렬되는 7개의 레코드들올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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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T1 몬테카를로 시물레이션과 PFM outpllt reports에 대한 셜정 

CNT2 flow sσ'ess， ma찌mum value of σack arrest, warm-prestress switch 

설정 

STDV 7개의 확률변수의 표준편차 설정 

TCUR 파괴 인성 치 curve 껄청 (ASME based 또는 NRC-derived) 

FLDS 균열깊이 분포함수 셜정 

PVAR parametric variation option 젤 정 

NREG PFM model의 major region과 subregion의 수 썰청 

b. FAVP인 실행 

FAVP.EXE를 실행시키 면 

ENTER NAME OF FAVP INPUT FILE: 

이라고 나온다. 이 때， 다음에 설명하게 될 형식에 맞추어 미리 만들어 놓은 업력 봐일 

의 이름올 넣어준다. 그 다옴에는 

ENTER NAME OF FAVL OUTPUT FILE: 

이라고 나온다. 이 때， 2. 1. 1에서와 같이 해석하여 얻은 FAVL outpllt 파일의 이름올 

넣어준다. 그 다음에는 

ENTER NAME OF FAVP OUTPUT FILE: 

이라고 나온다. 이 때， F A VP output 파일의 이름올 넣어준다. 그러면 PFM 해석이 끝 

날 때까지 다음과 같은 종류의 메시지를 볼 수 있올 것이다. 

vessels=l<XXXl failures=17 P(FIE)=O.OO1700 %ERR=64.34 

vessels=2αXXl f;떠lures=31 P(FIE)=O.OOl550 %ERR=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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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vessels의 수가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시률레이션 수에 도달하거나 %ERR 값 

이 사용자가 젤정해 놓은 수렴치를 넘어서면 해석이 종료된다. 

c. FAVP언 입력 파일 형식 

FAVP에서 제공하고 있는 예제 입력 파일 6개를 부록 C.에서 제시하였으며 여기서 

7가지 레코드의 상세한 업력변수는 다음과 같다. 

CNTl : 제어 매개변수 

NSIM = 시률레이션할 용기의 수 

CONV = 수렴 한도 

REG = 출력파일에 Major Region Summarγ 추가 여부 (1:추가， 0:추가 안함) 

AVG = 출력파일에 Average Va1ue Summary 추가 여부 (1:추가， 0:추가 안함) 

SIZE = 출력파일에 F1aw Size Summary 추가 여부 (1:추가， 0:추가 안함) 

THIS = 출력파일에 Failure Time Histograrn 추가 여부 (1:추가， 0:추가 안함) 

CN1강 : 추가 매개변수 

FLWSTR = 용기 파손예측에 쓰이는 flow stress 

USKIA = 균열 정지예측에 허용된 최대 K1a 

IWPS = type 1 warm presσess switch 

o => no inc1ude 

1 => inc1ude 

STDV: 표준편차 셜정 

SDRTNDT = L1 RT NIπ의 표준편차 

SKIC = KIc 의 표준편차 

SKIA = K1a 의 표준편차 

SFLU = surface fluence의 표준편차 

SCU = 구리 함유량의 표준편차 
SNI = 나 캘 함유량의 표준편차 

SRTNDTO = RTNDTO의 표준편차 

TCUR : 파괴 인성 곡선 선택 

CURVE = 1 => ASME based mean fra따ure toughness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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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 = 2 => Use NRC derived mean fracture toughness curves 

FLDS: 균열깊이 분포함수 

NPCRK = 99 = > PSI를 고려한 Marsh머1 분포 사용 

NPCRK = 100 => PSI를 고려하지 않은 Marshall 분포 사용 

NPCRK이 %나 100이 아닌 경우 : 

NPCRK = 사용자가 입력한 균열갚이 누적분포의 행 수， 15까지 가능 

PV AR: parameσic variation option 

IPARAM = 0 => 설정하지 않음 

IPARAM = 1 => fluence에 대해 설정 

IPARAM = 2 => 구리에 대해 셜정 

IPARAM = 3 => 니 캘에 대해 설정 

IPARAM = 4 => 균열밀도에 대해 셜정 

IPARAM = 5 => RTNDπ에 대해 젤정 

NREG: regionlsubregion modeling 설 정 

NSUB = P때 해석 에 사용되 는 subregion의 총 개수 

NMAJ = PFM 해 석 에 사용되 는 major region의 총 개수 

마지막으로 major region파 subregion의 물성치를 업력하게 되는데 부록 C의 C4.in에 

서 처 럼 하나의 major region올 몇 개 의 subregion으로 나누거 나 C6.in에 서 처 럼 각각의 

major region올 하나의 subregion으로 볼 수 있다. SURF ACE FLUENCE(IN)은 각 

subregion에서의 crack initiation올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평균값이고， SURFACE 

FLUENCE(AR)은 각 subregion에서의 crack arrest를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명균값이 

다. CU는 구리 함유량의 평균값 NI는 니켈 함유량의 평균값이고， FLA W DENSITY 

는 단위 체적에 폰재하는 균열 수(/fe) , REGION VOLUME은 subregion의 부피 (f션)이 

다. RTNDT CORR은 subregion이 weld 부위 이 면 1, plate이 면 2를 업 력 한다. LP는 

load parameter로서 다음과 같이 선 택 한다. 

LP = 1 => 축방향 균열에 대한 경우 

LP = 2 = > plume region 밖의 원주방향 균열에 대한 경우 

LP = 3 = > plume region에서의 원주방향 균열에 대한 경우 

Fig.4부터 7까지에서 각 예제의 모렐에 대한 그림을 몇 가지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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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beltline layout > 

model intennediate 없i머 weld 

1m머or region / 1 subregion 

F A VP example C1 : flaw contains 0.0204 flaw 
(based on product of region volume and flaw density) 
where volume = 0.73 훤 
flaw density = 1 flaw/m3 = 0.028 flaw/fë 

F A VP example C2 : flaw contains 1 flaw 
where volume = 1 fë 
flaw density = 1 flaw/fë 

PFM model for F A VP example problems C1 and C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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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beltline layout > 

model upper circumferential weld 

1 major region / 1 subregion 

F A VP example C3 : flaw contains 0.1562 flaw 

(based on product of region volume and flaw density) 

where volume = 5.58 ft3 
flaw density = 1 flaw/m3 = 0.028 flaw/ft3 

PFM model for F A VP example problem C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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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beltline layout > 

model upper circumferential weld 

1 major region / 4 subregion 

F A VP example c4 : flaw contains 0.1562 flaw 

(based on product of subregion volumes and flaw densities) 

where volume = 1.395 ft3 x 4 = 5.58 ft3 
flaw density = 1 flaw/m3 = 0.028 flaw/ft3 

Fig. 6 PFM model for F A VP example problem c4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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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beltline layout > 

model all welds : 9 axi머， 2 circumferential 

11 major regions / 11 subregions as follows : 

upper axi려 welds 
upper circumferential weld 
intermediate axi머 welds 
lower circumferential weld 
lower axial welds 

1-3 
4 

5-7 
8 

9-11 

maJor reg lOns 
maJor reg lOn 
maJor reg lOns 
maJor reg lOn 
maJor reg lOns 

F A VP example c6 : flaw contains O.싫6 flaws 

(determined from summation of product of subregion volumes and 
flaw densities) 

where volume = 15.57 fe 
flaw density = 1 flaw/m3 = 0.028 flaw/ft3 

PFM model for F A VP example problem C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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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파흔확률메 매한 확률변수인 영향 

PTS하의 압력용기에서 여러 변수들이 결정적 값이냐， 통계학적인 분포를 보이느냐 

하는 것이 파손확률이 미치는 영향올 알아보기 위해 FAVOR를 이용한 PTS하에서의 

압력용기의 확률론적 파손해석올 실시하여 보았다. 

FAVOR의 기본 예제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입력값올 사용하여 우션 FAVL올 이 

용한 load analysis를 시행하였으며 입력 파일을 부록 D.1에서 보여주고 있다. 

<D convective heat transfer(NHTH) : 5OOBTU/hr. ft2 • F 

@ pressure σansient(NPTH) : 1 ksi 

@ thennal transient(NTTH) : exponential decaying coolant (Fig.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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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data for thennal transients Fig.8 

FAVL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FAVP를 이용한 파손확률 계산을 하였는데 모웰로는 

Fig. 9와 같이 3부분의 plate, 3부분의 a성al weld, 2부분의 circumf앙한ltial weld에 대 

해 각각 확률변수의 변경에 따른 파손확률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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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FM model for F A VOR analysis 

Table 1의 확률변수들올 변화시키면서 파손확률올 계산하여 그 확률변수들올 확률 

변수로 보느냐， 확정적인 값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기기 파손확률에 어느 정도 영향올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FAVOR c여e version 9401올 통하여 여 러 업 력 변수들 중에 서 어 느 변수를 확률변 

수로 보는가가 기기 파손확률에 큰 영향올 미치는지 그 중요도를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으로 비교해 보았다. 그 중에서 파손확률이 비교적 큰 intermediate plate와 upper, 

intermediate, lower axi머 weld 부위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옴파 같다. 

1. 확률변수로 볼 수 있는 8가지 변수에 대해 FAVOR의 예제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기 

준으로 모두 확률변수로 보고 파손확률올 계산하였으며 intermediate plate에 대한 입 

력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D crack depth : PSI를 고려 한 Mars뼈II 분포 

~ surface fluence : 평균 3.0(IN), 3.0(AR), 표준편차 0.3 

@ co아Jer content : 평 균 0.17, 

@ nickel content : 평 균 0.45, 

표준편차 0.025 

표준편차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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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NDTO : 평균 12, 표준편차 17 

@ 6RTNDT : RG 1.99 RV 2, 표준편차 24 

(J) KIC : AS:ME based mean curve, 

@ KIa : ASl\1E based mean curve, 

표준편차 0.15 

표준편차 0.10 

이에 대한 엽력파일올 부록 D.2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weld 부위에 대한 입력 데 

이터도 부록 0.2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출력파일은 부록 D.3에 제시하였으며 

여기서 major region 1 이 interm어iate plate로서 이 부위에서의 파손확률은 O.αX)477임 

올 알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변수들올 확률변수로 보고 해석하여 얻은 파손확률(A)올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한편， 위의 8가지 변수들 중에서 한 변수만 결정된 값으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확 

률변수로 보고 파손확률을 계산하였는데 한 변수의 결정된 값은 각각 다음과 같으며 

냐머지 변수들은 A에서와 같은 확률변수로 압력하였다. 

CD crack depth : Marsh밍1 분포의 최소 균열갚이 값언 0.085 

~ surface fluence : 명굵 3.0(IN), 3.0(AR), 표준편차 O 

@ copper content : 평균 0.17, 표준편차 O 

@ nickel content : 평 균 0.45, 표준편 차 O 

@ RTNDTO : 평균 12, 표준편차 O 

@ 6RTNDT : RG 1.99 RV 2, 표준편차 O 

(J) KIC : ASl\1E based mean clπve， 표준편차 O 

@ KIa : ASME based mean curve, 표준편차 O 

그 중에서 예로서 구리 함유량올 결정된 값으로 하고 나머지 변수는 확률변수로 보고 

해석 (analysis @)올 한 입력파일을 부록 D.4에서， 결과파일올 부록 D.5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한 변수는 결정된 값으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확률변수로 하여 해석한 결과 

로 얻은 파손확률(B)올 역시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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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failure probabilities with the random variables in ver. 9401 

intenn어iate upperaxi머 int.enn뼈ate lower axial 

plate weld axial weld weld 

A o.α>0477 o.α뼈70 o.α)()Z갱 o.αXX>25 I 

crack depth o.α뻐빼〕 o.아)()Q14 o.α)()()56 o.αx)()()5 I 

surface fluence o.α>0417 o.α뻐:>52 o.α)()2Q2 o.α뻐9 I 

copper content o.아)()175 o.α뻐)59 o.α)()193 0.000024 I 

nickel content o.αm뼈7 o.α)()Q73 o.α)()2()5 
B 

0.00뼈7 I RTNDTO o.αX>200 o.α뻐)36 o.αX>154 

/::,.RTNDT o.α)()Qfi) o.아)()Q12 o.αX>105 o.αXX>03 I 

KIC o.α)()142 o.α)()Q36 o.α)()128 o.α뼈12 

KIa o.α)()516 o.α)()()87 o.α)()226 o.αXX>3O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각 경우마다 파손확률올 많이 변화시킨 확률변수를 순 

서대로 나열하면 다옴과 같으며 팔호 안의 값은 파촌확률의 변화융이다. 여기서 파손 

확률의 변화율은 I A-B I /A로 정의된다. 

(1) intermediate pla않의 경 우 

CD L1 RTNDT (89.5%) 

~ crack depth (83.2%) 

@ K Ic (70.2%) 

@c따ler content (63.3%) 

(5) RTNDTO (56.8%) 

@ surface fluence (12.6%) 

rJ) K Ia (8.2%) 

@ nickel content (2.1%) 

(2) \聊g 었i려 welding부위의 경우 

φ L1 RTNDT (82.9%) 

~ crack depth (80.0%) 

@ KIc, RTNDTO (48.6%) 

@ surface fluence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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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24.3%) 

@ copper content <15.7%) 

@ 띠ckel content (4.3%) 

(3) inteImediate a잉머 welding부위 의 경 우 

CD crack depth (75.5%) 

(2) L1 RTNDT (54.1%) 

@ KIc (44.1%) 

@ RTNDTO (32.8%) 

(5) copper content <15.7%) 

@ surface fluence (11.8%) 

@ 띠.ckel content (10.5%) 

@ KIa (1.3%) 

(4) lower 앓i머 welding부위의 경우 

CD L1 RTNDT (88.0%) 

(2) crack depth (80.0%) 

@ RTNDTO (72.0%) 

@ K Ic (52.0%) 

(5) surface fluence (24.00/0) 

@ KIa (20.0%) 

(f) copper cont밍lt， nickel content (4.0%) 

이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L1 RT NDT, crack depth, RT NDTO, KIc는 전반적으로 확률변수 

로서의 영향이 매우 크고， 피.ckel content는 영향이 작다. 또한 copper content는 

int앉m어iate p떠te에서는 영향이 크지만 axia1 wel이ng부위에서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고， &a, surface fluence는 upper, lower axi머 welding부위에서는 영향이 어느 정도 

있으나 inteImediate plate와 inteImediate a엄a1 welding부위에서는 영향이 작다. 

2. FAVOR에서 주고 있는 예제에서 확률변수로 볼 수 있는 8가지 변수 중에
서 표준현 

차 값을 염의로 업력할 수 없는 crack depth를 제외한 7가지 변수에 대해 각각 하나씩 

표준편차 값을 원래의 값으로부터 ::t 50%씩 변화시켰올 때의 파손확률의 변화량을 비 

교해 보았다. 여 기서 crack depth는 PSI를 고려 한 Marsh머1 분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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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7가지 변수를 모두 확률변수로 보고 파손확률올 계산하였으며 업력 데이터는 1 

의 A 경우의 값올 사용하였다. 이렇게 모든 변수들올 확률변수로 보고 해석하여 얻은 

파손확률(A)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7가지 변수들 중에서 한 변수의 명란은 그대로 두고 표준편차률 변화 

시키면서 나머지 변수는 A에서와 같은 조건으로 놓아 계산한 파손확률(B)을 Table 3 

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표준펀차 값올 원래의 값에서 50% 캄소시킨 경우의 파손확률 

올 B1, 원래의 값에서 50% 증가시킨 청우의 파손확률올 B2라고 하였다. 

Table 3 Changes of failure PIηbabilities with the v따iation of standar녕 deviation 

of random variables in ver. 9401 

interm어iate upper axÎ머 interm어iate lower a피a1 

plate weld a찌a1 weld weld 

A O.α'lJ477 O.α뻐)70 O.αα29 O.아뼈25 

surface B1(-50%) O.α)().t정 O.α뻐)00 O.α)()206 O.αX>020 

fluence B2(+500Aí) O.아X>517 O.α>0101 O.αX>241 O.αX>035 

copper B1(-50%) O.α>0249 O.α뻐)00 O.αX>207 O.아뻐)24 
B 

content B2(+50%) O.아뼈48 O.아JOO82 O.αα53 O.α뼈25 

띠ckel B1(-50%) O.α)()463 O.α)()()75 O.αα17 O.아)()Q25 

content B2(+닮%) O.α'IJ486 O.αX>074 O.α>0230 O.α뼈23 

B1(-50%) O.아m정4 O.아)()Q42 O.아)()182 O.αX>013 
RTNDTO 

B2(+50%) O.α>0993 O.α>0124 O.이x>285 O.α뻐)61 

B1(-50%) O.α>0116 O.α뻐yn aα)()137 O.α뻐X>6 1 
,ð,.RTNDT 

B2(+50%) 0.001761 O.α>0177 n아)()321 O뼈4 I 
B 

B1(-50%) 0.000015 I O.α)()2Z7 O.αX>049 O.α>0161 
KIC 

oα%뻐 B2(+50%) O.α>0788 O.α뻐)91 O.αm잃5 

B1(-50%) O.αR많B O.아X>078 O.α)()225 O.α0027 I 
KIa 

B2(+50%) O.뼈425 O.αJOO65 O.α>0205 O.α뻐)22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토대로 각 경우마다 표준편차의 변화에 따라 파손확률이 많이 

변화된 순서대로 확률변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으며 괄호 안의 값은 파손확률의 변화 

율이다. 여기서 파손확률의 변화융은 I B1-B21/A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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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ennediate plate의 경우 

CD L1 RTNIYr (346.1%) 

(2) RT NDTO (154.9%) 

@ co마leI' content (146.5%) 

@ KIc <117.6%) 

(5) surface fluence 09.1%) 

@ KIa <17.6%) 

(J) nickel content (4.8%) 

(2) upα~ axi허 welding부위 의 경 우 

CD L1 RTNIYr (214.3%) 

(2) RTNDπ (117.1%) 

@ KIc (60.0%) 

@ surface fluence (58.6%) 

(5) co아:ler content (31.4%) 

@ K Ia <18.6%) 

(J) nickel content (1.4%) 

(3) intennediate a잉al welding부위 의 경 우 

CD L1 RTNIYr (80.3%) 

(2) RTNDTO (50.5%) 

@ KIc (45.4%) 

@ copper content (20.1%) 

(5) surface fluence 05.3%) 

@ KIa (8.7%) 

(J) nickel content (5.7%) 

(4) lower a엄al welding부위 의 경 우 

CD L1 RTNπr (352.0%) 

(2) RTNDTO 092.0%) 

@ KIc <100.0%) 

@ surface f1.uence (60,()oAi) 

(5) K Ia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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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kel content (8.0%) 

(J) copper content (4.0%) 

이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확률변수의 표준펀차가 파손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 

살펴본 확률변수로서의 영향과 그 순서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비슷 

하다. 즉， L1 RTNDT. RTNDTO. KIc는 전반적으로 표준편차의 영향이 매우 크고， KIa, 

띠ckel content는 영향이 작은 편이다. 또한 copper content는 intermediate plate서는 

영향이 크지만 lower axial welding부위에서는 영향이 매우 작고， surface fluence는 

up야~， lower axial welding부위에서는 영향이 크나 interm어iate plate와 intenn어iate 

axi떠 welding부위에서는 영향이 작다. 

FAVOR c여e version 앞i01에서는 weld부위와 plate부위에 대한 몇 가지 변수에 대 

해 표준편차를 따로 입력할 수 있는 둥 약칸의 변화는 었으나 version 9401에서와 기 

본적언 변수， 사용법이 통일하며 가장 큰 차이는 σack as야ct ra디o를 확률변수로 고 

려하고 있다는 점과 σack as야'!Ct ratio를 ∞외에 2:1 , 6:1 , 10:1로도 쩔정할 수 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crack as야'!Ct ratio에 대한 분포는 균일분포(uniform disσibution) 형태 

이다. 실행파일은 load analysis에서 FA VL95.EXE, PFM an려ysis에서 FAVP95.EXE이 

다. 

F A VOR ver. 9:밍1에 대해서도 ver. 9401에서처럼 파손확률에 대한 확률변수의 영향 

올 알아보고자 FAVL95를 이용한 load an머ysis를 거쳐 FAVP95를 이용한 파손확률 

계산올 시행해 보았다. 

확률변수로 볼 수 있는 9가지 변수에 대해 FAVOR의 예제에서 제시한 데이터를 기 

준으로 모두 확률변수로 보고 파손확률을 계산하였으며 int앙mediate plate에 대한 업 

력 데이터는 다옴파 같다. 

CD crack depth : Marsh떠l 분포 

(2) surface fluence : 평균 3.00N), 3.0(AR), 표준편차 0.3 

@cφper content : 평균 0.17, 표준편차 O.없5 

@) nickel content : 평균 0.45, 표준편차 0.025 

@ RTNDTO : 평 균 12, 표준편차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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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RTNDT : RG 1.99 RV 2, 표준편차 17 

(J) Krc : ASME based mean curve, 표준편차 0.15 

@ KIa : ASME based mean curve, 표준편차 0.10 

@ crack aspect ratio : 2:1에셔 ∞까지의 균일분포 

이에 대한 업력파일올 부록 D.6에서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weld 부위에 대한 압력 데 

이터도 부록 D.6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출력파일은 부록 D.7에 제시하였으며 

여기서 major region 1 이 interm어iate plate로서 이 부위에서의 파손확률은 O.아XJ7잃62 

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모든 변수들올 확률변수로 보고 해석하여 얻은 파손확률(A) 

올 Table 4에 제시하였다. 

한편， 위의 9가지 변수들 중에서 한 변수만 결정된 값으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확 

률변수로 보고 파손확률올 계산하였는데 한 변수의 결정된 값은 각각 다옴파 같으며 

나머지 변수들은 A에서와 같은 확률변수로 입력하였다. 

CD crack depth : Marshall 분포의 최 소 균열 깊 이 값인 0.085 

~ surface fluence : 평균 3.0(IN), 3.0(AR), 표준편차 O 

@ copper content : 평균 0.17, 표준편차 O 

@ nickel content : 평균 0.45, 표준편차 O 

@ RTNDTO : 평 균 12, 표준편차 O 

@ .6.RTNDT : RG 1.99 RV 2, 표준편차 O 

(J) Krc : ASME based mean curve, 표준편차 O 

@ KIa : ASME based mean curve, 표준편차 O 

@ crack aspect ratio : ∞ 

그 중에서 예로서 니캘 함유량올 결정된 값으로 하고 나머지 변수는 확률변수로 보고 

해석 (analysis @)올 한 입력파일올 부록 D.8에서， 결과파일올 부록 0.9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한 변수는 결정된 값으로 하고 나머지 변수들은 확률변수로 하여 해석한 결과 

로 얻은 파손확률(B)올 역시 Table 4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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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1e 4 Changes of failure probabilities with the random variab1es in ver. 9501 

A 

crack depth 

surface fluence 

copper content 

nicke1 content 

B RTNDTO 

L:.RTNDT 

KIC 

KIa 

crack aspect ratio 

m￠뚫뀔벤 up했풍머 1퍼$많關${ b꺼뚫풍려 ? 

O뼈7磁 j O뼈13삐 0뼈$%g j o뼈4310i 
O.α뼈2α)() 

O.α%웠626 

O.αXl싫853 

O.아>071200 

O.α>027370 

O.αYJ30737 

O.αYJ34170 

O.α뼈8762 

0.00116316 

O.αXXH94Q O.아뻐)()49Q O.α뻐)()230 I 

j O뼈847 I o.뼈總 ! O뼈$11 j 

| O職1 j m뻐 O뼈40믿 
o뼈1때 10뼈34때 10뼈4720 I 

1000006636 I 0뼈105밍 1 oα뼈갱46 
「o α뼈1614 j 0 %021α퍼 j o 뼈49괴 
l 0 %職7 1 0.00025291 I 0.0뼈2825 

0.αYJ14αm O.뼈잃뼈 10.α뼈4닮4 

I o.뼈211없 10 α)()556않 oα職71

각 부위마다 파손확률올 많이 변화시킨 확률변수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으 

며 괄호 안의 값은 파손확률의 변화율이다. 여기서 파손확률의 변화융은 I A-B I/A로 

정의된다. 

(1) intermediate p1ate의 경 우 

CD crack depth (97.3%) 

(2) RTNDπ (65.1%) 

@ L1 RTNDT (60.8%) 

@ KIc (56.4%) 

@ cop야r content (55.5%) 

@ crack as야ct ratio (48.4%) 

r:]) KIa (13.3%) 

@ surface fluence (12.4%) 

<ID nicke1 content (9.1%) 

(2) upper 없i허 we1ding부위 의 경 우 

CD crack depth (96.3%) 

(2) L1 RTNDT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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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rack aspect ratio (60.6%) 

@ fu;, RTNDTO (49.7%) 

@ surface fluence (25.3%) 

@ copper content (24.6%) 

éD KIa (6.1%) 

@ nickel content (4.8%) 

(3) intenn어iate axial welding부 위 의 경 우 

CD crack depth (94.8%) 

(2) RTNDTO (71.5%) 

@ crack as야ct ratio (50.5%) 

@ L1 RTNDT (43.1%) 

@ KIc (31.6%) 

@ copper content (28.0%) 

éD nickel content (6.1%) 

@ surface fluence (4.4%) 

@ KIa (3.0%) 

(4) lower 없i떠 welding부위의 경우 

CD crack depth (94.6%) 

(2) L1 RTNDT (88.6%) 

@ crack aspect ratio (59.1%) 

@ RT NDTO (43.2%) 

@ KIc (34.5%) 

@ surface fluence (18.5%) 

éD nickel content (9.5%) 

@ co야ler content (6.7%) 

@ KIa (5.9%) 

이 결과를 F A VOR version 9401에서의 확률변수로서의 영향파 비교하여 보면 순서 

는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crack aspect ratio도 L1 RT NDT, crack depth, 

RTNDTO, KIc와 같이 확률변수로서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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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이상으로 PTS 하의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파손확률 계산 c여e언 FAVOR에 대하 

여 상세하게 절명하고 이를 이용하여 실제 예체에 대한 다양한 해석올 통하여 여러 확 

률변수들이 PTS하의 원자로 압력용기의 파손확률에 미치는 영향올 검토하여 보았으 

며 이에 대한 결론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PTS 하의 원자로 압력용기에 대한 파손확률 계산 code언 FAVOR의 구성， 기본 계 

산 방법， 입력 방법， 파손확률올 얻는 과정 둥올 예제와 더불어 정리하였다. 

(2) FAVOR에서 여러 변수들을 확정치 또는 확률변수로서 셜청하면서 PTS하의 압력 

용기 의 파손확률올 계산해 본 결과 initial crack depth, σack aspect ratio, LI RT NIYf, 

RTNDTO, Klc 둥이 파손확률에 미치는 확률변수로서의 영향이 큼올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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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률의 기초 

A.1. 확톨의 청의 

어떤 실험에서 특별한 사건의 확률은 그러한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전체 실혐의 비융 

올 의미한다. 

확률에 대한 표기는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사건 E가 생길 

확률올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P(E) 

A.2. 조건부 확톨(conditional probability) 

실혐의 결과에 관한 일부분의 정보를 이용하여 확률올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나， 추 

가적언 정보에 의해 그것올 다시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하는 확률은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이다. 즉， 하나의 사건 F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또 다른 사건 

E의 발생 확률올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 사건 F가 발생했올 때 E가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발쟁이 E와 F내의 점 즉， EF에 속하는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과 같 

다. 따라서 EF가 발쟁할 확률은 F의 확률에 대한 EF의 확률의 비와 같다. 이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EF) P(E|F) = 44딛:L.L 
P(F) (A.1) 

예를 들어 1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훌수의 눈이 나온다는 조건 하에 4보다 작은 눈 

이 나올 확률은 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P(훌수)= 융 

이고， 훌수이면서 4보다 작은 눈은 1과 3의 2가지 경우이므로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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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훌수 n4이하)= 옥 =1. 
6 3 

이므로 조건부 확률은 다음과 같이 된다. 

P(4이하|훌수) = ~ /! = 옥 3 '2 3 

A.3. 특립사상(independent events) 

일반적으로 F가 주어졌올 때 ， E의 조건부 확률 P(EIF) 는 E의 비조건부 확률 

P(E)와 같지 않다. 즉， F가 발생되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E의 발쟁 가능성올 

변화시킨다. 그러나 P(EIF) 와 P(E) 가 칼게 되는 경우 즉， F가 발쟁했다는 사실 

이 E가 발생할 확률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E와 F는 독립(independent)이라고 정의 

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석 (A.l)로부터 

P(EF) = P(E) P(F) (A.2) 

이면 E와 F는 독립임올 알 수 있다. 

1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 2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쩍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올 예로 들어 보면 2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P(2이하)= 요 -1. - 6 - 3 

이고，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P(확수)= 융 =J-6 2 

이며 2이하이면서 짝수의 눈은 2의 경우 뿐이므로 이 때의 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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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짝수 n2이하)= 융 

이므로 

P(짝수 n2이하) = P(짝수) P(2이하) 

올 만족하므로 식 (A.2)에 의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2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은 서로 독립이다. 

A.4. 확톨번수(random variable) 

확률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에 의해 결정된 수치에 관심이 있는 경우 이러한 실험의 

결과에 의해 결정된 양올 확률변수(random variable) i!} 한다. 예를 들어 2개의 주사위 

를 던지는 확률실험에서 각 주사위의 값에 관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주사위의 눈의 

합에 관심올 둔다면 두 주사위의 눈의 합올 확률변수로 젤정하게 된다. 또한 이렇게 

젤정된 확률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에 각각 확률올 할당시킬 수 있다. 즉， 확률변수 

X는 2부터 12까지의 정수값올 취하며 각 경우의 확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P(X=2) = P{ (1, l)} = -Jc 36 

P(X=3) = P{ (1, 2) , (2 , 1)} = 끽-36 

P(X=4) = P{(1, 3) , (2 , 2) , (3 ,1)} = 펴-36 

앞에서 예를 든 주사위의 경우와 같이 확률변수가 유한이거나 젤 수 있는 가능한 수 

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이 확률변수를 이산형 확률변수(discrete ranφm variable)라고 

하고， 사람의 수명과 같이 연속적언 값올 갖는 경우에는 연속형 확률변수(continuous 

random variable)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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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분포함수(distribution function) 

확률변수 X의 누적 분포함수(cumulative disσibution function) , 혹은 분포함수 

(distribution function) F는 실수 X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x) = P{X~x} (A.3) 

즉， F(x) 는 확률변수 X가 x보다 작거나 같은 값올 취할 확률이다. 

분포함수 F를 사용하면 X에 대한 모든 확률문제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P(a<X~b) 를 계산하고자 할 때， 사건 {X~b} 는 사건 {X~a} 와 {a<X~b} 의 합 

으로 나타낼 수 있고 

P(X~b) = P(X~a) + P(a<X~b) 

의 관계가 성립하므로 

P(a<X~b) = P(X~b) - P(X~a) 

= F( b) - F( a) 

로 나타낼 수 있다. 

A.6. 확톨힐 량함수(probabllity mass functlon) 

이산형 확률변수 X에 대한 확률칠량함수(probability mass function) p(a) 는 임의 

의 실수 a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φ(a) = P{X= a} 

확률칠량함수 p(a) 는 셀 수 있는 가능한 a값에 대해 양수의 값올 갖는다. 즉， X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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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2. X3. • • • 중 하나의 값이라면 

p(Xj) ) O. i = 1. 2. 3 •... 

p(Xj) = O. 그외 다른 값 

이 된다.X가 Xj값 중 하나의 값올 취하므로 

Z1P(Xi) = 1 

의 관계가 있다. 

A.7. 확톨 밑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lon) 

연속형 확률변수 X가 어떤 실수들의 집합 A에 대하여 

P(X eA) = fA f(찌& (A.4) 

의 성질올 만족하는 모든 실수 xe(-∞，∞)에서 정의된 옴이 아닌 함수 f(x) 가 존 

재할 때， 함수 f(x) 를 확률변수 X의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라 

정의한다. 

X는 구간내의 값올 취하므로 f(x) 는 

p{Xe(- ∞，∞)} = 1 = f-"""" f(x) dx 

를 만족해야 한다. 

이제 X에 대한 모든 확률문제는 f(x) 로 나타낼 수 있다. 위에서 A = [a. b] 이라 

면 식 (A찌에 의해 다음의 관계가 있음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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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s:.X s:. b} = Lb 
f(씨& 

누적분포함수 F()와 확률밀도함수 f( ) 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F( a) = P{ Xe(-∞ , a)} = f:'∞f(x) dx 

A.8. 곁 합룹포(Jointly distribution) 

확률변수 X와 Y의 결합누적 확률분포함수U이nt cumulative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는 다음파 같이 정 의 된다. 

F(x , y) = P{Xs:.x , Ys:.y} (A.5) 

만일 2차원 형변에 속하는 어떤 집합 B에 대해서 

P{ (X, Y)eB} = f f(x ψEBf(X， 끼 &ψ (A.6) 

의 성질올 갖는 함수 f(x， y) 가 존채하면 X와 Y는 결합적 연속(jointly 

continuous)이라 한다. 이 때， 함수 f(x， y) 를 X와 Y의 결합확률밀도함수(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라 한다. 

A.9. 척톨(moment) 

확률변수 X의 %차 적률은 다옴과 같이 정의된다. 

E[Xn] = ( 좋 xnp(씨， X가이산언경우 

1 J며xnf(x) dx, X가연속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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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þ(x) 는 이산형 확률변수의 확률질량함수이고 f(x) 는 연속형 확률변수의 확 

률밀도함수이다. 특허 X의 1차 적률 E[X] 를 X의 명균(m않n)이라고 하고 μ 또 

는 μx로 나타낸다. 또한， X의 2차 적률 E[X2 ] 은 다읍과 같이 X의 분산 

(variance) Var( X) 과 관련이 있다. 

VaκX) = E[X2 
] - (E[ X]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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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AVL의 입력 파일 예제 

8.1. A1 .1n 

GEOM IRAD=86.0 W=8.5 CLTH=0.156 
BASE K=24 C=0.12 RHO=489 E=댔)()() ALPHA =.0α)()(Ø)5 V=0.3 
CLAD K = 10 C=O.12 RHO=489 E=27α)() ALPHA=.Oα)()()앉)() V=0.3 
SFRE T=당50 

TIME TOT AL= 120..0 DT=5.0 
NHTH NC=2 

O. 500. 
120. 500. 

NTTH NT=12 
0.0 550.0 
2.0 469.0 
5.0 412.0 
7.0 361.0 

11.0 331.0 
16.0 300.0 
29.0 260.0 
45.0 235.0 
63.0 217.0 
87.0 205.0 

109.0 199.0 
120.0 190.0 

STRM PS=O BETA=O 
NPTH NP=13 

0.00 2.30 
0.25 2.10 
1.00 1.70 
1.75 1.25 
2.00 1.12 
3.00 1.10 
7.00 1.00 

17.00 0.90 
31.00 0.80 
44.00 0.70 
49.00 0.70 
50.00 1.70 

120.0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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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A2.in 

GEOM lRAD=86.0 W=8.5 CLTH=O.I56 
BASE K =24 C=0.12 RHO=489 E=28000 ALPHA=.α)()()아뼈 V=0.3 
CLAD K= lO C=0.12 RHO=489 E=27α)() ALPHA=.OOC뻐)900 V=0.3 
SFRE TO=5fl) 

TIME TOT AL= 120.0 DT=5.0 
NHTH NC=2 

O. 500. 
120. 500. 

NTTH NT=101 
STYL TINIT=또o TFINAL=I90 BETA=0.15 
STRM PS=O BETA=O.O 
NPTH NP=2 

0.00 1.0 
120.00 1.0 

8.3. A3.in 

GEOM IRAD=86.0 W=8.5 CLTH=O.I56 
BASE K=24 C=0.12 RHO=489 E=28000 ALPHA=.Oα뼈a>5 V=0.3 
CLAD K= lO C=0.12 RHO=489 E=27α)() ALPHA=.OOOOO99O V=0.3 
SFRE TO=5fl) 

TIME TOTAL=240.O DT=10.0 
NHTH NC=2 

O. 1α)(). 

장O. 1α)(). 

NTTH NT=I02 
STYL TINIT=많50 TLOW=I50 RATE=I00. 
STRM PS=O BET A=O 
NPTH NP=2 

0.00 1.0 
24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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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A4.in 

GEOM IRAD=86.0 W=8.5 CL TH=O.156 

BASE K=24 C=0.12 RHO=LU혔 E=28000 ALPHA=.OOα~뻐 V=0.3 

CLAD K=lO C예.12 RHO=489 E=27α)() ALPHA=.Oα)()()앉~ V=0.3 

SFRE TO=59J 

TIME TOT AL= 120.0 DT=5.0 

NHTH NC=2 
O. 500. 

120. 500. 
NTTH NT=101 
STYL TINIT=또o TLOW=l90 RATE=O.15 

STRM PS=40 BETA=120 

NfYfH NP=2 
0.00 1.0 

120.00 1.0 

8.5. A5.in 

GEOM IRAD=86.0 W=8.5 CL TH=O.l56 

BASE K=24 C=0.12 RHO=489 E=짧뼈 ALPHA=.α)()()뼈，5 V=0.3 

CLAD K=10 C=0.12 RHO=489 E=27'α)() ALPHA=.Oα)()()앉삐 V=0.3 

SFRE TO=59J 

TIME TOT AL= 120.0 DT=5.0 

NHTH NC=2 
O. 당)(). 

120. 500. 
NTTH NT=101 
STYL TINIT=550 TFINAL=l90 BETA=O.l5 

STRM PS=앉웠 PDT=13 

8.33 33.4 
16.7 31.7 
25.0 정.1 

33.3 24.0 
41.7 20.2 
50.0 16.9 
58.3 14.2 
00.7 12.0 
75.0 10.2 
83.3 8.7 
91.7 7.4 
100. 6.6 
120. 0.0 

NfYfH NP=2 
0.00 1.0 

120.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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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FAVP의 입력 파일 예제 

C.1. C1 .in 

CNTl NSIM=lα뻐)()(). CONV=5.0 REG=l AVG=l SIZE=l TlllST=l 
CNT2 FLWSTR=80. USKIA=200. IWPS=O 
STDV SDRTNDT=24 SKIC=O.l5 SKIA=O. lO SFLU=O.30 SCU=.없5 SNI=O.O SRTNDTO=17.0 
TCUR CURVE=l 
FLDS NPCRK=99 
PVAR IPARM=O 
NREG NSUB=l NMAJ=l 

* 
* SUB MAJOR SURFACE FLAW REGION 
*REGION REGION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RTNDT 
* NUM NUM (IN) (AR) CU NI (FLA W!FT**3) (FT**3) CORR RTNDTO(F) LP 

************************************************************************************ 
1 1 2.5 2.5 .20.65 0.008 0.73 1 10 1 

C.2. C2.in 

CNTl NSIM=1아X)()()(). CONV=5.0 REG=1 AVG=1 SIZE=1 TlllST=1 
CNl강 FLWSTR=80. USKIA=2oo. IWPS=O 
STDV SDRTNDT=24 SKIC=O.l5 SKIA=0.10 SFLU=O.30 SCU=.025 SNI=O.O SRTNDTO=17.0 
TCUR CURVE=1 
FLDS NPCRK=99 
PV AR IP ARM=O 
NREG NSUB=1 NMAJ=1 

* 
* SUB MAJOR SURFACE FLAW REGION 
*REGION REGION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RTNDT 
* NUM NUM (IN) (AR) CU NI (FLA W!FT**3) (FT**3) CORR RTNDTO(F) LP 

************************************************************************************ 
1 1 2.5 2.5 .20.65 1.00 1.00 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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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C3.in 

CNT1 NSIM=lαXXXlO. CONV=5.0 REG=l AVG=l SIZE=l TIllST=l 
CNT2 FLWSTR=80. USKIA=200. IWPS=O 
STDV SDRTNDT=24 SKIC=O.l5 SKIA=O.lO SFLU=O.30 SCU=.O똥 SNI=O.O SRTNDTO=17.0 
TCUR CURVE= 1 
FLDS NPCRK=99 
PV AR IPARM=O 
NREG NSUB=l NMAJ=l 

* 
* SUB MAjOR SURF ACE FLAW REGION 
*REGION REGION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RTNDT 
* NUM NUM (IN) (AR) CU NI (FLA W，π'T**3) (FT**3) CORR RTNDTO(F) LP 

************************************************************************************ 
1 1 2.5 2.5 .20.65 0.028 5.58 1 10 2 

C.4. C4.in 

CNT1 NSIM=lα뻐)()(). CONV=5.0 REG=l AVG=l SIZE=l TIllST=l 
CNT2 FLWSTR=80. USKIA=200. IWPS=O 
STDV SDRTNDT=24 SKIC=O.l5 SKIA=O.lO SFLU=O.30 SCU=.O잉 SNI=O.O SRTNDTO=17.0 
TCUR CURVE=l 
FLDS NPCRK=99 
PV AR IP ARM=O 
NREG NSUB=4 NMAj=l 

* 
* SUB MAJOR SURFACE FLAW REGION 
*REGION REGION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RTNDT 
* NUM NUM ON) (AR) CU NI (FLA W !FT**3) (FT**3) α)RR RTNDTO(F) LP 

************************************************************************************ 
1 1 2.5 2.5 .20.65 O.α~ 1.많)5 1 10 2 
2 1 2.5 2.5 .20.65 0.028 1.않갯5 1 10 3 
3 1 2.5 2.5 .20.65 0.028 1.395 1 10 2 
4 1 2.5 2.5 .20.65 0.028 1.395 1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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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C5.in 

CNT1 NSTh‘=2000000. CONVTOL=5.0 REG=O A VG=O SIZE=O TIDST=O 
CN1강 FLWSTR=g). USKIA=껑)(). IWPS=O 
STDV SDRTNDT=O SKIC=0.15 SKIA=0.10 SFLU=O.30 SCU=.025 SNI=O.O SRTNDTO=17.0 
TCUR CURVE=l 
FLDS NPCRK=6 
FLA W 0.125 0.83 
FLAW 0.250 0.99 
FLAW 0.500 0.9942 
FLAW 1.α)() 0.99461 
FLAW 1.500 O.앉)474 

FLAW 2.α)() O.앉웠99 

PVAR IPARM=l P1=2.0 P2=4.0 P3=6.0 P4=8.0 
NREG NSUB=l NMAJ=l 

* 
* SUB MAJOR SURFACE FLAW REGION 
*REGION REGION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RTNDT 
* NUM NUM (IN) (AR) CU NI (FLA W:깨T**3) (FT.*3) α)RR RTND’ro(F) LP 
****************.**************************************.** •••• *.*.***** •• ****** •• *** 

1 1 0.5 0.5 .30.75 0.028 0.73 1 10 1 

C.6. C6.in 

CNT1 NSIM=lαXlOOO. CONVTOL=6.0 REG=l AVG=l SIZE=l TIDST=l 
CNT2 FLWSTR=g). USKIA=200. IWPS=O 
STDV SDRTNDT=24 SKIC=0.15 SKIA=0.10 SFLU=O.30 SCU=.O껑 SNI=O.O SRTNDTO=17.0 
TCUR CURVE=l 
FLDS NPCRK=99 
PV AR IPARM =0 
NREG NSUB= l1 NMAJ= l1 

* 
* SUB MAJOR SURFACE FLAW REGION 
*REGION REGION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RTNDT 
* NUM NUM (IN) (AR) CU NI (FLA W !FT**3) (FT**3) CORR RTNDTO(F) LP 
*********.** ••• ************************.**************.***** •• * •• *.***.***** •• * •• *** 

1 1 2.5 2.5 .20.65 1.00 1.00 1 10 1 
1 1 1.25 1.25 .20.65 0.0잃 0.37 1 10 1 
2 2 1.85 1.85 .20.65 o.α~ 0.37 1 10 1 
3 3 1.45 1.45 .20.65 0.0:잃 0.37 1 10 1 
4 4 2.07 2.07 .20.65 0.028 5.58 1 10 2 
5 5 3.24 3.24 .20.65 0.028 0.73 1 10 1 
6 6 3.12 3.12 .20.65 0.028 0.73 1 10 1 
7 7 2.50 2.50 .20.65 o.α~ 0.73 1 10 1 
8 8 2.50 2.50 .20.65 o.α꼈 5.58 1 10 2 
9 9 1.42 1.42 .20.65 o.없8 0.37 1 10 1 

10 10 0.98 0.98 .20.65 0.028 0.37 1 10 1 
11 11 1.05 1.05.20.65 o.따8 0.37 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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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PFM 해석의 입력 및 출력 파일 

0.1. Input file for load analysls 

GEOM IRAD=86.0 W=8.5 CLTH=O.l56 

BASE K=24 C=0.12 RHO=489 E=용100 ALPHA=.Oαmα뾰 V=0.3 
CLAD K=10 C=0.12 RHO=489 E=271α)() ALPHA=.Oα)()()앉)() V=O.3 
SFRE TO=5fl) 

TIME TOTAL=120.0 DT=5.0 
NHTH NC=2 

O. 500. 
120. 당)(). 

NTTH NT=101 

STYL TINIT=또iO TLOW = 100 RATE=O.15 
STRM PS=40 BETA=120 
NPTH NP=2 

0.00 1.0 
120.00 1.0 

0.2. Input file for PFM analysis @ 

CNTl NSIM=lα뻐)()()(). CONVTOL=5.0 REG=l AVG=l SIZE=l T IllST=l 
CNT2 FLWSTR=80. USKIA=200. IWPS=O 
STDV SDRTNDT=24 SKIC=0.15 SKIA=0.10 SFLU=O.30 SCu=.o껑 SNI=O.α정 SRTNDTO=17.0 
TCUR CURVE=l • 
FLDS NPCRK=99 
PVAR IPARl\‘=0 
NREG NSUB=4 NMAJ=4 

* 
* 1 : intem빼iate plate 
* 2 : upper 없i려 weld 
* 3 : interm어iate axial weld 
* 4 : lower axial weld 

* 
* SUB MAJOR SURFACE FLAW REGION 
*REGION REGION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RTNDT 
* NUM NUM (IN) (AR) CU NI (FLA W IFT**3) (FT**3) CORR RTNDTO{F) LP 

************************************************************************************ 
1 1 3.00 3.00 .17.45 0.028 12.0 2 12 1 
2 2 1.25 1.25 .20.65 0.0잃 0.37 1 10 1 
3 3 2.50 2.50 .20.65 0.0잃 0.18 1 10 1 
4 4 0.98 0.98 .20.65 o.α~ 0.37 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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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Output flle of PFM analysis @ 

**************************************************************************** 
* * 
* F A VOR CODE - FRACTURE ANAL YSIS OF VESSELS: OAK RIDGE * 
* VERSION 9401 * 
* * 
* FRACTURE MECHANICS ANAL YSIS OF REACTOR PRESSURE * 
* VESSEL SUBJECTED TO PRESSURIZED-THERMAL SHOCK TRANSIENT * 
* * 
* F A VP - PROBABILISTIC FRACTURE ANAL YSIS * 
* * 
* ANY PROBLEMS OR QUESTIONS REGARDING THE USE OF * 
* THE FAVOR CODE CAN BE REFERRED TO * 
* * 
* TERRY DICKSON (615) 574-06fi) * 
*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 
* * 
**************************************************************************** 

FAVP INPUT DATASET NAME =ncL10.in 
FA VL LOAD DATASET NAME =a4.out 
FAVP OUTPUT DATASET NAME =ncL10a4.out 

MAXIMUM NUMBER OF VESSELS TO BE SIMULA TED 
PFM ANAL YSIS CONVERGENCE TOLERANCE % 
FLOW STRESS (KSI) - USED IN FA표URE ANAL YSIS= 
MAXIMUM V ALUE USED FOR KIa 

1α)()()oo() 

5.0 
80.0 

200.0 

DEFINITION OF 1 ST ANDARD DEVIA TION FOR SIMULATING 
THE FOLLOWING PARAME’fERS FROM A NORMAL DISTRIBUTION 

ERROR IN DRTNDT SHIFT CORRELATION (F) 
KIc ABOUT MEAN KIc CURVE 
KIa ABOUT MEAN KIa CURVE 
SURF ACE FLUENCE ABOUT MEAN V ALUE 
COPPER ABOUT MEAN V ALUE 
N1CKEL ABOUT MEAN V ALUE 
ERROR IN RTNDTO 

24.0 
0.15 
0.10 

0.300 
O.α정 

0.025 
17.0 

USING ASME BASED MEAN FRACTURE TOUGHNESS CURVES 

USING MARSHALL FLAW DEPTH DISTRIBUTION FUNCTION 

FLAW SIZE= 0.0앉삐 CDF= 0.691218 
FLAW S:Ü깅E= 0.2630 CDF= 0.914잃4 

FLAW S:Ü깅E= 0.4당~ CDF= 0.978739 
FLAW SIZE= 0.6706 CDF= 0.995:장꼈 

FLAW SIZE= 0.9036 CDF= 0.9댔'ß1 

FLAW SIZE= 1.1않5 CDF= O.앉뤘83) 
FLAW SIZE= 1.쟁73 CDF= O.얹뺑’71 

FLAW SIZE= 1.7갱2 CDF= 0.99!:꺼96 

- 105 -



“ 

FLAW S:U깅E= 2.0'검8 CDF= 1.αXXJOO 

NUMBER OF VESSEL SUBREGIONS 4 
NUMBER OF VESSEL MAJOR REGIONS= 4 

************************************************************ 

ECHO OF EMBRITTæMENT / FLAW TYPE / FLAW DISTRIBUTION MODEL 

************************************************************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1 

SURF 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 W!FT**3) (FT**3) 
SUBREGIONl 3.00 3.00 0.17 0.45 0.028 12.αm 

MAJOR BELTLINE REGION NUMBER 2 

SURF ACE FLAW SUBREG 

RTNDT RTNDTO FLAW 
CORR (F) GEOM 

2 12.0 1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RTNDT RTNDTO FLAW 
(IN)(AR) CU NI (FLAW，깨1**3) (FT**3) CORR (F) GEOM 

SUBREGION2 1.25 1.25 0.20 0.65 0.028 0.370 1 10.0 1 

MAJOR BEL TLlNE REGION NUMBER 3 

SURF 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W!FT**3) (FT**3) 
SUBREGION3 2.50 2.50 0.20 0.65 0.028 0.180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4 

SURF 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W!FT**3) (FT**3) 
SUBREGION4 0.98 0.98 0.20 0.65 0.0쩡 0.370 

RTNDT RTND’ro FLAW 
CORR (F) GEOM 

1 10.0 1 

RTNDT RTNDTO FLAW 
CORR (F) GEOM 

1 10.0 1 

************************************************************ 

PARAMETRIC VARlATION OPTION NOT SELECTED:IPARM=O 

************************************************************ 

************************************************************************** 
* FAVP 얀‘M GLOBAL SUMMARY: BASE CASE * 
************************************************************************** 

TOTAL NUMBER OF FLAWS IN MODEL= 0.362 

TYPE 1 WARM-PRESTRESS NOT CONSIDERED IN ANALYSIS 

PER CENT ERROR = 4.9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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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mÆBER OF T~S 앉핑081 

NlmÆBER OF SIMULA TED VESSELS 
NlmÆBER OF VESSEL wmCH INπ'IATE 
NlmÆBER OF VESSEL F A묘URES 
NlmÆBER OF VESSEL NONF A江URES
CONDITIONAL PROBABILITY OF INITIA 1‘ION 
CONDITIONAL PROBABILITY OF FA江URE

NlmÆBER OF SIMULA TED FLAWS 
ACTUAL SIMULATED FLAWS 
NlmÆBER OF INITIAL INITIA TIONS 
TOTAL NlmÆBER OF ARRESTS 
TOT AL NlmÆBER OF ST ABLE ARRESTS 

193C뻐)() 

1잃5 

1546 
앉}6535 

P (IlE) = 0.0010026 
P(FIE) = O.α100010 

앉}8001 

6앉뻐81 

1935 
5때 

않정 

************************************************************************** 
* FA VP MAJOR REGION Sm.α‘ARY: BASE CASE * 
************************************************************************** 

MAJ REGION SIMULA TED INITIAL ARRESTS F AILED FLA WS PER 
REG FLAWS FLAWS INITIATIONS TOTAL STABLE VESSELS FAILURE P(FIE) 
1 0.336 648315 1162 295 242 920 1.00 0.000477 
2 0.010 19953 191 69 56 135 1.00 0.000070 
3 O.α)5 CffI2 492 111 00 여2 1.00 0.000229 
4 0.010 20041 90 45 41 49 1.00 O.아JOO25 

************************************************************************** 
* AVERAGE VALUE OF K.EY PARAMETERS: BASE CASE * 
************************************************************************** 

INITIAL 
ALL INITIA TION FA표，URE 

ERRTN: o.α)() 1.703 1.804 
SCU 0.172 0.206 0.207 
SNI 0.464 0.537 0.538 
SFID : 2.양*i 3.야ì6 3.147 
SIZE : 0.163 0.374 7.576 
ERKIC: 1.αm 0.797 0.826 
KI 74.065 608.536 
TIME 24.196 ~.640 

TEMP 259.223 451.358 

************************************************************************** 
* FLAW SIZE SUMMARY: BASE CASE * 
************************************************************************** 

INITIAL NlmÆBER % OF NlmÆBER % OF INITIAL NlmÆBER %OF 
FLAW SIZE SIMULA TED TOT AL INITIA TED INITIA TIONS FAILED FA표URES 

0.085 482072 69.1 249 12.9 앓2 14.4 
0.263 155834 22.3 816 42.2 κj() 42.7 
0.458 45깥55 6.5 578 29.9 420 27.2 
0.671 11659 1.7 2ffi 10.6 169 10.9 
0.904 2626 0.4 69 3.6 5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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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당12 0.1 10 0.5 10 0.6 
1.월7 113 0.0 7 0.4 7 0.5 
1.742 17 0.0 1 0.1 1 0.1 
2.076 3 0.0 0 0.0 0 0.0 

************************************************************************** 
* TIME HlSTOGRAM OF FA江URES: BASE CASE * 
************************************************************************** 

TIME TRANSll씬T NUMBER OF %OF 
STEP TIME FA표URES FAILURES 
1 0.0 o. 0.0 
2 5.0 o. 0.0 
3 10.0 o. 0.0 
4 15.0 23. 1.5 
5 20.0 439. 28.4 
6 25.0 618. 40.0 
7 30.0 288. 18.6 
8 35.0 91. 5.9 
9 40.0 14. 0.9 

10 45.0 4. 0.3 
11 50.0 11. 0.7 
12 55.0 19. 1.2 
13 60.0 19. 1.2 
14 65.0 18. 1.2 
15 70.0 2. 0.1 
16 75.0 o. 0.0 
17 80.0 o. 0.0 
18 85.0 o. 0.0 
19 90.0 o. 0.0 
20 95.0 o. 0.0 
21 100.0 o. 0.0 
22 105.0 o. 0.0 
23 110.0 o. 0.0 
24 115.0 o. 0.0 
25 120.0 o.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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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Input file for PFM analysis @ 

CNT1 NSIM=1α뻐X뼈. CONVTOL=5.0 REG=1 AVG=1 SIZE=1 TIllST=1 
CNT깅 FLWSTR=OO. USKIA=200. IWPS=O 
STDV SDRTNDT=24 SKIC=O.l5 SKIA=O.lO SFLU=O.30 SCU=.O SNI=O.025 SRTNDTO=17.0 
TCUR CURVE=1 
FLDS NPCRK=99 

PVAR IPARl\‘=0 
NREG NSUB=4 NMAJ=4 

* 
* 1 피，tenn어iate plate 
* 2 : 뼈)ef 앓i머 weld 
* 3 : in따m어iate axi려 weld 
* 4 : lower 없ial weld 

* 
* SUB MAJOR SURFACE FLAW REGION 
*REGION REGION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RTNDT 
* NUM NUM (IN) (AR) CU NI (FLA W!FT**3) (FT**3) CORR RTNDTO(F) LP 

************************************************************************************ 
1 1 3.00 3.00 .17.45 O.따8 12.0 2 12 1 
2 2 1.25 1.25.20.65 0.028 0.37 1 10 1 
3 3 2.50 2.50 .20.65 0.0잃 0.18 1 10 1 
4 4 0.98 0.98 .20.65 0.0잃 0.37 1 10 1 

0.5. Output flle of PFM analysis @ 

**************************************************************************** 

* * 
* FAVOR CODE - FRACTURE ANAL YSIS OF VESSELS: 0와\. RIDGE * 
* VERSION 9401 * 

* * 
* FRACTURE MECHANICS ANAL YSIS OF REACTOR PRESSURE * 
* VESSEL SUBJ1깅따ED TO PRESSURIZED-THERMAL SHOCK TRANSIENT * 

* * 
* FA VP - PROBABILISTIC FRACTURE ANAL YSIS 

* 

* 
* 

* 

* 
* 
* 
* 
* 

ANY PROBLEMS OR QUESTIONS REGARDING THE USE OF 
’fHE FAVOR CODE CAN BE REFERRED TO 

* TERRY DICKSON (615) 574-06&) * 
* OAK RIDGE NATIONAL LABORA TORY * 

* * 
**************************************************************************** 

- 109 -



FAVP INPUT DATASET NAME =ncL40.in 
FA VL LOAD DATASET NAME =a4.out 
FA VP OUTPUT DATASET NAME =ncL 4Oa4.out 

MAXIMUM NUMBER OF VESSELS TO BE SIMULA TED 
PFM ANAL YSIS CONVERGENCE TOLERANCE % 
FLOW STRESS (KSD - USED IN F A江URE ANAL YSIS= 
MAXIMUM V ALlÆ USED FOR KIa 

1α뻐뻐)() 

5.0 
80.0 

200.0 

DEFINITION OF 1 ST ANDARD DEVIA TION FOR SIMULA TING 
THE FOLLOWING PARAME’fERS FROM A NORMAL DISTR田UTION

ERROR IN DRTNDT SIDFT CORRELATION (F) 
KIc ABOUT MEAN KIc CURVE 
KIa ABOUT MEAN KIa CURVE 
SURF ACE FLUENCE ABOUT MEAN V ALlÆ 
COPPER ABOUT MEAN V ALlÆ 
NICKEL ABOUT ~표AN VALlÆ 

24.0 
0.15 
0.10 

0.300 
o.α)() 

0.<125 
ERROR IN RTNDTO 17.0 

USING ASME BASED MEAN FRACTURE TOUGHNESS CURVES 

USING MARSHALL FLAW DEPTH DISTR田UTION FUNCTION 

FLAW S:U깃E= 0.0850 CDF= 0.691218 
FLAW SIZE= 0.2630 CDF= 0.914잃4 

FLAW SIZE= 0.4당예 CDF= 0.9787잃 
FLAW SIZE= 0.6706 CDF= o.앉}5299 

FLAW SI갚= O.얹)36 CDF= 0.9댔m 
FLAW SI찮=1.1많5 CDF= o.앉꼈83) 

FLA W SIZE= 1.4373 CDF= O.앉꼈971 

FLAW SIZE= 1.7갱2 CDF= o.앉꺼앉16 

FLAW SIZE= 2.0758 CDF= 1.αX뻐)() 

NUMBER OF VESSEL SUBREGIONS 4 
NUMBER OF VESSEL MAjOR REGIONS= 4 

************************************************************ 

ECHO OF EMBRITTLEM1퍼T / FLAW TYPE / FLAW DISTR田UTION MODEL 

************************************************************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1 

SURF ACE FLAW SUBREG 
FLlÆ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 W!FT**3) (FT**3) 
SUBREGION1 3.00 3.00 0.17 0.45 O.α꼈 12.αm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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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NDT RTND’ro FLAW 
CüRR (F) GEOM 
2 12.0 1 



SURF 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W!FT**3) (FT**3) 
SUBREGION2 1.25 1.25 0.20 0.65 O.α꼈 0.370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3 

SURF 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W!FT**3) (FT**3) 

SUBREGION3 2.50 2.50 0.20 0.65 O.α꼈 0.180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4 

SURF 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 W;π1**3) (FT**3) 

SUBREGION4 0.98 0.98 0.20 0.65 0.028 0.370 

RTNDT RTNDTO FLA W 
CORR (F) GEOM 
1 10.0 1 

RTNDT RTNDTO FLA W 
CORR (F) GEOM 

1 10.0 1 

RTNDT RTND’I'O FLAW 
CORR (F) GEOM 

1 10.0 1 

************************************************************ 

PA.RA1v뾰rruc V ARIA TION OPTION NOT SELECTED:IP ARM =0 

************************************************************ 

************************************************************************** 
* FAVP PF‘M GLOBAL SUM1‘ARY: BASE CASE * 
************************************************************************** 

TOT AL NUMBER OF FLAWS IN MODEL= 0.362 

TYPE 1 WARM-PRESTRESS NOT CONSIDERED IN ANALYSIS 

PER CENT ERROR = 4.앉뻐앉i2 

NUMBER OF TRIALS 12잃397 

NUMBER OF SIMULA TED VESSELS 341α)()() 

NUMBER OF VESSEL WlllCH INITIA TE 2α50 

NUMBER OF VESSEL FA江URES 1않8 

NUMBER OF VESSEL NONF A표URES 1231859 
CONDITIONAL PROBABILITY OF INITIA TION P(IIE) = O.OOC뼈12 
CONDITIONAL PROBABILITY OF FAILURE P(FIE) = O.αlO451O 

NUMBER OF SIMULATED FLAWS 
ACTUAL SIMULA TED FLAWS 
NUMBER OF INITIAL INITIA TIONS 
TOTAL NUMBER OF ARRESTS 
TOT AL NUMBER OF STABLE ARRESTS 

1앓3397 

1잃웠97 

2αi) 

600 
512 

************************************************************************** 
* FA VP MAJOR REGION SUMMARY: BASE CASE * 

************************************************************************** 

MAJ REGION SIMULA TED INITIAL ARRESTS F AILED FLA WS 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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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G FLAWS FLAWS 
1145699 

35416 
17202 
35080 

INITIATIONS TOTAL STABLE VESSELS FA요URE P(FIE) 
1 0.336 840 웠껑2 됐 1.00 0.000175 
2 0.010 299 120 99 200 1.00 O.()()(빠핑 

3 o.αE 769 192 112 657 1.00 0.000193 
4 0.010 142 69 59 83 1.00 0.000024 

************************************************************************** 
* AVERAGE VALUE OF KEY PARMI뾰rERS: BASE CASE * 
************************************************************************** 

INITIAL 
ALL R이TIATION FA묘URE 

ERRTN: o.αm 1.793 1.없혔 

SCU 0.172 0.188 0.188 
SNI o.뼈4 0.575 0.580 
SFID : 2.886 2.889 2.9π 

SIZE : 0.163 0.376 7.576 
ERKIC: 1.아m a염3 0.819 
KI 74.없7 005.253 
TIME 24.541 27.308 
TEMP 258.앓2 447.746 

************************************************************************** 
* FLAW SIZE SUMMARY: BASE CASE * 
************************************************************************** 

INITIAL 
FLAW SIZE 

0.085 
0.085 
0.263 
0.458 
0.671 
0.904 
1.158 
1.437 
1.742 
2.076 

~ER % OF 
SIMULATED TOTAL 

482072 69.1 
8많겠)5 69.1 
274앤4 22.3 
7앉~1 6.4 
20741 1.7 
4532 0.4 
943 0.1 
172 0.0 
45 0.0 
4 0.0 

NUMBER 
INITIA’rED 

249 
230 
877 
없8 

211 
66 
12 
5 
1 
0 

% OF n이TIAL 
INITIA TIONS 

12.9 
11.2 
42.8 
31.6 
10.3 
3.2 
0.6 
0.2 
0.0 
0.0 

~ER % OF 
FAlLED FA표URES 

222 14.4 
197 12.8 
640 41.6 
458 29.8 
168 10.9 
57 3.7 
12 0.8 
5 0.3 
1 0.1 
o 0.0 

************************************************************************** 
* TThιE HlSTOGRAM OF FA표URES: BASE CASE * 
************************************************************************** 

TIME TRANSIENT ~EROF %OF 
STEP TIME FAILURES FAILURES 

1 0.0 o. 0.0 
2 5.0 o. 0.0 
3 10.0 o. 0.0 
4 15.0 30. 2.0 
5 20.0 375. 24.4 
6 25.0 614. 39.9 
7 30.0 324. 21.1 
8 35.0 88. 5.7 
9 40.0 1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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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5.0 2. 0.1 
11 50.0 14. 0.9 
12 55.0 33. 2.1 
13 60.0 Zl. 1.8 
14 65.0 15. 1.0 
15 70.0 2. 0.1 
16 75.0 O. 0.0 
17 80.0 O. 0.0 
18 85.0 O. 0.0 
19 90.0 O. 0.0 
20 95.0 O. 0.0 
21 100.0 O. 0.0 
22 105.0 O. 0.0 
23 110.0 O. 0.0 
24 115.0 O. 0.0 
25 120.0 O. 0.0 

0.6. Input file for PFM analysis @ 

CNT1 NSIM=lαXXJOOO. CONVTOL=5 REG=l AVG=l SIZE=l TIDST=l 
CNT2 FLWSTR=80. USKIA=æD. SIMASPECT=l KARRST=앉웠 IIDGOR=O 
WELD SDRTNDT=24.0 scu=o.o똥 SNI=O.025 SRTNDTO=17.0 
PLAT SDRTNDT=17.0 SCU=O.025 SNI=O.025 SRTNDTO=22.5 
GENR SFLU=O.:I> SKIC=O.15 SKIA=O. lO 
TCUR CURVE=l 
FLDS NPCRK=99 
PV AR IPARM=O 
NREG NSUB=4 NMAJ=4 

* 
* 1 : interm어iate plate 
* 2 : upper axial weld 
* 3 : in따mediate a입려 weld 
* 4 : lower 없ial weld 

* 
* SUB MAJOR SURFACE FLAW REGION 
*REGION REGION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RTNDT 
* NUM NUM (IN) (AR) cu NI (FLA W!FT**3) (FT**3) CORR RTNDTO(F) LP 

************************************************************************************ 
1 1 3.00 3.00 .17.45 0.028 12.0 2 12 1 
2 2 1.25 1.25 .20.65 0.0잃 0.37 1 10 1 
3 3 2.50 2.50 .20.65 0.0껑 0.18 1 10 1 
4 4 0.98 0.98 .20.65 0.0잃 0.37 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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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Output file of PFM analysis @ 

**************************************************************************** 
* * 
* F A VOR CODE - FRACTURE ANAL YSIS OF VESSEI.5: OAK RIDGE * 
* VERSION 앉m * 
* * 
* FRACTURE MECHANICS ANAL YSIS OF REACTOR PRESSURE * 
* VESSEL SUBJECTED TO PRESSURIZED-THERMAL SHOCK TRANS표~T * 
* * 
* F A VP - PROBABILISTIC FRACTURE ANAL YSIS * 
* 
* 
* 
* 
* 
* 
* 

ANY PROBLEMS OR QlÆSTIONS REGARDING THE USE OF 
THE FAVOR CODE CAN BE REFERRED TO 

* 
* 
* 

TERRY DICKSON (615) 574-(){필〕 

O와( RIDGE NATIONAL LABORATORY 

* 
* 
* 
* 

**************************************************************************** 

FAVP INPUT DATASET NAME =nc5_10.in 
FA VL LOAD DATASET NAME =a4.out 
FA VP OUTPUT DATASET NAME =nc5_lOa4.out 

MAXIMUM NUMBER OF VESSELS TO BE SIMULA TED 
PFM ANAL YSIS CONVERGENCE TOLERANCE % 
FLOW STRESS (KSI) - USED IN F A江URE ANAL YSIS= 
MAXIMUM V ALUE USED FOR KIc 뻐d KIa 

1α%뻐)() 

5.0 
80.0 

200.0 

DEFIN1TION OF 1 ST ANDARD DEVIA TION FOR SIMULATING 
THE FOLWWING PARAMETERS FROM A NORMAL DISTRIBUTION 

1 SIGMA IN DRTNDT SlllFT CORRELATION-WELD(F) = 
1 SIGMA IN DRTNDT SlllFT CORRELATION-PLATE(F)= 
KIc ABOUT MEAN KIc CURVE 
KIa ABOUT MEAN KIa CURVE 
1 SIGMA SURF ACE FLUENCE (FRACTION OF MEAN) 
1 SIGMA COPPER - WELD 
1 SIGMA COPPER - PLA TE 
1 SIGMA NICKEL - WELD 
1 SIGMA NICKEL - PLA TE 
1 SIGMA RTNDTO - WELD 
1 SIGMA RTNDTO - PLA TE 

24.0 
17.0 

0.15 
0.10 

0.300 
0.0정 

0.025 
0.0똥 

0.0정 

17.0 
22.5 

USING ASME BASED l\J모AN FRACTURE TOUGHNESS CURVES 

USING MARSHAll FLAW DEPTH DISTRIDUTION FUNCTION 

FLA W SIZE= 0.1잃3 CDF= 0.418028 
FLA W SIZE= 0.2667 CDF= 0.661309 
FLAW SI갚= 0.4α)() CDF= 0.8021쟁l 
FLAW SIZE= α5333 CDF= O.앉핑e88 

FLAW SIZE= o.앙}67 CDF= 0.9않~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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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 W SIZE= 0.8α)() CDF= 0.961148 

FLA W SIZE= 0.9333 CDF= 0.9π389 

FLAW SIZE= 1.아YJ7 CDF= 0.9앉혔41 

FLA W SIZE= 1.2000 CDF= 0.992342 

FLAW SIZE= 1.잃33 CDF= 0.99끊43 

FLA W SIZE= 1.4667 CDF= 0.997406 

FLA W SIZE= 1.6α)() CDF= o.앉쨌491 

FLA W SIZE= 1.7앓3 CDF= 0.999122 

FLA W SIZE= 1.8667 CDF= o.앉웠489 

FLAW SÚ쪼= 2.0α)() CDF= o.앉핑702 

NUMBER OF VESSEL SUBREGIONS 4 

NUMBER OF VESSEL MAJOR REGIONS= 4 

************************************************************ 

ECHO OF EMBRITTLEMENT I FLAW TYPE I FLAW DISTRIBUTION MODEL 

************************************************************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1 

SURF 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 W:까'1**3) (FT**3) 

SUBREGIONl 3.00 3.00 0.17 0.45 0.0잃 12.아m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2 

SURF 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W:π;‘T**3) (FT**3) 

SUBREGION2 1.25 1.25 0.20 0.65 0.028 0.370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3 

SURF 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W!FT**3) (FT**3) 

SUBREGION3 2.50 2.50 0.20 0.65 0.028 0.180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4 

SURF 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W!FT**3) (FT**3) 

SUBREGION4 0.98 0.98 0.20 0.65 0.028 0.370 

RTNDT RTNDTO FLAW 

CORR (F) GEOM 

2 12.0 1 

RTNDT RTNDTO FLAW 

CORR (F) GEOM 

1 10.0 1 

RTNDT RTNDTO FLAW 

CORR (F) GEOM 

1 10.0 1 

RTNDT RTNDTO FLA W 

CORR (F) GEOM 

1 10.0 1 

************************************************************ 

P ARAMETRIC V ARIATION OPTION NOT SELECTED:IP AR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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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FA VP PFM GLOBAL SUMMARY: BASE CASE * 

************************************************************************** 

TOT AL NUMBER OF FLAWS IN MODEL= 0.362 

PER CENT ERROR = 4.989604 

NUMBER OF TRIALS 419572 

NUMBER OF SIMULATED VESSELS 

NUMBER OF VESSEL wmCH INITIATE 

NUMBER OF VESSEL F AILURES 

NUMBER OF VESSEL NONFA1LURES 

CONDITIONAL PROBABILITY OF INITIATION 

CONDITIONAL PROBABILITY OF F A표URE 

NUMBER OF SIMULA TED FLAWS 

ACTUAL SIMULATED FLAWS 

NUMBER OF INITIAL INITIATIONS 

TOTAL NUMBER OF ARRESTS 

TOTAL NUMBER OF STABLE ARRESTS 

11앉뻐m 

웠42 

1541 
418031 

POIE) = 0.0않끊2 

P(FIE) = 0.001잃84 

419572 
419572 
잃42 

1593 
1401 

*************************************************************************** 
* FA VP MAJOR REGION SUMMARY: BASE CASE * 

*************************************************************************** 

MAJOR REG SIMULATED n이TIAL 

RANK REG FLA WS FLA WS INITITATIONS 

1 1 O.잃6 않혔1357 1896 

2 3 0.005 60잃 많4 

3 2 0.010 12114 305 

4 4 0.010 12075 157 

ARRESTS 
TOTAL STABLE 

1076 987 
230 155 
175 152 
112 107 

F따LED 

VESSELS P(FIE) 

앉)9 0.00078362 
429 0.00036앉ß 

153 0.00013190 
50 0.00004310 

*************************************************************** ••••••• * •••• 
* A VERAGE V ALUE OF KEY PARAMETERS: BASE CASE * 

**.*****.* •• *.**.** •••• ******************************** •• *******.***.*.**** 

INITIAL 
ALL R‘.J1TIA TION F AILURE 

ERR1、N: O.α)() 1.512 1.781 

SCU 0.172 0.202 0.207 

SNI 0.464 0.527 0.539 

SFID : 2.양% 3.044 3.182 

SIZE : 0.318 0.597 7.595 

E빠uc 1.아m O.앓4 0.850 

KI 78.731 222.잃8 

TIME 23.311 27.550 

’rEMP 274.095 4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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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A W SIZE SUMMARY: BASE CASE * 
*************************************************************************** 

INITIAL NUMBER % OF NUMBER % OF I1'‘ITIAL NUMBER %OF 
FLAW SIZE SIMULA TED TOT AL INITIA TED I1'‘ITIATIONS FAILED FAll..URES 

0.133 175얹)8 41.9 223 7.6 183 11.9 
0.267 101719 24.2 461 15.7 잃3 22.9 
0.400 59203 14.1 539 18.3 321 20.8 
O.많3 잃627 8.3 486 16.5 246 16.0 
0.667 2α)g7 4.8 364 12.4 161 10.4 
0.800 11641 2.8 299 10.2 113 7.3 
0.933 6807 1.6 191 6.5 55 3.6 
1.067 4아i3 1.0 159 5.4 55 3.6 
1.200 2376 0.6 94 3.2 26 1.7 
1.잃3 1417 0.3 59 2.0 14 0.9 
1.467 π9 0.2 28 1.0 7 0.5 
1.αm 464 0.1 17 0.6 1 0.1 
1.733 정3 0.1 10 0.3 2 0.1 
1.867 144 0.0 7 0.2 2 0.1 
2.αm 84 0.0 5 0.2 2 0.1 

*************************************************************************** 
* TIME H1STOGRAM OF F AILURES: BASE CASE * 
*************************************************************************** 

TIME TRANS모NT NUMBER OF %OF 
STEP TIME FAll..URES FAILURES 
1 0.0 O. 0.0 
2 5.0 O. 0.0 
3 10.0 O. 0.0 
4 15.0 24. 1.6 
5 20.0 393. 25.5 
6 25.0 573. 37.2 
7 30.0 ~. 18.8 
8 35.0 126. 8.2 
9 40.0 50. 3.2 

10 45.0 17. 1.1 
11 50.0 1. 0.1 
12 55.0 30. 1.9 
13 60.0 16. 1.0 
14 65.0 19. 1.2 
15 70.0 2. 0.1 
16 75.0 O. 0.0 
17 80.0 O. 0.0 
18 85.0 O. 0.0 
19 90.0 O. 0.0 
20 95.0 O. 0.0 
21 100.0 O. 0.0 
22 105.0 O. 0.0 
23 110.0 O. 0.0 
24 115.0 O. 0.0 
25 120.0 O. 0.0 

FLAW GEOlv많rR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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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W GEOMETRY SIMULA TED FLA WS INITIATED FLA WS 

1 1여õl9 7'2JJ 
12 104747 1526 
16 104앉55 241 

110 105191 455 
2 0 0 

22 0 0 
26 0 0 

210 0 0 
3 0 0 

32 0 0 
36 0 0 

310 0 0 

0.8. Input file for PFM analysis @ 

CNT1 NSIM=1αX>OOOO. CONVTOL=5 REG=1 AVG=1 SIZE=1 TIDST=1 
CNT2 FLWSTR=80. USKIA=200. SIMASPECT=1 KARRST=앉웠 IRIGOR=O 
WELD SDRTNDT=24'O SCU=O.025 SN1=O.O SRTNDTO=17.0 
PLAT SDRTNDT=17.0 SCU=O.OO5 SNI=O.O SRTNDπ'0=22.5 

GENR SFLU=O.3l SKIC=0.15 SKIA=0.10 
TαJR CURVE=1 
FLDS NPCRK=99 
PV AR IP ARM=O 
NREG NSUB=4 NMAJ=4 

* 
* 1 : interm어iate plate 
* 2 : 빠>er 없i떠 weld 
* 3 : int얹m어iate axial weld 
* 4 : lower 앓ial weld 

* 
* SUB MAJOR SURFACE FLAW REGION 
*REGION REGION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RTNDT 
* NUM NUM (IN) (AR) cu N1 (FLA W!FT**3) (FT**3) CORR RTNDTO(F) LP 

************************************************************************************ 
1 1 3.00 3.00 .17.45 0.028 12.0 2 12 1 
2 2 1.25 1.25.20.65 0.0잃 0.37 1 10 1 
3 3 2.50 2.50 .20.65 0.028 0.18 1 10 1 
4 4 0.98 0.98 .20.65 0.0잃 0.37 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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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Output flle of PFM analysis @) 

**************************************************************************** 

* * 
* FAVOR CODE - FRACWRE ANALYSIS OF VESSEI.s: OAK RIDGE * 
* VERSION 앉501 * 

* * 
* FRACTURE MECHANICS ANAL YSIS OF REACTOR PRESSURE * 
* VESSEL SUB]ECTED TO PRESSURIZED-THERMAL SHOCK TRANsn파T* 

* * 
* F A VP - PROBABILISTIC FRACWRE ANAL YSIS * 

* 
* * 

* ANY PROBLEMS OR QlÆSTIONS REGARDING THE USE OF 
THE FAVOR CODE CAN BE REFERRED TO * * 

* * 
* 
* 

TERRY DICKSON (615) 574-06&) 

OAK RIDGE NATIONAL LABORA TORY 
* 

* 
* 
* 

**************************************************************************** 

FA VP INPUT DATASET NAME =nc5_50.in 
FA VL LOAD DATASET NAME =a4.out 
FA VP OUTPUT DATASET NAME =n녕，_50a4.out 

MAXIMUM NUMBER OF VESSELS TO BE SIMULATED 
PFM ANAL YSIS CONVERGENCE TOLERANCE % 
FLOW STRESS (KSI) - USED IN FA표URE ANAL YSIS= 
MAXIMUM V ALUE USED FOR KIc 때d KIa 

1αJOOOOO 

5.0 
80.0 

200.0 

DEFINITION OF 1 ST ANDARD DEVIA TION FOR SIMULA TING 
THE FOLLOWING PARAMETERS FROM A NORMAL DISTR田UTION

1 SIGMA IN DRTNDT SlllFT CORRELATION-찌π~D(F) = 
1 SIGMA IN DRTNDT SlllFT CORRELATION-PLATE(F)= 
KIc ABOUT MEAN KIc CURVE 
KIa ABOUT MEAN KIa CURVE 
1 SIGMA SURF ACE FLUENCE (FRACTION OF MEAN) 
1 SIGMA COPPER - WELD 
1 SIGMA COPPER - PLA TE 
1 SIGMA NlCKEL - WELD 
1 SIGMA NlCKI표 - PLATE 
1 SIGMA RTNDTO - WELD 
1 SIGMA RTNDTO - PLA TE 

24.0 
17.0 

0.15 
0.10 

0.300 
0.025 
o.α￡ 

o.αm 
o.아xl 

17.0 
22.5 

USING ASME BASED Ml않N FRACWRE TOUGHNESS CURVES 

USING MARSHALL FLAW DEPTH DISTRffiUTION FUNCTION 

FLA W SIZE= 0.1333 CDF= 0.418028 
FLAW SI갚= 0.2667 CDF= 0.661300 
FLA W SIZE= 0.4αxl CDF= 0.8α깅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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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 W SIZE= 0.5앓3 CDF= o.잃당쨌 

FLA W SIZE= 0.6667 CDF= O.잃앓41 

FLAW SIi꺼E= 0.8α)() CDF= 0.961148 
FLAW SIZE= 0.9앓3 CDF= 0.97겸89 

FLA W SIZE= 1.아m CDF= o.잃6841 

FLA W SIZE= 1.2000 CDF= 0.99앓42 

FLA W SIZE= 1.잃33 CDF= o.앉표43 

FLAW SIi깅E= 1.4667 CDF= 0.997406 
FLAW SI갚= 1.6α)() CDF= O.앉핑491 

FLAW Slí깃E= 1.7잃3 CDF= O.앉)9122 

FLA W SIZE= 1.8667 CDF= O.앉쟁489 

FLA W SIZE= 2.이)()Q CDF= O.앉뤘702 

NUMBER OF VESSEL SUBREGIONS 4 
NUMBER OF VESSEL MA]OR REGIONS= 4 

************************************************************ 

ECHO OF EMBRITTLEMENT / FLAW TYPE / FLA W DISTRlBUTION MODEL 

************************************************************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1 

SURF 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W!FT**3) (FT**3) 
SUBREGIONl 3.00 3.00 0.17 0.45 O.없8 12.αm 

MA]OR BEL TLINE REGION NUMBER 2 

SURF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W!FT**3) (FT**3) 
SUBREGION2 1.25 1.25 0.20 0.65 0.028 0.370 

MAJOR BELTLINE REGION NUMBER 3 

SURF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W!FT**3) (FT**3) 
SUBREGION3 2.50 2.50 0.20 0.65 0.0쟁 0.180 

MAJOR BEL TLINE REGION NUMBER 4 

SURFACE FLAW SUBREG 
FLUENCE CHEMISTRY DENSITY VOLUME 

(IN)(AR) CU NI (FLA W!FT**3) (FT**3) 
SUBREGION4 0.98 0.98 0.20 0.65 0.028 0.370 

RTNDT RTNDTO FLAW 
CORR (F) GEOM 

2 12.0 1 

RTNDT RTNDTO FLAW 
CORR (F) GEOM 

1 10.0 1 

RTNDT RTNDTO FLAW 
CORR (F) GEOM 

1 10.0 1 

RTNDT RTNDTO FLAW 
CORR (F) GEOM 

1 10.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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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RIC VARlATION OPTION NOT SELECTED:IPARM=O 

************************************************************ 

************************************************************************** 
* FAVP PF1‘ GLOBAL SUMMARY= BASE CASE * 
************************************************************************** 

TOT AL NUMBER OF FLA WS IN MODEL= 0.362 

PER CENT ERROR = 4.991465 

NlmÆBEROF TRIALS 
NlmÆBER OF SIMULA TED VESSELS 
NlmÆBER OF VESSEL wmCH INITIA’rE 
NlmÆBER OF VESSEL FA표，URES 

452125 
1250αm 

3069 
1540 
450장정 NlmÆBER OF VESSEL NONF AILURES 

CONDITIONAL PROBABILITY OF INITIATION 
CONDITIONAL PROBABILITY OF FA江URE

P(IlE) = 0.0024552 
P(FIE) = 0.00123:갱O 

NlmÆBER OF SIMULA TED FLAWS 
ACTUAL SIMULATED FLAWS 
NlmÆBER OF INITlAL INITIATIONS 
TOT AL NUMBER OF ARRESTS 
TOTAL NUMBER OF STABLE ARRESTS 

452125 
452125 
3069 

1719 
1529 

*************************************************************************** 
* FA VP MAJOR REGION StThα1ARY: BASE CASE * 
*************************************************************************** 

MAJOR REG SIMULA TED INITlAL 
RANK REG FLA WS FLA WS INITITATIONS 
1 1 O.잃6 41앉W 1963 
2 3 O.α~ æ70 ~ 

3 2 0.010 13031 350 
4 4 0.010 12897 173 

ARRESTS 
TOTAL STABLE 

1159 1(173 
224 149 
215 193 
121 114 

F와LED 

VESSELS P(FIE) 
앉}() 0.00011200 
월4 0.00034’720 
157 0.00012닷ìO 

59 0.00004720 

*************************************************************************** 
* A VERAGE V ALUE OF KEY PARAMETERS: BASE CASE * 
*************************************************************************** 

INITIAL 
ALL INITIATION FA표，URE 

ERRTN: O.αm 1.522 1.817 
SCU 0.172 0.203 0.208 
SNI 0.464 0.522 0.534 
SFID : 2.887 3.030 3.158 
SIZE : 0.319 0.600 7.많E 

E빠ac: 1.αm O.앓2 0.849 
KI 78.852 222.944 
TThιE 23.172 27.많5 

- 121 -



TEMP 'Xl4.æ3 446.떠4 

*************************************************************************** 
* FLAW SIZE SUMMARY: BASE C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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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ME IllSTOGRAM OF F AILURES: BASE CA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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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FAILURES 

0.0 
0.0 
0.0 
1.8 

24.2 
40.5 
16.7 
7.6 
3.4 
1.0 
0.4 
2.1 
1.2 
0.8 
0.4 
0.0 
0.0 
0.0 
0.0 
0.0 
0.0 
0.0 
0.0 
0.0 



25 120.0 O. 0.0 

FLA W GEOMETRY DISTRIBUTION 
FLAW GEOMETRY SIMULA TED FLAWS INITIA’rED F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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