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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안전주압펌프설의 경우 상부총

180초 사이에 400°C 이상으로 최고

이 때 4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

6 0 1: 王므L
..J-L.. --, ι

본 보고서에서눈 원전의 주요 화재구역을 대상으로 화재모텔링 코드인

CFAST(Consolidated model of Fire growth 머1d Smoke Tr anspor t )를 사용하여 구역

내 상부 가스층 온도 변화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파를 토대로 구역 내 상부 케이블

의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케이블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화재구역

의 조건부 노섬손상확률(Conditional Core Damage Probability: CCDP)를 계산하여

기존의 CCDP 값과 비교하였다.

분석 대상 화재구역은 고압안전주입펌프실 AlB, 저압안전주입펌프실 AlB, 격납건물
살수펌프실 AlB 빚 모터구통 보조급수펌프실 AlB이며， 먼저 고압안전주입펌프실을

대상으로 CFAST 압력 변수를 최적화 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화 변수 결

과를 바탕으로 상기 화재구역에 대한 케이블 건전성 평가 벚 CCDP 제산을 수행하였

다. 또한 Zone Model 인 CFAST 결과와 Field Model 인 FDS(Fire Dynamic Simulator)
결과와의 비교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압안전주입펌프실을 대상으로 FDS를 이용

하여 상부층 가스온도 변화를 분석하고 케이블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CFAST 최작 입력 변수 설정 결파에 의하면 수행한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현실

적인 조건은 Constrained Fi re , Lower Oxygen Limt 10% , Radiat i ve Fract ion 0.3
그리고 방화문이 닫힌 상태임이 결정되었다.

CFAST를 이용한 주요 화재구역을 분석한 결과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60초애서

온도는 약 434°C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약 25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압안전주입펌프실의 경우 상부증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80초에서

205초 사이에 4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463°C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때 4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25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격납건물살수펌프실의 경우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60초에서 195초 사

이에 4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461°C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4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25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모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실의 경우 상부층 가스 온도는 화재 받생 개 λl

후 약 110초에서 140초 사이에 2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249°C 정도 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 때 2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30초 정도인 것으로 확얀

되였다.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상부층 온도에 따른 상부층에 위치한 케이블의 건전성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애서 발간한 "Fire Protect ion Significance Determinat ion Process(SDP)" 자료 맞

미국 전력연구원 (EPR!)에사 발간한 “ Fire PRA Implementation Guide"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 건천성 여부는 본문에 기술띈 바와 감이 총 8개의 화재구역의 상부 커1 이

블이 건전성을 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압안잔주엽펌프살윤 매상으로 Field Model 중 FDS를 사용하여 상부 가스층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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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한 결과어l 의하면， 설지된 열전대어l 측정된 최고온도는 148초에 A4위치의

지점에서 38 1. 8°C 를 기록하였으며 , 각 부분에서 ZOO°C 이상이 유지되는 시간은 A1에서

39초， B4에서 73초， C1에서 56초， D1에서 61초로 나타났다. CFAST겸과와 마찬가지로 상

부 케이블의 건전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였다.

따라서 CFAST 및 FDS 결과를 화재 위험도평가에 활용할 시 기존 화재 위험도 평가

결과꾀다 현실적이고 불확실성이 감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었였으며 , 좀 더 정확한

상부 가스층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Zone Model 보다는 FDS와 같은 Field Model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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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l 장 서 론

원자력 밤전소에서의 화재사건은 원자로 정지를 유받함과 동시에 얀전 정지 또는

사고 완화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기기를 동시에 손상시킬 수 었어 원자력 발전

소의 얀전성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았디. 아러한 화개사건의 특성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화재방호는 화재의 위험과 이로 인한 안전 관련 기기의 영

향을 고려하여 심층방어개념으로 설계하고 았으며 발전소는 이러한 심층방어 개념

이 적절히 유지될 수 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 건설 및 운영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재는 점화원과 가연성 물질

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라면 언제라도 발생이 가능하며 원자력 발전소도 예외가 아

니어서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EPRD에서 발행한 미국 원전의 화재경

험 데이터인 NSAC-178L [l]에 의하면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된 잠재적인 위혐이

내재되어 았는 화재가 10년의 원자로 운전 연수에 약 3.6회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았다. 비록 대다수악 화재사건이 발전소 안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소규

모 화재였으나 일부 사건은 발전소 안전성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사

건이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재사건의 중요성은 설제 경험뿐만 아니라 국내외 원자력발전

소에 매한 화재사건 분석을 통하여 인식되고 았는 사항이며， EPR! 화재겸험 데이

터에서 언급되고 있는 발전소들에 비하여 보다 강화된 화재방호 기준을 설계 단계

에서부터 반영한 표준 윈전의 경우에 있어서도 화재사건 분석 결과에 의하면 원전

에서의 화재사건은 결코 무시할 수 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전 화재방호의 중요성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고유의 화

재사컨에 의한 노섬손상빈도를 계산하고 섣계 취약점에 대해서는 설계 개선 대안

을 제시하기 위하여 화재 PSA(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를 수행한다. 일

반적으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전출력 운전시의 화재사건 분석은 화지1 PSA
방법론을 사용하며 이는 EPR!의 Fire PRA Implementation Guide [2]와 비교할 때

분석 파정상의 차이는 았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화재사건 분석시 각

화재구역별로 화재로 인해 변화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발생 가

능한 화재 사고의 특성과 결과를 화재발생， 성장 그라고 전파 등의 항목으모 정성

적얀 모델을 구측하여야 하며， 발전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기의 주변

시간별 온도 및 열량 변화를 모사하여야 한다.

현재 세계석으로 위험도 정보/성능기반 화재 방호 프보그램을 수행하기 워하여 발

생 가능한 화재 사고의 특성과 결과를 화재 발생， 성장 그리고 전파 등의 항목으

로 정성적인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화재 모델을 개발 중이거나 기존의 화개모델

의 능력을 재평가하고 였다.

일반적으로 화재 모텔는 전산유체역학 모텔(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adej)과 Zone Model 두 가지로 분류되며 , 많은 응용분야에서 Zone Model은 화

재 PSA와 화재 위험도 평가(Fire Hazard Assessment: FHA)에 일부 사용된 바도

있으나， 전산 코드의 입증 문제와 그 결과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부족한 관계로

응용시 제약이 였였다. 그러나 NRC 주관으로 진행된 화재 모델링코드의 입증 관

련 연구에서 Zone :Model의 신뢰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됨으로써 앞으토 화재

PSA에 많이 이용띨 수 았으리라 판단되며， 이라한 결정론적 분석의 결과로부터

발생 가능한 화지l 의 결.i'l가 대상물들이l 어떠한 파해를 줍 수 았는지 판단할 수 있

으므로 화재 PSA에서도 화재 모델링코드 사용의 펠요성이 요구되고 였는 상황이

l



다 [3] .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재 원잔 화재구역인 안전 펌프실을 대상으로 화재모텔

링 코드 CFAST의 주요 입력 변수에 따른 겹과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을 토대로 화재 PSA에 그 결과를 반영할 시 원전의 화재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Jl.자 하였다. 또한 고압안선주입펌프실을 대상으로

Zone Model <d CFAST와 Field Model인 FDS(Fire Dynamic Simulator)의 결과를

비교 평가하였다. 향후 화재 PSA 수행 사 본 보고서익 결과를 토대로 각 화재구

역익 화재 발생， 성장 빚 전파를 보다 현실적으로 모의함으로써 화재 PSA 결과값

안 각 화재구역의 노심손상확률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2 장 CFAST 변수 분석

현재까지 다수의 Zone Model이 개발되었으나 현재 가장 대표적인 모델은 미국

NIST Building Fire Research Lab.에서 배포하고 있는 CFAST(Consolidated
model of Fire growth And Smoke Transport)라고 할 수 였다. 이 모텔은 기존

Zone Model을 통합하여 정별도를 향상시키고 부가적 기능을 첨부하였￡며， 사용

자 환경을 개선한 FASTLite 빚 FAST 모델로 이루어져 있다[4 J.
화재모델링의 사용 사 입력 데이터는 분석 결과익 신뢰도에 매우 증요한 영향을

마친다. 그러므굳 이라한 입력 데이터의 사용은 화재공학 빛 모델에 대한 이해를

가반으로 판단되고 선정되어야 한다. 또한 특정 모텔의 입력 변수들을 설정하고

결정할 때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마지는가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력변수의 변화에 의한 결과 변화에 대한 화재모델 검증은

ISO TC 92 [5] 익 검토 서류나 ASTM E 1355 [6]등에서도 요구하고 았는 사항이

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분석은 화재 PSA에 적용할 화재모텔령 코드 Zone Model
CFAST에 대한 압력 변수익 변화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원전의 특정 구역

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이는 압력 변수와 그에 따른 결과의 변화가 실제 대상

구역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1. Zone Model CFAST의 특성

구획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원에서 화염이 형성되고 연소 영역을 벗어나

밀도 차에 의한 부력으로 상부를 향해 상승하는 연기 기둥안 화재 플룸(Fire

Plume) 이 았다. 고온의 열 기류는 공간 상부에 축적되게 되는데， 공간 내부는 화

재 사 고온의 상부층(Hot Gas Layer)과 비교적 저온이면서 산소가 풍부한 하부층

(Lower Layer)로 나누어지 게 되 며 , 각각을 검사 제적 (Control Volume) 또는 영 역

(Zone)으로 하여 상호간에 미지는 영향을 시간에 따라 해석해 내는 것이 바로

Zone Model이 다. CFAST는 미 국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서 제공하는 모텔로서， NIST에서 추진된 FAST와 CCFM 개

발의 합병에 의한 결파로 두 모텔의 통합에 의하여 제작된 모넬이다. 화재 발생

시 대상공간에서 발생되는 현상과 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제작되였으며， 또한

여러 공간으로악 연가 이동이나 화재 성상의 변화틀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

마.

본 연구에서는 CFAST모델을 사용하는 FASTLite Ve r. 1. 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2



2. 분석 대상의 설정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겨1통 펌프실이며， 내부에는 펌프 1 대

가 설지되어있고， 상부에는 케이블이 관통하고 였다. 본 화재구역에서익 대표적인

화재 시나라오는 펌프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누줄과 펌프 과열에 의한 윤활유의 연

소이다.

공간의 크기논 8.14m (W) X 4.29m(D) X 8 .4 6m(H)의 규모이며， 바닥에서 5.3m 높

이에 1.0m (W) X 2.0m(H) 크기의 방화문이 설치되어 았다. 내부에는 결재 계단과

Waffle Slab으로 만들어진 구조불이 었으나， 현 Zone Model에서는 공간 내부 구

조불인 철저l 계단 및 Waffle Slab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3. 분석 입력 변수와 범위의 설정

3.1 화재에 대한 설정

화재 사나라오는 펌프의 이상에 의하여 윤활유가 누출되고 펌프의 과열로 인하여

점화되면서 화재가 시작된다. 가연성 액체가 특정 공간에 누출되는 경우 연료량과

바닥 면적으l 비교에 의하여 화재의 크기가 결정된다. 본 매상 공간의 총 바닥면적

은 34.92m2이나 모터 하부의 받침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면적을 차지하

여 실제 누출될 시에 윤활유가 였게 되는 면적은 23.78 m2o] 다. 현재 윤활유

(Lubricants)에 대한 연소열(Heat of Combustion)과 질량 소모율(Mass Loss
Rate)의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매우 보수작얀 가정으로 표 1과

같이 경유(Diesel Oil)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내부 화재의 규모와 지속시간 등을 설

정하였다.

화재관련 특성값 [7]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가연생 액체의 화재는 표면적 전체를 화재 영역으로 설정

한마. 그러나 실제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나， 상온에

서 점화 초기에 최대 열방출율에 바로 도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Diesel 70 Q의 연소 총면적에 의한 최

대 열방출율은 37.1 MW이며， 연소 지속시간은 62.4초이나 이는 이론적으로 점화

와 동시에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가정이므로， 이보다는 Ultra-Fast Fire Growth 정

도의 화재 성장율(a=0.1878kJ/s
2
)을 고려하는 것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다.

37.1MW로 62.4초간 화재가 지속될 경우 발생되는 이1 너지의 양(Q!Olal)은

2315.04MJ이며 Ultra-Fast Growth로 성장하는 화재로 위에 언급된 에너지량을

발생시치는 시간은 33:1.2초이며 이때 도달하는 착매 열방출율은 20 ,802 kW 이다.

3.2 입력 변수에 의한 Case의 분류

lone Model CFAST의 압력 변수는 크게 공간아 크가， 벽면 재질， 개구부， 화자1

관련 득생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였다. 우리가 깎용아 대상으로 하는 공간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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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어 있으므로， 공간의 크기와 벽면의 재질 등은 모든 분석 항목에서 공통으

로 한다. 본 대상 공간은 가연성 액체에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매우 클 것으로 판

단되므로 환기 지배형 화재 (Ventilation-Limited Fire)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P

로 먼저 화재 입력데이터 설정 중 급기 재한 화재(Constrained Fire) 부분과 최소

산소 저l 한농도 (Lower Oxygen Limit: LOL)의 설정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였다. 이

중 LOL은 연소 중단 산소농도를 10%일 때와 0%일 때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두 먼째는 화재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대류 열전달과 복사 열전달로 손실된다고

가정하는데， 이 때 복사열 방출 비율(Radiative Fraction: RF)이 전체 화재 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0.2에서 0.4의 값을 설

정하였다. 세 번째 분석요 꽁간 개구부가 실제 기}구부 면적의 0%. 50% , 100%등으
로 설정하였을 경우 각각의 변화를 알아 보았으며， 이는 급기가 화재 형태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열 가지의 경우에 대해

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 경우의 조건은 표 2에 냐타낸 바와 같다. 결파 값으

로는 상부층 온도와 상부 고온층의 높이를 그래프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논 그래

프 결과로부터 상부 고온가스층에 위치한 케이블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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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Case 분류 빚

Case Constrained Fire - LOL 10 Padiative Fraction 0.3
1 2 Unconstrained Fire - LOL 10 l\adiative Fraction 0.3

3 Constrained Fire - LOL 0 Radiative Fraction 0.3

4 Unconstrained Fire - LOL 0 Radiative Fraction 0.3

Case R때iative F때ι’tion 0 .4 Constrained Fire - LOL 10
2 I 6 I Radiative Fraction 0.3 Constrained Fire - LOL 10

7 I Radiative Fraction 0.2 Constrained Fire - LOL 10

Case Door - Cν @
//~ 、κ R.F - 0.3. C.F. LOL-IO

3 I 9 I Door - Half Open R.F - 0.3. C.F. LOL-10

10 I Door - Fully Open R.F - 0.3 , C.F. LOL-10

4. 가정 및 제한사항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의 몇 가지 주잉 가정과 저l 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 분석의 공통적인 가정으로 화재구역 에부 벚 내부의 온도는 20°C 이며， 개구

부는 평상시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며， 벽， 첸정 맞 바닥은 모두 콘크리 F 무- 설정하

였다.

2) 연료는 보수적으로 경유(Diesel Oi])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윤활유(Lubricants)

에 대한 화재 관련 데이터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매우 보수적인 가

정하에 유사한 데이터를 사용허였다.

3) 연료가 가연성 액체인 경우 화재 개시와 동시 최대 열방출률에 도달하도록 설

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연성 액체인 경유의 경우도 최대 열방출률에의 도달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재 제시된 화재 상승 곡선 중 Ultra-Fast
Growth를 사용하였다. 그라나 현재 대상이 되는 바낙 연적 규모에 대한 액체 가

연물 화재 시 정확히 이라한 상승을 한다고는 하기 어려우나 점화와 동시에 오든

면적의 액체 가연불이 일제히 최대치로 연소한다는 가정에 비해서는 매우 현실적

인 가정이라 할 수 였다.

4) 실제 대상 공간의 내부에는 철재 구소불들이 았으며， 공간의 상부에는 다량의

케이블파 케이블 F레이가 존재한다 이룹 고려한다면 설자l 온도는 예측치보다 낮

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에 의한 열손질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Zone ModeJ악 한겨1 상 벽면이 아닌 공간 내부 구조물애 으l 한 열손실은 고려되지

못하므로 이라한 부분에 매한 보정은 추후 분석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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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수행 및 결과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의한 설정으로 화재모델령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각 Case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5.1 Case 1 - 급기 제한 설정 및 최소 산소 제한농도

급기제한은 Constrained Fire와 Unconstrained Fire로 설정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꽁간 내부로의 산소 유입이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최소

산소 제한 농도(LOU는 설정농도 이하로 공기 중 산소의 비율이 떨어질 경우 연

소가 중단되는 농도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분석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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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 Case 1 의 온도변화의 비교

먼저 그림 1윤 보면 C2-UF-LIO와 C4-UF-LO의 곡선이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이는 급기 제한이 없다고 가정되는 경우 즉， Unconstrained Fire인 경우 산소 농

도의 설정은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급기 제한을 설정하는 경우

산소농도의 설정애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산소농도흘 10%보 설정하는 경우가

연소로 인한 온노 상승이 좀 더 일찍 중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경우에 있어

서 모두 개구부가 닫혀있기 때문에 외부로의 연기 방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

문에 연기층 하강은 그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볼 때 실제와 가장 유사한 상황은 급기 제한이 고려되고 최소 신소농

도(LOU가 10%로 설정된 경우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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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연기층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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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ase 1의 경계층 높이의 변화 비교

5.2 Case 2- 복사열 방출 비율

복사열 방출비율(RF)은 화재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에서 어느 정도 비율이 복사

열의 형태로 발산되쓴가에 대한 설정이다. 일반적으로 30%를 설정하나 공간이 혐

소한 경우에 대해서는 설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3과 그림 4에서 보듯

이 복사열 방출비율의 설정에 따라 온도의 상숭이나 연기층의 하강이 미세한 차이

를 보이기는 하나， 매우 유사한 결과틀 보여준다. 그러므로 복사열 방출비율에 대

한 설정은 화재로 인한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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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 Case 2의 온도변화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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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연기층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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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ase 2의 경계층 높이의 변화 비교

5.3 Case 3- 방화문 개방 비율

본 대상공간의 방화문은 바닥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5.3m 높이에 있으며， 높이

2m. 폭 1m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현재 분석중인 대상의 경우 다량의 가연성 액

체가 바닥에서 급격히 연소하면서 성장하기 때문애 환기제한 화재(Vεntilation

Controlled Fire)로 예상되므로 개구부인 방화문의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

로 이에 대하여 개방 비율을 0%. 50%, 100%로 설정한 후 분석을 수행하여 보았

다. 그럼 5에서 보듯이 개방 비율이 0%인 경우가 가장 온도가 낮으며， 그 다음이

100%, 가장 높은 경우가 5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개구부가 폐쇄되면 급

기 제한유 받아 온도 상숭이 적게 나타나지만， 개구부가 열려 공기 유입이 이루어

지변 온도 상승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개구부가 크면 유입 및 유출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온도의 상승은 작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로

불 때 화재구역에서 화재 발생시 방화문 등을 포함한 개구부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부층 가스 온도가 개구부가 차단된 경우에 비하여 매우 높게

형성되므로， 원전 운전시 방화문 등의 닫힘 상태 유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6에 방화문의 개방이 없는 경우 연기층은 하강하여 그 상태를 유지하나， 방

화문의 개방이 있는 경우는 발화원의 화재가 종료된 후 개방된 문으로 연기가 배

출되어 연기층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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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6‘ Case3의 경계층 높이의 변화 비교

5.4 Case 4- 방화문 열림 시간

본 대상에서의 화재는 환기 지배형으로 볼 수 있으며， 급기 제한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개구부의 열림은 백 드래프트(Back Draft) 발생을 가져올

수 있다 Back Draft는 일반적으f，; 개구부를 짝정-한 즉， 문을 연 사람이나 인접

사람을 시-망하게 할 수 있으며， 급격한 화재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럼 7에서

9



보듯이 개구부가 열려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개구부가 열리는 경우는 매우 높은

온도 상승을 보여준다. 시간에 따른 공기유입에 의한 온도의 상승과 하캉의 차이

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추세나 최고 도달온도는 우「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

구부가 열리는 시점에 따라 상부층 가스 판도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보아 Back Draft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원전 화재구역 중 많은 구역이 수동으로 화재를 진압하도록 설계되어 있으

므로， Back Draft와 같은 현상의 발생 유무는 효율적인 수똥 화재 진압을 위해 매

우 필요한 정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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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ase 4의 온도변화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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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8. Case 4의 경계충 높이의 변화 비교

제 3 장 CFAST를 이용한 원전 화재구역의 안전성 평가

상기 2장에서 수행한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조건은 Constrained
Fire , LOL 10%, RF 0.3 그러고 방화문이 닫힌 상태이다. 원자력발전소 운전시 방

화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주요 화재구역에서의 방화문

열림은 주제어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

기와 같은 조건으로 원전 화재구역 총 8개 구역에 대해서 화재 안전성 평가를 수

행하였다. 단l 수행시 가정 및 제한 사항은 2장의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먼저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 화재구역은 다음괴 같으며， 그럼 9, 10 , 11 및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차보조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D 고압안전주입펌프실 AlB

@ 저압안전주입펌프실 AlB

@ 격납건물살수펌프실 AlB

@ 모터구동 보조급수 펌프실 AlB

醫훨띤
훌E굉밍

rLNI p., tr-r

그럼 9. 일차보조건물 A계열 55ft 화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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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일차보조건물 B계열 55ft 화재구역

u.μs

마피Eli멸~

騙뽑뺑
’LAH D- .77ι。·

그립 11. 일차보조건물 A겨l 열 77ft 화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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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12. 일차보조건물 B계열 77ft 화재구역

1. 고압안전주업펌프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원자력 발전소의 고압안전주입 펌프실이며， 내부에는 펌프

1 대가 설치되어있고， 상부에는 케이블이 관통하고 있다. 본 화재구역에서의 대표

적인 화재 시나리오는 펌프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누출과 펌프 과열에 의한 윤활유

의 연소이다-

공간의 크기는 8.14m (W) X 4.29m(D) X 8 .4 6m(H)의 규모이며， 바닥에서 5.3m 높

이에 LOrn (W) X 2.0m(H) 크기의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에는 철재 계단과

Waffle Slab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있으나， 현 Zone Model에 서는 공간 내부 구

조물인 철제 계단 및 Waffle Slab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1.1 화재에 대한 설정

화재 시나리오는 펌프의 이상에 의하여 윤활유가 누출되고 펌프의 고}열로 인하여

점화되면서 화재가 시작된다. 가연성 액체가 특정 공간에 누출되는 경우 연료량과

바닥 면적의 비교에 의하여 화채의 크기가 결정된다. 본 대상 공간의 츰 바닥면적

은 34.92m2이나 오터 하부의 받침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면적을 차지하

여 실제 누출될 시에 융활유가 있게 되는 면적은 23.78 m2이다 현재 윤활유

(Lubricants) 에 대한 연소열(Heat of Combustion)과 질량 소모율(Mass Loss
Rate)의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였던 관계쿄 매우 보수적인 가정π로 갚 1과

같이 경유<Diesel Oi])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내부 화재의 규모와 지속시간 능을 설

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표면적 전체룹 화재 영역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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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나 실제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나. 상온에

서 점화 초기에 최대 열방출율에 바로 도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Diesel 70 .e의 연소 총 면적애 의한 최

대 열방출율은 37.1 MW이며， 연소지속시간은 62.4초이나 이는 이론적으로 점화와

동시에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가정이므로， 이보다는 Ultra-Fast Fire Growth 징도
의 화재 성장율(a=0.1878kJ/s2 )을 고려하는 것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다.

37.1MW로 62.4초간 화재가 지속될 경우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Qwlal)은

2315.04MJ이며 Ultra-Fast Growth로 성장하는 화재로 위에 언급된 에너지량을

발생시키는 시간은 333.2초이며 이때 도달하는 최대 열방출율은 20,802 kW 이다.

1.2 분석 수행 빛 결과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의한 설정으로 화재모델링 코드블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다‘ 그림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부층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60초에서 180초 사이에 4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434 ·C 정도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때 4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25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림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경우는 모두 개구부가 닫혀있고 그로 인

해 외부로의 연기 방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90초 정도에 상I，!층과 하

부층의 경계층이 소멸되면서 방 내에는 연기로 가득차게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화문 개방시 Back Draft의 빌-생 여부륜 간단하게 분석을 해 보았으나j

화재의 크기， 공간의 크기 및 제한된 산소 등의 조건을 고려해 보면， 방화문 개방

에 따른 Back Draft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이에

관련된 상세한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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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13. 고압안전주입펌프실 상부층 옹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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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고압안전주입펌프실 경계충 높이 변화

저압안전주입펌프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원자력 발전소의 저압안전주입 펌프실이며， 내부에는 펌프

1 대가 설치되어있고， 상부에는 케이블이 판통하고 있다. 본 화재구역에서의 대표

적인 화재 시나리오는 펌프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누출과 펌프 과열에 의한 융활유

의 연소이다.

공간의 크기는 8.23m (W) X 5.95(0) X 8.53m(H)의 규모이며， 바닥에서 5.3m 높

이에 1.Om (W) X 2.0m(H) 크기의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에는 철재 계단과

Waffle Slab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 있으나， 현 Zone Moclel에서는 공간 내부 구

조물인 철제 계단 및 Waffle Slab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2.

2.1 화재에 대한 설정

화재 시나라오는 펌프의 이상에 의하여 윤활유가 누출되고 펌프의 과열로 인하여

점화되면서 화재가 시작된다. 가연성 액체가 득정 공간에 누출되눈 경우 연료량과

바닥 면적의 비교에 의하여 화재의 크기가 결청된다. 본 대상 공간의 총 바닥면적

은 48.97m 2이나 모터 하부의 받침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면적을 차지하

여 실제 누출될 시에 윤활유가 있게 되는 면적은 47.27m 2이다. 현재 윤활유에 대

한 연소열과 질량 소모율의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매우 보수적

인 가정으로 표 1 과 같이 경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내부 화재의 규모와 지속시간

등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표면적 전체를 화재 영역으로 설정

한다 그러나 실제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A나， 상온에

서 점화 초기에 최대 열방졸윤에 바로 도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장한다고 보는 컷이 타당하다. 그러브균- Diesel 50 .e의 연소 총면적에 의한 최

대 열방출율은 73.74 MW이며， 연소지속시간은 22.4초이나 이는 이론적으로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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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시에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기-정이므로， 이보다는 Ultra-Fast Fire Growth 정

도의 화재 성장률(a=0.1878kJ/s2 )을 고려하는 것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다.

73.74MW로 22.4초긴- 화재기- 지속될 경우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CQtolal)은

165 1. 78MJ이며 Ultra-Fast Growth.::;'. 성장하는 화재로 위에 안급된 에너지량을

발생시키는 시간은 297.7초이며 이떼 도달하는 최대 열방출율은 16843.8 kW 이

다.

분석을 수행하

2.2 분석 수행 및 결과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의한 설정으로 화재모델령

였다‘ 각 Case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에 나타난 바와 상부층 가스 용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80초에서

205초 사이에 4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463"C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때 4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25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림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경우는 모두 개구부가 닫혀있고 그로 인해 외부로의

연기 방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140초 정도에 상부층과 하부층의 경

계층이 소멸되면서 방 내에는 연기로 가득차게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압안전주입펌프실의 분석 결과에 기숨된 바와 같이， 설정된 화재의 크기， 공간의

크기 및 제한된 산소 등의 조건을 고려해 보면， 방화문 개방에 따른 Back Draft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저압안전주입 펌프실에 대한 방화

문 개방에 따른 영향 분석은 예비 분석 결과도 없는 상태라서 εI~후 이에 관련된

상세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드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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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저압안전주입펌프실 상부층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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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저압안전주입펌프설 경계층 높이 변화

3. 격납건물살수펌프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원자력 발전소의 격납건물살수 펌프실이며， 내부에는 펌프

1대가 설치되어있고， 상부에는 케이블이 관통하고 있다 본 화채구역에서의 대표

적인 화재 시나리오는 펌프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누출과 펌프 과열에 의한 융활유

의 연소이다i

공간의 크기는 8.23m (W) X 5.15mCD) X 8.53m(H)의 규모이며， 바닥에서 5.3m 높

이에 1.0m (W) X 2.0m(H) 크기의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에는 철재 계단과

Waffle Slab2-로 만툴어진 구조물이 있으나 현 Zone Model에서는 공간 내부 구

조물인 첼제 계단 및 Waffle Slab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3.1 화재에 대한 설정

화재 시나리오는 펌프의 이상에 의하여 윤활유가 누출되고 펌프의 과열로 인하여

점화되면서 화재가 시작된다- 가연성 액체가 특정 공간에 누춘되는 경우 연료량과

바닥 면적의 비교에 의하여 화재의 크기가 결정된다. 본 대상 공간의 총 바닥연적

은 42 .4m2이나 모터 하부의 받침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일정 면적을 차지하

여 실제 누출될 시에 융활유가 있게 되는 면적은 40.7m20 1 다- 현재 윤활유에 대한

연소열과 질량 소모율의 테이터 확보가 용야하지 못하였던 관계쿄 매우 보수적인

가정으로 표 l과 같이 경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내부 화깨의 규모와 지속시간 등

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표면적 전채갚 화재 영역 P 보 설정

한다. 그러나 실제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승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나， 상온에

서 점화 초기에 최대 열방출율애 바로 도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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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Diesel 55 .e의 연소 총면적에 의한 최

대 열방줍율은 63.5MW이며， 연소지속시간은 28.6초이나 이는 이론적으로 점화와

통시에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가정이므로， 이보다는 Ultra- Fast Fire Growth 정도
의 화재 성장율(a=0.1878kJ/s2)을 고려하는 것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다.

63.5MW로 28.64초간 화제가 지속될 경우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QlotaJ)은

1816.1MJ이며 Ultra-Fast Growth로 성장하는 화재로 위에 언급된 에너지량을 발

생시카는 시간은 307.2초이며 이때 도달하는 최대 열방출율은 17911.8kW 이다，

3.2 분석 수행 및 결과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의한 설정으로 화재모델링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수행한 결과는 그렴 17에 나타난 바와 상부총 기-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

시 후 약 160초에서 195초 사이에 400·C 이상으로 최고 옹도는 약 461 ·C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4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25초 정도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럼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경우는 모두 개구부가 닫혀있고

그로 인해 외부로의 연기 방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130초 정도에 상

부층과 하부층의 경계층이 소멸되면서 방 내에는 연기로 가득차게 되는 현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격납건물 살수 펌프실 역시 설정된 화재의 크기， 공간의 크기 및 제한된 산소 등

의 조건을 고려해 보면. 방화문 개방에 따른 Back Draft의 발생 가능성음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 펌프실과 마찬가지로 방화문 개방에 따른 영향 분

석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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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격납건물살수펌프실 상부층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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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격납건물살수펌프실 경계층 온도 변화

4. 보조급수펌프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원자력 발전소의 모터구동 보조급수 펌프실이며， 내부에는

펌프 l대가 설치되어있고， 상부에는 케이블이 관통하고 있다- 본 화재구역에서의

대표적인 화재 시나리오는 펌프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누출과 펌프 과열에 의한 윤

활유의 연소이다.

공간의 크기는 11.89m (W) X GAm(D) X 5.0(H)의 규모이다.

4.1 화재에 대한 설정

화재 시나리오는 펌프의 이상에 의하여 융활유가 누출되고 펌프의 과열로 인하여

점화되띤서 화재가 시작된다. 가연성 액체가 특정 공간에 누출되는 경우 연료량과

바닥 면적의 비교에 의하여 화재의 크기가 결정된다‘ 본 대상 공간의 총 바닥띤적

은 76.Im 2이나 모터 하부의 받침을 위한 콘크리트 구조불이 일정 면적을 차지하

여 실제 누출될 시에 윤활유가 있게 되는 면적은 59.65m 2이다. 현재 윤활유에 대

한 연소열과 질량 소모율의 데이터 확보가 용이하지 못하였던 관계로 매우 보수적

인 가정으로 표 1과 같아 정유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내부 화재의 규모와 지속시간

등을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가연성 액체의 화재쓴 표면적 전체를 화재 영역으로 설정

한다. 그러나 실제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나， 상온에

서 접화 초기에 최대 열방찰율에 바로 도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Diesel 4 .e의 연소 총면적에 의한 최대

열방출율은 l08.7MW이며， 연소지속시간은 1. 21초이나 이는 이론적으로 점화와

통시에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가정이므로， 이보다는 Ultra-Fast Fire Growth 청도

의 화재 성장률(a-=O.1878kJ/s2)을 고려하갚 것이 조금 더 실제적이고 타당하다 할

수 있다.

108.7MW로 1. 21초간 화재가 지속될 경우 발생되는 에너지의 양CQlolal)은

I3 1. 5MJol 며 Ultra-Fast Growth로 성장하는 화재로 위에 언급된 에너지량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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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출률은 3,077kW 이다

4.2 분석 수행 및 결과

위에서 언급한 조건에 의한 설정으로 화재모델령 코드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였으며， 수행한 결과는 그림 19에 나타난 바와 상부층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

시 후 약 110초에서 140초 사이에 2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249°C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디， 이 때 2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30초 정도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경우는 모두 개구부가 닫혀있고

그로 인해 외부로의 연기 방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110초 정도에 상

부층과 하부층의 경계층이 소멸되면서 방 내에는 연기로 가득차게 되는 현상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모터구동 보조급수 펌프실의 경우는 상기 펌프실 보다 화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상부층 가스 온도 역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방화문 개방에 따

른 Back Draft의 발생 여부는 추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최대도달하는이때128초이며생시키는 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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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급수펌프실 상부층 온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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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보조급수펌프실 경계충 온도 변화

제 4 장 CFAST 결과를 °1 용한 원전 화재구역의 ceDP 평가
본 4장에서는 3장에서 각 화재구역별로 상부층 옹도 결과뜰 바탕으로 각 화재구역

에 위치한 케이블의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화재구역별

조건부 노심손상확률(Conditional Core Damage Probability: CCDP)을 계산하였다.

1. 분석대상 구역 내의 케이블 건전성 평가

현재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안전등급 케이블의 외피 재질은 CSP (Chloro
Sulfonated Polyethylene)이며， 화재시 불에 잘 안타는 성질을 지닌 난연성 케이

블로 구성되어 있다[8] .

상부층 온도에 따른 상부층에 위치한 케이블의 건전성 여부를 판당하기 위해서 미

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에 서 발간한 "Fire
Protection Significance Determination Process(SDP)" 자료 [9 ] 및 미국 전력연구

원(EPRD에서 발간한 “ Fire PRA Implementation Guide" 자료 [2]를 사용하였으며,
건전성 여부는 아래 기술된 바와 같이 총 8개의 화재구역의 상부 케이블이 건전성

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1 고압안전주입펌프실 NB
분석 대상 구역인 고압안전주입펌프실에는그림 21 및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해당 펌프의 케이뷰뿐만 아니라 이웃한 두 개의 화재꾸역에서 관통한 케이블도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상부 케이블이 화재시 발생된 고온 가스에 의해 손상욕 받

게 된다띤 본 분석 대상 화재구역에 위치한 펌프와 함께 이웃한 두개의 방에 위치

한 펌프 두 대 역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부 케이블이 건전생을 유

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화재시 발전소의 안전성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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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결과인 그림 13에 나타난 바와 상부층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60초에서 180초 사이에 4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논 약 434 ·C 징도 되는 것흐

로 나타났다. 이 때 4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25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참고문헌 [2] 및 [9]를 기준으로 평가찰 때 고압안전주입펌프실 AlB에 위치한 케

이블이 손상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2. 안전펌프실 내 케이블 관퉁부

1.2 저압안전주입펌프실 NB
분석 대상 구역인 자압안선수인펌프실애는 해당 펌프의 케이결뿐만 아니라 관련

기기의 케이블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상부 케이블이 화재시 발생펀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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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된다면 본 분석 대상 화재구역에 위치한 펌프와 함께 관

련 기기 역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부 케이블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화재시 발잔소의 안전성이 달라지게 된다.

분석 한 결과인 그럼 15에 나타난 바와 상부층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80초에서 205초 사이에 4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463"C 정도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때 4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25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참고문헌 [2] 및 [9]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저압안전주입펌프실 AlB에 위치한 케

이블이 손상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였다.

1.3 격납건물살수펌프실 NB
분석 대상 구역인 격납건물살수펌프실에는나타난 바와 같이 해당 펌프의 케이블

뿐만 아니라 이웃한 방에 위치한 저압안전주입펌프실 내의 케이블이 관통하고 있

다. 따라서 상부 케이블이 화재시 발생된 고온 가스에 의해 손상을 받개 된다면

본 분석 대상 화재구역에 위치한 펌프와 함께 이웃한 저압안전주압펌프설 관련 기

기 역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보 상부 케이블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화재시 발전소의 안전성이 달라지게 된다.

분석 한 결과연 그렴 17에 나타난 바와 상부층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60초에서 195초 사이에 4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461 "C 정도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때 4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25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참고문헌 [2] 및 [9]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격납건물살수펌프실AlB에 위치한 케

이블이 손상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4 보조급수 모터구동 펌프실 AlB
분석 대상 구역인 보조급수 모터구동 펌프실에는 해당 펌프의 케이블뿐만 아니라

안전주입계통， 기기냉각수계통 및 기기냉각해수계통의 일부 기기 케이블이 관통하

고 있다. 따라서 상부 케이블이 화재시 발생된 고온 가스에 의해 손상을 받게 된

다면 본 분석 대상 화재구역에 위치한 펌프와 함께 관통하고 았는 케이블 관련 기

기 역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부 케이블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의 여부에 따라 화재시 발전소의 안전성이 달라지게 된다.

분석 한 결과인 그럼 19에 니-타난 바와 상부층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10초에서 140조 사이에 2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249'C 정도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 때 2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30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참고문헌 [2] 벚 [9J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보조급수 모터구동 펌프실 AlB에 위

치한 케이블이 손상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분석대상 구역의 CCDP 평가

화재 PSA (Probabilistic Safety Assessement) 방법론에 의하면 화째가 발생한 구

역에서의 기기 손상과 선파되였을 때의 추가 기기 손상을 고려하여 화재로 인한

조건부 노섣손상확률(CCDP)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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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역 CCDP 평가에는 원자력연구소 종합안전평가부에서 개발한 KIRAP
(KAERI Integrated Reliability Assessment code Package) 코드를 사용하였다

[1 0 ].

일반적으토 화재 PSA에서는 각 화재구역별 노섣손상빈도(CDF)를 CCDP와 해당

화재구역의 화재발생빈도값을 사용하여 구하게 된다-

안전펌프실의 화재발생빈도값은 예전의 값을 그대로 시용 히고 있으므로 CDF값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CCDP만을 분석하였으며， CCDP는 그럼 23
와 같이 화재사건 분석을 위해 구성된 고장수복을 사용하여 안전펌프실 사고경위

에 대해서 CCDP를 구하였다.

상기 결과에 의하변 화재가 발생한 해탕 펌프를 제와하고는 상부에 위치한 케이블

은 모두 전잔성을 유지하는 것오로 나타났으므로， KIMP를 사용한 정량화시 각

분석 대상 화재구역에 위치한 기기만이 기능상실한다논 조건으로 분석을 수행하였

다. 또한 정량화 단계에서 적절한 시간 내에 계산되면서도 의미있는 모든 최소단

절집함을 도출하기 위하여 CCDP에 영향이 극히 미마한 일부 최소단절집합을 재

외하기 위한 절삭값(Cutoff Value) 1. 0E-ll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화재위험도분석애서는 한 화재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연 해당 화

재구역에 위치한 기기 및 케이를은 전소하여 모두 기능상실 한다는 보수적인 가정

하에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그럼 23. 화재 PSA 고장수목 예

CFAST 결과를 이용하여 안전 펌프실의 CCDP를 평가한 결과 표 3 빛 그럼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il압안전주입펌프살 A9] 경우 CCDP값이 2.] 9E-06에서
9.25E-07로 약 2 .4배 감소， 저입안전주입펌프섣 A익 경우 2.08£-06에서 9.84E
07로 약 2.1 배 감소， 격납건물살수펌프실 A9] 정우는 2.18E-06 에서 9.21£-07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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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배 감소， 그리고 보조급수 모터구동 펌프실 A의 경우 4.26E-06에서

3.09E-06로 약 1. 4배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단， 저압안전주입펌프실 A와

B의 CCDP 감소율이 차이가 냐는 이유는 A실과 B실에 포설된 케이블에 관련된

기기가 완전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서 화재 발생시 상부

케이블이 전소할 경우를 평가한 기존의 CCDP값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

나 CFAST 결과률 사용하여 상부 케이블이 건전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A실 및

B실 모두 해당 화재구역에 위치한 기기만 기능상실하게 되고 상부 케이블은 건전

성을 유지하묘로 각 화재구역에 포설된 케이블과는 무관하게 같은 CCDP값을 보

여주고 있다.

Old CCDP New CCDP 비고

고압안전주입펌江실 A 2.19E-06 9.25E-07 2.4 배 감소

-까앙〕아‘一처L주!언〕펀~-효성~ B 2.19E > 06 9.26E-07 2.4 배 감소

저압안전주입펌프설 A 2.08E-06 9.84E-07 2.1 배 감소

저압안전주입펌프실 B 1.00E-06 9.85E-07 1.1 배 감소

격납건물살수펌프실 A 2.18E-06 9.21E-07 2.4 배 감소

격납건물살수펌효실 B 2.17E-06 9.27E-07 2.3 배 감소

보조급수 모터구동 펌흐실 A 4.41E-06 3.07E-06 1.4 배 감소

보조급수 모터구동 펌끄실 B 4.26E-06 3.09E-06 1. 4 배 감소

표 3. 각 화재구역별 CCDP 변화 결파

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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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C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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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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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W AFW
Room Room

A B

그렴 24. 각 화재구역별 CCDP 변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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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FDS를 이용한 고압안전주입펌프실의 화재 안전성 평가

1. 분석 대상 개요

분석 대상은 원자력 발전소의 고압안전주입펌프살다. 그렴 2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공간의 크기는 8.14m (W) x 4.29m(D) x 8 .4 6m(H)의 규모이며， 바닥에서 5.3m 높

이에 l.Om (W) x 2.0m(H) 크기의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내부의 재질은 콘크리

트로 천경， 바닥， 벽이 구성되어 있으며1 내부에는 펌프 1대가 설치되어있고， 상부

에는 케이블이 관통하고 있다. 또한 철제로 구성된 각종 구조물들이 설치되어 있

으며， 와플 슬랩(Waffle Slab)이 유지관리를 위한 바닥을 구성하고 있다.

2. 분석 화재 모델령 선정 및 특성

공간 화재(Compartment Fire)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들은 Zone Model과 Field
Model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Field Model은 전산유치l 역학적 해석을 위해 개발된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범용해석모델찰을 많이 사용했으나， 최

근에는 화재를 전문으로 해석하기 위한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모델 중 선정된 FDS(Fire Dynamic Simulator)는 미국 NIST에서 개받되어

발표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사용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델이다. FDS는 화

재에 의한 유체의 흐름을 해석하기 위한 CFD모델이며‘ Large Eddy
Simu!ation(LES) 기법과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연소모델과 복사열 전달모델 퉁이 포함되어 해석 공간 화재의 열적 조건을 예측한

다 [11 J.
이 중 LES 기법은 대용량， 초고속 컴퓨터가 필요한 DNS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70년대에서부터 제안되어 현재 활발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수치해석 분야이

며， 대부분의 난류에너지콸 운반하는 큰 스케일의 와류(Large Eddy)는 직접 계산

하고， 작은 스케일의 와류는 난류모형으로 처리하는 수치모사 기법이다. 따라서

LES에서는 DNS보다 훨씬 적은 격자점을 사용할 수 있어 상당히 경제적으로 난류

유통을 계산할 수 있다. 난류 모형을 사용하더라도 공간에서의 작은 와류에 국한

되 기 때문에 모턴 스케일 의 와류를 모델링 하는 기존 Reynolds Averaging 기 범 보

다 모형의 영향을 극소화 할 수 있다. 또한 유동의 비정상성은 그대건- JA존싼 수

있어 난류유동의 평균 유동장 뿐만 아니라 순간 우「동장까지도 재산할 수 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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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유동의 비정상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 예를 들어 연소나 유통제

어 분야에서의 닌-류 유동 수치모사에 많이 사용한다 그러므로 LES를 사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 FDS는 화재의 해석에 매우 적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FDS는 화재 해석에 특성화 되어있어 분석 결과로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듣을 추출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승할 수 있는 여건이 갖

추어져 있고， 스프링클러나 각종 감지기의 성능을 임의로 구성하여 시험해 볼 수

있는 등， 화재 분야에서 사용하기애는 최적의 CFD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Smokeview 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좀 더 향상되고 세련된 색깔의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화재 분석을 용이하게 하여주고 있다[l 2].

따라서 본 장에서는 고압안전주입펌프실을 대상으로 Field Model얀 FDS를 이용하

여 상부 가스층의 온도변화를 통해 케이블의 건전성을 평가하였으며， 이 결과를 3
장 및 4장에서 분석된 CFAST 결파와 비교하였다.

3. 모델령 셜정

3.1 공간설정
분석 대상인 펌프실의 모델 구성은 그림 26에 나타난 바와 같다 모델링을 위한

대상공간에 대한 설정은 외벽을 포함하여 8 ‘ 4m (W) x 4.5m (D) x 8.7m (H)로 구성

되었다- 내부공간은 8.2m (W) x 4.3m (D) x 8.5m (H)의 크기여서 실제 크기인

8.14m (W) x 4.29m(D) x 8.46m(H) 보다 조금 크게 설정되었으며， 그렴 27에 나

타난 바와 같이 격자(Cell)는 총 328 ， 8607H로 나누어졌다. 천정， 벽， 바닥의 재질

은 콘크리트로， 내부 구조물의 재젤은 철판으로 설정되었다.

그림 26. 펌 프룸(Pump Room)의 모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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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27. 대상 공칸의 격자 구성

3.2 화원 설정

화재 시나리오는 펌프의 이상에 의하여 윤활유가 누출되고 펌프의 과열궁. 인하여

점화되면서 화재가 시작된다. 가연성 액체가 특정공간에 누출되는 경우 연료량과

바닥면적의 비교에 의하여 화재의 크기가 결정된다.

본 대상공간의 총 바닥면적은 34.92m20 1 냐 모터 하부의 받침올 위한 콘크리트 구

조물이 일정면적을 차지하여 실제 누출될 시에 윤활유가 있게 되는 면적은 23.78
m2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모텔렁에서는 20 m2의 연소면적을 설정하였다.

현재 윤활유에 대한 연소열 (Heat of Combustion)과 질량소모율(Mass Loss Rate)
의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좀더 보수적인 가정으로 표 1과 같이 경유

(Diesel Oil)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내부- 화재의 규모와 지속시간 동을 설정하였다.

면적과 연소열， 질량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열방출율CHeat Release Rate)을 계산하

면 37.1 J\1W가 된다.

일반적으로 작은 규모의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표면적 전체블 화재 영역으로 설정

한다. 그러나 실제 가연성 액체의 화재는 종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으나. 상온에

서 점화 초기에 최대 열방출율에 바로 도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성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Diesel 70 e의 연소 총면적에 의한 최

대 열방출율은 37.1 MW이며， 연소져속시간은 62.4초이나 이는 이론적? 쿄 점화와

동시에 최대치에 도달한다는 가정이므로， 이보다는 ultra-fast fIre Growth 정도의
화재성장율Ca=0.1878kJ/s2)을 고려하는 것이 조금 더 실제적이라 할 수 있다.

37.1MW로 62.4초간 화재가 지속될 경우 발생되는 에너지의 량CQlolal)은

2315.04MJ이며 ultra-fast growth로 성장하는 화재로 위에 언급된 에너지량을 발

생시키는 시간은 333.2초이며 이때 도담하는 최대 연방렐율은 20,802 kW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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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설정

케이블들은 트레이 (Cable Tray)에 들어가 있는 관계로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얀 철

판으로 설정하였다. 평가 대상물인 케이블 트레이 부분의 온도를 알아야 할 필요

가 있기 때문에， 온도의 측정을 위하여 열전다l(Thermocouple)를 총 167~ 설치하

였다. 각 열전대의 좌표는 다음 표 4와 같으며， 각 위치는 그럼 28와 같다.

내 외부 초기온도는 각각 20°C 이다.

표 4. 각 열전대의 설치 위치 (m)

TC X Y Z TC X Y Z π… X Y Z TC X Y Z

Al 2.1 8.1 7.9 I Bl 2.1 7.5 7.9 Cl 3.5 4.1 7.9 Dl 4.1 4.1 7.9

A2 2.1 8.1 7.4 B2 2.1 7.5 7.4 C2 3.5 4.1 7.4 D2 4.1 4.1 7.4

A3 2.1 8.1 6.9 I B3 2.1 7.5 6.9 C3 3‘ 5 4.1 6.9 D3 ‘ 4.1 4.1 6.9
A4 2.1 8.1 6.41: B4 2.1 7.5 6.4 C4 3.5 4.1 6.4 D4 4‘ 1 4.1 6.4

그림 28. 열전대 (Thermocouple) 의 설치 위치

4. 수행 및 분석

4.1 단면 온도분포 분석

화재의 크기는 모델령의 시작과 동시에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화원에서 방춤꾀논

에너지는 띤소의 영역을 벗어나 공간의 상부로 진:슬하는 플럼 (Plume)과 화엽에서

복λ}열전딜-의 형태로 공간내부에로 전달되기 시착하였다

29



화원이 비-닥 면 전체를 가정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크기가 작아 온도 상송이 미약

하게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재의 크기의 성장을 반영한 열방출율

도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90초경에서 관찰된 X단면과 Y단변에서는 화재로 인한

뚜렷한 열기류의 상승분포가 나타난다 이는 실제 화재에서도 가정된 유류에 착화

가 되더라도 표면의 화재 전파와 최대 열방출율에 도달하는 시간 지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X 단면이나 Y 단면에서의 온도 분포는 150초까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좁

고 높은 공간의 특성에 의하여 상부애 고온의 연기층이 쉽게 측적되어 급격한 온

도상승의 원인이 된다. 이 때 나타는 온도분포를 보면， 평가 대상물인 케이블 트레

이 (cable tray) 하부에 약 400°C 이하의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부로의 연기방출이나 공기 유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환기제약상태

(Ventilation limited state)로 전환되어 가연물의 연소가 급격히 정지되게 된다-

이로 인해 공간 내부의 온도는 급격히 하강하여 240초에 도달한 상황에서는 약

80°C 정도의 옹도 분포가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그램 47그림 54까지 나타난

바와 같이 330°C 온도영역을 가시화시킨 Isosurface 의 분석에서도 볼 수 있다. 초

기 90초경에는 바닥 면에 넓지만 높지 않게 온도영역이 분포하고 있는 것이 나타

난다， 이 후 펌프가 있는 지역이 아닌 부분， 즉 연료가 집중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

으로 온도 분포 영역이 상승하기 시작하며， 130초경에는 케이블트레이 하단부분까

지 도달하고， 150초경에는 천장까기 확대된다. 그러나 그 후에는 급격히 감퇴하여

180초경에는 바닥의 매우 일부분에만 그 분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

로 화재발생 시간별 X단연 및 Y단면에서의 온도 분포 현상을 알기 위해서 그림

29그림 46까지 침부하였다.

d“.-"•
그림 29. X- 3.8 에서의 온도분포 -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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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x- 3.8 에서의 온도분포 - 6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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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 X- 3.8 에서의 온도분포 - 9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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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x- 3.8 에서의 온도분포 -120 s

그림 33. x- 3.8 에서의 온도분포 -15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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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34. X- 3.8 에서의 온도분포 -18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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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x- 3.8 에서의 온도분포 -24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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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6. X- 3.8 에서의 옹도분포 -30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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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x- 2.2 에서의 온도분포 - 9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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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38. x- 2.2 에서의 온도분포 -15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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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39. X- 2.2 에서 의 온도분포 -18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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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X- 2.2 에서의 온도분포 - 24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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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y- 7.8 에서의 온도분포 - 6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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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y- 7.8 에서의 온도분포 -9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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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Y- 7.8 에서의 온도분포 -12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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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Y-7.8 에서의 온도분포 -15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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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Y-7.8 에서의 온도분포 -16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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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6. Y- 7.8 에서의 온도분포 -18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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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Isosurface 330 "C - 9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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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8. Isosurface 330 "c - 120 s

그림 49.lsosurface 330 t - 13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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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Isosudace 330'C -14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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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51. Isosurface 330 t: - 15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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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3. Isosurface 330 'C - 17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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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Isosurface 330·C - 180 s

4.2 케이블 트레이 온도 상승 분석

각 위치에 설치된 열전대(Thermocouple)를 통한 온도 측정의 결과는 단면을 통한

내부옹도의 변화분석과 크게 다른 경향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그림 55그럼 56그럼

57그림 5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위치에 설치된 열전대들은 하부에 설치된 것틀

(4번)이 상부에 설치된 것(1번)에 비하여 온도가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화

원으로부터 하부의 펼전대가 가까워 상승하는 열기류(Fire Plume)에 신속히 감열

되고， 또한 하부에서 올라오는 복사열(Radiant Heat)에 의한 열전달도 상부의 연전

대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설치된 열전대에 측정된 최고온도는 148초에 A4위치의 지점에서 38 1. 8 ·C으로 나

타났으며， 기타 열전대의 온도는 그 이하를 기록하였다-

또한 각 부분에서 200·C 이상이 유지되는 시간은 분석해 보띤. Al에서 39초로 가

장 짧은 시간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4에서 73초로 가장 길게 유지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i 기타 위치에 설치된 C1에서 56초를 기록하였고， Dl에서 61
초로 나타난 결과를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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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Thermocouple A의 온도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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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Tllermocouple B의 온도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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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coupl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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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57. Thermocouple C의 온도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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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8. Thermocouple D의 온도변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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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분석

본 대상에 대한 화재오텔링 분석을 수행해 본 결과， 설정된 화재에서 방줄되는 열

에너지에 의한 온도는 초기에 상승이 이루어진다.x 단면이나 Y단변의 온도 분포

를 분석해 본 결과 150초까지는 급격히 상승하여 케이블 트레이 하부에 약 400°C
이하의 온도분포가 나타나나， 그 이후 하강하여 240초에는 약 80°C 정도의 온도

분포가 니티니는 것을 보여준다. 330°C 온도영역을 가시회시컨 Isosurface의 분석

을 보면 온도영역이 상승하다 150초 이후 급격히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설치된 열전대에 측정된 최고온도는 148초에 A4위치의 지점에서 38 1. 8°C 를 기록

하였다. 각 부분에서 200°C 이상이 유지되는 시간은 Al에서 39초， B4에서 73 초，

C1에서 56초， D1에서 61초로 나타났다.

이를 기초로 케이블의 건전성을 평가해본다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에 서 발간한 "Fire Protection Significance
Determination Process(SDP)" 및 미국 전력연구원(EPR!)에서 발간한 “ Fire PRA
Implementation Guide" 자료를 근거로 상가 결과를 비교해볼 때 대상 펌프실에

위치한 케이블이 손상 받지 않음을 확얀할 수 았다.

그러나 본 평가의 결과 하나로 안전성을 확언하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시나리오

에 악한 분석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6 장 결론

고압안전주압펌프실의 경우 상부층

180초 사이에 400°C 이상으로 최고

이 때 4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

분석 대상 화재구역은 고압안전주입펌프실 A/B , 저압안전주입펌프실 A/B , 격납건물
살수펌프살 A/B 빚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실 AlB이며， 먼저 고압안전주입펌프실을

대상으로 CFAST 압력 변수를 최적화 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최적화 변수 결

파를 바탕으로 상기 화재구역에 대한 케이블 건전성 평가 및 CCDP 계산을 수행하였

다. 또한 Zone Model 인 CFAST 결과와 Field Model인 FDS(Fire Dynamic Simulator)
결과와의 비교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 고압안전주입펌프실을대상으로 FDS를 이용

하여 상부총 가스온도 변화를 분석하고 케이블 건전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CFAST 최적 입럭 변수 설정 결과에 의하면 수행한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현실

적인 조건은 Constrained Fire , Lower Oxygen Limt 10% , Radiative Fraction 0.3
그리고 방화문이 닫힌 상태염이 결정되었다.

CFA앙를 이용한 주요 화재구역을 분석한 결과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60초에서

온도는 약 434°C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 약 25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압안전주입펌프설의 경우 상부층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80초에서

205초 사이에 4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463°C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때 4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25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걱납건불살수펌프실익 경우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60초에서 195초 사

이어1 400°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461°C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400°C 이상으보 지속된 시간은 약 25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모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설의 경우 상부층 가스 온도는 화재 발생 개시

후 약 110초에서 140초 사이에 20CfC 이상으로 최고 온도는 약 249°C 정도 되는 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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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났다. 이 때 200°C 이상으로 지속된 시간은 약 30초 정도인 것으로 확인

되였다.

상기 결과를 바당으보 상부승 온도에 따른 상부응에 위치한 케이블 91 건전성 여부

를 판당하기 위해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에서 발간한 "Fire Protection Significance Determination Process(SDP)" 자료 맞

미국 전력연구원(EPRI)에서 받간한 “ Fire PRA Implementation Guide" 자료를 사용

하였으며 , 건전성 여부는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총 8개의 화재구역의 상부 케이

블이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압안전주입펌프설을 대상으로 Field Model 중 FOS를 사용하여 상부 가스층 온도

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설치된 열전대에 측정된 최고온도는 148초에 A4위치의

지점에서 381. 8°C 를 기콕하였으며 , 각 부분에서 20QOC 이상이 유지되는 시간은 Al에서

39초， B4에서 73초，C1에서 56초， 01에서 61초로 나타났다. CFAST 결과와 마찬가지로 상

부 케이블의 건전성은 유지되는 것3로 확인되었다.

따라시 CFAST 빛 FDS 결과를 화재 위험도평가이l 활용할 사 기존 화재 위험도 평가

결과보다 현실적이고 불확실성이 감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좀 더 정확한

상부 가스층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Zone Model 보다는 FOS와 같은 Field Model
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평가의 결과 하나로 안전성

을 확언하기는 어려우며 추가적인 사나라오에 의한 분석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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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의 건전성 여부를 평가하였다. 또한 케이블 건전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각

화재구역의 조건부 노심손상확률 (Conditional Core Damage Probability: CCDP)
를 계산하여 기존의 CCDP 값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화재 발생 후 총 8개 화재구역 내 위치한 상부 케이블의 건

전성은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그 결과를 바탕으로 ceDP를 계산해 본

결과 기폰의 보수적인 방법보다 약 2배 정도 감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CFAST 및 FDS 결과를 화재 위험도평가에 활용할 시 기존 화재 위험도 평

가 결괴보다 현실적이고 불확실성이 감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좀 더

정확한 상부 가λ층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Zone Model 보다는 FDS와 같은

Field Model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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