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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 사고 안 성평가보고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사용후핵연료를 안 하게 수송․ 장하기 해 사고 조건에서 수송․ 장용

기의 건 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수송․ 장시스템의 사

고에 한 안 성평가를 하여 산 시뮬 이션 방법을 구축하고 확률론  

안 성평가 도구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데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사고 황  시뮬 이션 방안분석

- 사고 산 시뮬 이션

- 수송사고 조건 산 시뮬 이션  비시험

- 확률론  안 성평가 도구 개발

Ⅳ. 연구개발 결과

사고 고속충돌 분야에서는 산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장시스템의 항공기충돌 안 성 평가를 수행하기 한 체계를 제시하 으며, 

사고 과도화재 분야에서는 해외 기술 황  방안분석을 통하여 과도화

재 산 시뮬 이션 방안을 도출하 다. 수송사고 조건 분야에서는 방사

성물질 운반용기 련 법규에서 원칙 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속 인 가상사

고조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해석기법을 개발하여 제안하 고, 

PSA 도구 개발 방안은 로젝트 구조․시스템 구성․재해도 분석․사건수목  

고장수목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확률 분석․작업자  일반 에 한 피폭선

량 평가를 한 결말 분석 모듈로써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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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Extra-regulatory accident safety evaluation for the PWR spent fuel transport and 

storage System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order to transport and store safely the spent fuel, the transport and storage 

system should be verified it's integrity under the extra-regulatory accident 

condition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omputer simulation 

methods for safety evaluation for extra-regulatory accident and development plan 

for the PSA tool.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Overseas status for extra-regulatory accident and computer simulation method 

analysis

- Computer simulation for extra-regulatory accident

- Computer simulation for cumulative effects which is occurred from successive 

accident conditions and pre-test

- Development plan for the PSA tool

Ⅳ. Results of Project

In the field of high speed crash, the system for practicing the aircraft crash 

safety evaluation through computer simulation for the storage system of spent 

nuclear fuel was presented. In the field of transient fire, the computer simulation 

method for transient fire was drawn through the overseas status and methodology 

analysis. In the field of cumulative condition for transport accident, the analysis 

technique for assessment for cumulative effects which is occurred from succe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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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 conditions was developed and proposed.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PSA tool which is comprised of modules such as project tree module, system 

description, hazard analysis module, frequency analysis module was established by 

using the event tree analysis and fault tree analysis, consequence analysis module 

for the estimation of exposure doses for workers and the general public.



- iv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 1

Chapter 2. Extra-regulatory accidents safety evaluation for transport and storage for 

          spent fuel ·········································································································· 3

 Section 1. Overseas status for extra-regulatory accident and 

           simulation method analysis ··········································································· 3

        1. High speed crash status and simulation method analysis ·························· 3

        2. Transient fire status and simulation method analysis ································· 30

 Section 2. Material data establish and simulation for extra-regulatory accidents ···· 48

        1. Mechanical dynamic test and data establish ·············································· 48

        2. Thermal test and data establish for transient temperature ······················· 71

        3. Computer simulation for high speed crash of aircraft ····························· 75

        4. Computer simulation for transient fire ······················································· 88

 Section 3. Computer simulation for cumulative conditions in transport accident ··· 94

        1. Analysis technique development for cumulative effects  ························· 94

        2. Interface establish between computational codes ···································· 108

        3. Test model design and manufacture ························································· 111

        4. Pre-test for cumulative accident conditions ············································· 116

                                                                           

Chapter 3. Development of PSA tool ··········································································· 141

 Section 1. Description of PSA ····················································································· 141

        1. Description of PSA ····················································································· 141

        2. PSA status ······································································································ 144

 Section 2. Collection of information for the safety assessment of 

           reference storage facility ··········································································· 148

        1. Information of reference storage facility site ·········································· 148

        2. Collection of information for reference storage facility ························· 149



- v -

        3. Character data for spent fuel ···································································· 154

 Section 3. Collection of list for hazards and initiating events ································ 160

        1. Collection of list for artificial hazards and initiating events  ·············· 160

        2. Analysis of list for natural hazards and qualitative accidents ················ 171

 Section 4. Development plan for PSA tool ································································· 195

        1. Description of development plan for PSA tool  ···································· 195

        2. Development plan for modules of PSA tool ············································ 197

Chapter 4. Conclusion ····································································································· 212

Reference ··························································································································· 214



- vi -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 사고 안 성평가 ··························· 3

 제 1  사고 황  시뮬 이션 방안분석 ······················································· 3

   1. 고속충돌 황  시뮬 이션 방안분석 ······························································ 3

   2. 과도화재 황  시뮬 이션 방안분석 ···························································· 30

 제 2  재료특성 데이터 구축  사고 산 시뮬 이션 ····························· 48

   1. 재료의 변형/고속변형 기계  동특성 시험  자료구축 ··························· 48

   2. 재료의 과도온도에 한 열물성 시험  자료구축 ········································ 71

   3. 항공기 고속충돌 산 시뮬 이션 ···································································· 75

   4. 과도화재 사고 산 시뮬 이션 ································································ 88

 제 3  수송사고 조건 산시뮬 이션  비시험 ····································· 94

   1. 낙하․ 열․화재․침수의 효과를 고려한 해석기법 개발 ···················· 94

   2. 해석 코드간의 인터페이스 수립 ········································································ 108

   3. 사고조건 단순 시험모델 설계  제작 ·················································· 111

   4. 단순 시험모델에 한 사고조건 비시험 ············································ 116

제 3 장  확률론  안 성평가(PSA) 도구 개발 ····················································· 141

 제 1  확률론  안 성평가 개요 ··········································································· 141

   1. 확률론  안 성평가 개요 ·················································································· 141

   2. 간 장시설 확률론  안 성평가 황 ························································ 144

 제 2  안 성평가를 한 참조 장 시설의 정보수집 ······································· 148



- vii -

   1. 참조 장시설 부지 정보 ······················································································ 148

   2. 참조 장시설 정보 수집 ······················································································ 149

   3.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 ···················································································· 154

 제 3  사건목록  기사건 선정 ········································································· 160

   1. 인공재해 목록  기사선 선정 ······································································ 160

   2. 자연재해 목록  정성  재해도 분석 ···························································· 171

 제 4  PSA 도구 개발 방안 ······················································································ 195

   1. PSA 도구 개발 방안 개요 ··················································································· 195

   2. PSA 도구 주요 모듈 개발 방안 ········································································· 197

제 4 장  결    론 ········································································································· 212

참고문헌 ··························································································································· 214



- viii -

표  목  차

표 2.1.1-1  콘크리트 타겟의 국부손상 평가를 한 경험식 ···································· 25

표 2.1.2-1  차량의 종류별 화재강도 ·············································································· 37

표 2.1.2-2  차량의 사고의 형태에 따른 교통사고 비율  화재강도 ·················· 38

표 2.1.2-3  화재속도에 따른 화재강도계수  시간변화 ········································ 43

표 2.1.2-4  차량의 화재강도 ·························································································· 45

표 2.1.2-5  차량의 사고의 형태  화재강도 ···························································· 45

표 2.2.1-1  Cowper-Symonds 공식의 계수들 ································································· 58

표 2.2.1-2  Piecewise-linear curve ·················································································· 59

표 2.2.1-3  재료시험 상 강종 ······················································································ 60

표 2.2.1-4  시험결과 개요 ································································································ 61

표 2.2.1-5  Piecewise linear plasticity 테이블 (SA-182 F304) ·································· 66

표 2.2.1-6  Piecewise linear plasticity 테이블 (SA-193 Gr B7) ································ 67

표 2.2.1-7  Piecewise linear plasticity 테이블 (SA-350 LF3) ···································· 68

표 2.2.1-8  Piecewise linear plasticity 테이블 (SA-240 Type 316L) ························ 69

표 2.2.1-9  Piecewise linear plasticity 테이블 (SA-240 Type 304) ·························· 70

표 2.2.2-1  Thermal test results for a balsa wood specimen ······································· 74

표 2.2.2-2  Thermal test results for a K-resin specimen ··············································· 75

표 2.2-4-1  터 화재에 산 시뮬 이션 결과 ························································· 90

표 2.3.4-1  효과 고려를 한 비시험조건 ······················································ 116

표 2.3.4-2  효과 비시험의 두 가지 데이터 취득 방법 ································ 118

표 2.3.4-3  Specification of data acquisition system for drop tests ··························· 121

표 2.3.4-4  각 치에서의 소성 변형률의 크기 (Compact DAQ 사용) ················ 126

표 2.3.4-5  각 치에서의 소성 변형률의 크기 (PXI 장비 사용) ························ 126

표 2.3.4-6  각 치에서의 열에 의해 발생한 소성 변형률의 크기  

 된 최종 소성 변형률의 크기 (Compact DAQ 사용) ··················· 132

표 2.3.4-7  낙하에 의한 각 치에서의 소성 변형률의 크기 (PXI 장비 사용) · 132

표 2.3.4-8  열에 의한 각 치에서의 소성 변형률의 크기 (PXI 장비 사용) · 132



- ix -

표 3.1.1-1  산업별 PSA 요소 비교 ·············································································· 142

표 3.1.2-1  건식 장시설 고려되어야할 비정상사건  시나리오 유형 ·············· 146

표 3.1.2-2  건식 장시설의 국외 안 성평가 황  동향 ·································· 147

표 3.2.2-1  운  단계에 따른 필요 계통  계통 구성 기기 ······························ 151

표 3.3.1-1  일반 인 인공재해 목록 ············································································ 160

표 3.3.2-1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에 고려해야 할 외부사건의 종류  특징 ·· 172

표 3.3.2-2  구조물  기기의 취약도 평가방법 비교 ·············································· 185

표 3.3.2-3  1990년 이후 동해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 191

표 3.4.1-1  PSA 도구 주요 모듈  개발 계획 ······················································ 197



- x -

그 림 목 차

그림 2.1.1-1  미국 EPRI 수행 항공기충돌안 성평가 상 시설 ····························· 9

그림 2.1.1-2  독일의 사용후핵연료 Cask 장시설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 ·········· 9

그림 2.1.1-3  F4-Phantom의 콘크리트 방벽 충돌모습 (SNL) ···································· 11

그림 2.1.1-4  항공기 질량분포  좌굴하 을 활용한 충격력의 산정 ················ 13

그림 2.1.1-5  F4 Phantom Jet 충돌시험 (SNL) ···························································· 14

그림 2.1.1-6  GE-J79 엔진의 충돌시험 (SNL) ····························································· 14

그림 2.1.1-7  CASTOR II cask의 충돌시험에 사용된 missile ··································· 16

그림 2.1.1-8  CASTOR II cask의 missile 충돌시험 (상부 Lid 수직충돌) ··············· 16

그림 2.1.1-9  TN-1400 Cask의 missile 충돌시험 후 모습 ·········································· 16

그림 2.1.1-10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 (체코) ··············· 18

그림 2.1.1-11 Dual Purpose Metal Cask의 항공기 엔진 충돌해석 (일본) ··············· 18

그림 2.1.1-12 콘크리트 방벽의 국부손상 모드 ···························································· 24

그림 2.1.1-13 독일의 사용후핵연료 장건물 항공기충돌 해석결과 ······················ 27

그림 2.1.1-14 구조물의 missile 충돌로 인한 국부손상 해석 ···································· 28

그림 2.1.2-1  액체 Tripropylene 탱크 차 ······································································· 31

그림 2.1.2-2  FDS 터 화재 시뮬 이션 모델 ···························································· 32

그림 2.1.2-3  화재 후 5분, 30분 시간에서 터  심라인의 온도분포 ················· 33

그림 2.1.2-4  화재 후 5분, 30분 시간에서 터  심라인의 산소 농도분포 ······· 33

그림 2.1.2-5  터  내부에서 매연과 공기의 혼합 개요도 ········································ 34

그림 2.1.2-6  수송용기 열 해석을 한 터  모델 단면 ········································ 36

그림 2.1.2-7  화재성장 속도 ···························································································· 43

그림 2.1.2-8  화재성장 곡선 ···························································································· 44

그림 2.2.1-1  강재료의 변형률 속도에 따른 항복응력 변화추이 ···························· 49

그림 2.2.1-2  알루미늄 합 의 변형률 속도에 한 민감도 ···································· 49

그림 2.2.1-3  응력 에 의한 인장응력시편 미소구간의 변형 ·································· 50

그림 2.2.1-4  변형률 속도 구간별 재료 동특성 시험기법 ········································ 51

그림 2.2.1-5   속재료시험기 ···························································································· 52



- xi -

그림 2.2.1-6  고속재료시험용 인장시편 ········································································ 53

그림 2.2.1-7  인장형 홉킨슨바 시험장치 ······································································ 54

그림 2.2.1-8  공칭응력-변형률로부터 진응력-변형률을 취득. ································ 57

그림 2.2.1-9  공칭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구해진 진응력-진변형률 곡선 ······· 57

그림 2.2.1-10 Cowper-Symonds 공식으로 근사 ····························································· 58

그림 2.2.1-11 Swift equation으로 근사 ··········································································· 59

그림 2.2.1-12 모든 강종의 공칭응력-변형률 곡선 ······················································ 61

그림 2.2.1-13 공칭응력-변형률  진응력-변형률 곡선(SA-182 F304) ···················· 62

그림 2.2.1-14 변형률 속도 의존성(SA-182 F304) ························································ 62

그림 2.2.1-15 공칭응력-변형률  진응력-변형률 곡선(SA-193 Gr. B7) ················ 62

그림 2.2.1-16 변형률 속도 의존성(SA-193 Gr. B7) ····················································· 63

그림 2.2.1-17 공칭응력-변형률  진응력-변형률 곡선(SA-193 Gr. B7) ················ 63

그림 2.2.1-18 변형률 속도 의존성(SA-193 Gr. B7) ····················································· 63

그림 2.2.1-19 공칭응력-변형률  진응력-변형률 곡선(SA-240 Type 316L) ········· 64

그림 2.2.1-20 변형률 속도 의존성(SA-240 Type 316L) ·············································· 64

그림 2.2.1-21 공칭응력-변형률  진응력-변형률 곡선(SA-240 Type 304) ············ 64

그림 2.2.1-22 변형률 속도 의존성(SA-240 Type 304). ············································· 65

그림 2.2.1-23 각 강종의 piecewise linear curve ···························································· 65

그림 2.2.2-1  열 시험장치 ································································································ 72

그림 2.2.2-2  Balsa wood 시험시편 ················································································ 72

그림 2.2.2-3  K-resin 시험시편 ························································································ 73

그림 2.2.2-4  Balsa wood 시편 열 시험결과 ································································ 74

그림 2.2.2-5  K-resin 시편 열 시험결과 ········································································ 75

그림 2.2.3-1  항공기 충돌로 인한 구조평가의 일반  차 ···································· 77

그림 2.2.3-2  Release frequency screening을 한 구조평가 차 ···························· 78

그림 2.2.3-3  Release frequency evaluation을 한 구조평가 차 ··························· 79

그림 2.2.3-4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한 반해석평가 차 (decoupled) ·················· 81

그림 2.2.3-5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한 반해석평가 차 (coupled) ······················ 81

그림 2.2.3-6  속캐스크 Lid 구조물의 구조거동과



- xii -

 설률의 계 검증시험 (CRIEPI) ························································ 83

그림 2.2.3-6  항공기 엔진을 단순화한 missile을 설계하는 과정 ···························· 84

그림 2.2.3-7  단순화된 항공기 엔진의 강체벽 충돌 해석결과 ································ 85

그림 2.2.3-8  단순화된 항공기 엔진의 하 이력곡선 ················································ 85

그림 2.2.3-9  단순화된 항공기 엔진의 캐스크 충돌해석 ·········································· 87

그림 2.2.4-1  터 화재 산 시뮬 이션 모델 ···························································· 88

그림 2.2.4-2  터 화재의 온도분포 ················································································ 89

그림 2.2.4-3  장시설 건물 과도화재 산 시뮬 이션 모델 ································ 92

그림 2.2.4-4  장시설 건물 정상운 조건 산 시뮬 이션 결과 ························ 92

그림 2.2.4-5  장시설 건물 과도화재 산 시뮬 이션 결과 ································ 93

그림 2.3.1-1  연속 인 가상사고조건 ············································································ 95

그림 2.3.1-2  개별 운반사고조건의 효과 ······························································ 98

그림 2.3.1-3  Two-step forming simulation ··································································· 100

그림 2.3.1-4  2개의 STEPs로 이루어진 해석의 연속 인 수행 ····························· 101

그림 2.3.1-5  강체 육면체의 앙부 타격 (1st STEP) ············································· 102

그림 2.3.1-6  강체 육면체의 우상부 타격 (2nd STEP) ············································ 102

그림 2.3.1-7  실린더의 수직낙하 (!st STEP) ······························································ 104

그림 2.3.1-8  실린더의 경사낙하 (2nd STEP) ···························································· 104

그림 2.3.1-9  1st STEP: Box의 모서리 낙하 ······························································ 105

그림 2.3.1-10 2nd STEP: Box의 꼭지  낙하 ···························································· 105

그림 2.3.1-11 낙하  열의 연속 해석 ···································································· 106

그림 2.3.1-12 수직낙하 후 열해석 수행 시 모델의 변형량 ································ 107

그림 2.3.1-13 열해석만 수행 시 모델의 변형량 ···················································· 107

그림 2.3.2-1  효과를 고려한 해석기법 체계 ······················································ 109

그림 2.3.2-2  구조해석과 열 달해석의 연계방안 ···················································· 110

그림 2.3.3-1  효과 고려를 한 비시험모델(1) ············································· 112

그림 2.3.3-2  효과 고려를 한 비시험모델(2) ············································· 113

그림 2.3.3-3  효과 고려를 한 비시험모델(3) ············································· 114

그림 2.3.3-4  제작된 비시험모델 ·············································································· 115



- xiii -

그림 2.3.4-1  효과 비시험모델의 9 m 수직낙하시험 ·································· 117

그림 2.3.4-2  효과 비시험모델의 1 m 수평 열시험 ·································· 117

그림 2.3.4-3  변형률 센서의 부착 치 ········································································ 119

그림 2.3.4-4  Data acquisition system for drop tests ·················································· 120

그림 2.3.4-5  열시험 시 가속도  변형률 센서의 부착 ···································· 122

그림 2.3.4-5  두 가지 조건에 한 시험수행 후 변형량 ········································ 124

그림 2.3.4-7  시험 체 시간구간에 한 변형률 이력( 열 only 조건) ············ 127

그림 2.3.4-8  수평 열시험 후의 변형률 이력 2( 열시험 only) ······················ 128

그림 2.3.4-9  수평 열시험 후의 가속도 이력( 열시험 only) ·························· 129

그림 2.3.4-10 시험 체 시간구간에 한 변형률 이력(낙하 후 열조건) ······· 133

그림 2.3.4-11 수직낙하시험 후의 변형률 이력 1 ·················································· 134

그림 2.3.4-12 수직낙하시험 후의 변형률 이력 2 ·················································· 135

그림 2.3.4-13 수직낙하시험 후의 가속도 이력 ······················································ 136

그림 2.3.4-14 수평 열시험 후의 변형률 이력 1(낙하  열 연속수행) ····· 137

그림 2.3.4-15 수평 열시험 후의 변형률 이력 2(낙하  열 연속수행) ····· 138

그림 2.3.4-16 수평 열시험 후의 가속도 이력(낙하  열 연속수행) ········· 139

그림 3.2.1-1  MS Access를 이용한 기상자료 데이터베이스 ···························· 149

그림 3.2.2-1.  장시설의 운 단계별 주요 계통과 기기 목록 ······················· 154

그림 3.2.3-1  기 235U 농축도 황 ········································································· 156

그림 3.2.3-2  기 235U 농축도에 한 향후 추이 ················································· 157

그림 3.2.3-3  사용후핵연료의 평균 연소도 ································································ 158

그림 3.2.3-4  기  사용후핵연료 핵종재고량 데이터베이스 ·································· 159

그림 3.3.2-1  자연재해로 인한 외부사건에 의한 사고경  분석 ·························· 176

그림 3.3.2-2  지진재해도 분석 차 ············································································ 178

그림 3.3.2-3  확률론  지진재해도 곡선 ······························································ 179

그림 3.3.2-4  지진취약도 곡선 ················································································ 183

그림 3.3.2-5.  지진해일 PSA의 개요. ·········································································· 192

그림 3.4.1-1  PSA 도구 개발 주요 모듈  흐름도 ················································ 196

그림 3.4.2-1  로젝트 생성  수정 화면 ································································ 198



- xiv -

그림 3.4.2-2  기능 역  로젝트 수정 화면 ························································ 198

그림 3.4.2-3  System Description 입력 화면 ······························································· 199

그림 3.4.2-4  자연재해 목록  정성  재해도 분석결과 도시 화면 ·················· 200

그림 3.4.2-5  부지특성을 반 한 자연재해 재해도 분석결과 입력 화면 ············ 201

그림 3.4.2-6  FMEA 수행을 한 기본 모형 제 화면 ········································ 202

그림 3.4.2-7  FMEA 수행을 한 기본 모형 제 화면 ········································ 203

그림 3.4.2-8  What-If 방법론을 이용한 재해도 분석 모형 제 화면 ················· 203

그림 3.4.2-9  Energy Method를 이용한 재해도 분석 모형 제 화면 ·················· 204

그림 3.4.2-10 인간 신뢰도 분석 기본 모형 제 화면 ············································ 204

그림 3.4.2-11 CONPAS ET Editor 제 화면 ····························································· 206

그림 3.4.2-12 KwTree를 이용한 Fault Tree Editor 제 화면 ································· 206

그림 3.4.2-13 실외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를 한 개념도 ······································ 207

그림 3.4.2-14 실내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를 한 개념도 ······································ 211



- 1 -

제 1 장   서 론 

  원 을 비롯하여 유해한 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험시설에 한 항공기 

충돌 안 성 평가의 필요성은 1960년 부터 인식되어 왔으며,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무역센터에 한 테러 발생 이후 세계 각국은 항공기 충돌로부터 안 한 

사용후핵연료 장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재 항공기 충돌을 고려한 

사용후핵연료 장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2001년 7월 18일 Baltimore에 있는 Howard street tunnel에서 험물질을 

수송하는 화물열차의 화재 발생 이후 미국에서는 기존에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송용기  장용기 등에 한 과도화재 평가를 다시 수행하 으며, 새로 

개발되는 수송용기  장 시스템의 과도화재 향에 한 심과 

규제측면에서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련 법규에서는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용기에 한 

안 성 평가에 있어 낙하․ 열․화재  침수조건을 연속 으로 수행하여 그에 

따라 된 향에 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 까지는 된 

향에 한 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각각에 한 향을 평가하 다. 그러나, 

재 세계 각국에서는 방사성물질 운반용기의 낙하․ 열․화재  

침수조건으로 된 향에 한 평가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 안 성 평가는 주로 결정론  안 성 평가(Deterministic 

Safety Analysis) 방법론을 이용하 다. 그러나 이 방법은 험도의 발생 가능성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시하는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확률론  안 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는 여러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이와 연 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재 국내 규제기 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안 성평가에서도 확률론  안 성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안 성평가 기법으로 

사건수목분석 방법론을 제시하 다. 미국의 NRC와 EPRI에서도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안 성평가를 해 PSA 방법론을 개발하고 제수행을 수행하 다. 

한, IAEA에서도 간 장시설의 안 성평가 방법론으로써 PSA 방법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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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으며 설계, 건설, 운  단계에서의 안 성평가 수행을 권고하 으며 계획 

 설계에 반 할 수 있도록 반복수행을 권고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고 고속충돌 분야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장시스템의 

항공기 충돌안 성 평가와 련된 법규  연구개발 황을 정리하고 테러로 

인한 항공기 충돌(targeted aircraft crash)로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이 손상되는 

시나리오  조건 설정에 한 내용을 기술하 고,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구조손상을 평가하기 한 기법들에 한 내용을 기술하고 고속충돌의 

산시뮬 이션에 필요한 재료의 동특성 데이터를 취득하는 시험방법  

시험결과에 하여 논하 으며, 마지막으로 특정 시나리오에 하여 

산시뮬 이션으로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항공기 충돌안 성 평가를 

수행하는 차에 하여 논하고 간단한 제를 제공하 다. 

  사고 과도화재 분야에서는 과도화재에 한 해외 기술 황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하여 국내실정에 합한 사고 시나리오  산 시뮬 이션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 이 있다. 과도화재에 한 사고 방안분석은 재까지 

알려진 유일한 과도화재 사례인 미국의 볼티모어 터 화재  시뮬 이션 

기술 황 분석을 통하여 화재사고 산시뮬 이션 방안분석  시나리오 분석을 

한 자료를 확보하 다. 한, 과도화재 산시뮬 이션을 한 최악 조건에 

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과도화재 산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수송사고 조건 분야에서는 연속 인 가상사고조건하에서 되는 효과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해석 방법론을 개발하 으며, 각각의 해석을 

독립 으로 수행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된 해석기법에 한 필요성  

타당성을 설명하 다.

  확률론  안 성평가 분야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확률론  

안 성평가 수행을 한 정보 수집을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공재해  

자연재해 목록수집  정성  재해도를 분석하 다. 한, 참고자료 검토를 통한 

주요 기사건을 선정하고  확률론  안 성평가 도구 개발 방안을 수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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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사용후핵연료 수송․저장시스템 중대사고 

안전성평가

제 1 절  중대사고 현황 및 시뮬레이션 방안분석

1. 고속충돌 황  시뮬 이션 방안분석

 가. 개요  배경 

원 을 비롯하여 유해한 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험시설에 한 

항공기 충돌 안 성 평가의 필요성은 1960년 부터 인식되어 왔다. 항공기 

충돌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사건이지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며 한 번의 사고로 시설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 국에서 험시설의 입지를 결정하거나 시설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온 사항이다. 특히 원자력발 소의 격납건물(containment 

building)의 설계와 련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장시스템으로 용범 가 넓 지고 있는 실정이다.   

  항공기에 의한 충돌사고가 발생 빈도가 극히 낮은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를 확률론  안 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항공기가 충돌하는 경우를 크게 시설 주변의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 착륙하는 도 에 추락하는 경우, 시설 주변의 

항공로에서의 추락하는 두 가지 경우로 나 어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빈도  

기종에 한 정보로부터 시설에서 유해한 물질이 주변에 해한 수  이상으로 

유출될 확률을 계산하 다[2.1.1-1, 2.1.1-2]. 원 의 입지  설계의 경우 항공기 

충돌로 인한 방사능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10-7/yr 보다 작으면 해당 원 은 

항공기 충돌에 의한 험요소가 실질 으로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항공기 

충돌을 충분히 기피할 수 있는 입지에 있는 원 의 안 성 평가에는 항공기 

충돌 시 발생하는 험도를 고려하지 않았다[10 CFR 100, SRP 3.5.1.6].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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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상기와 같이 순수히 항공기 운항 에 발생하는 사고 

외에 테러로 인한 항공기 납치에 의한 충돌에 비한 안 성 평가  설계 

기 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최근 미국 NRC(Nuclaer Regulatory 

Commission)에서는 모든 신규 원 의 안 성 평가에 형 민항기의 충돌에 

하여 격납건물  원자로 냉각계통, 사용후핵연료 장수조  냉각계통의 

건 성 평가를 포함하도록 법규를 개정하 다 [2.1.1-3].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장시스템은 원 과 마찬가지로 사고로 인한 유해물질의 

노출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상기에 설명한 이유로 원자력 선진 

국가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장시설의 항공기 충돌 안 성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 국내에는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의 항공기 충돌 

안 성평가에 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 언 된 원 의 설계 

련 법규 변화와 보다 강화된 안 에 한 요구로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에도 항공기 충돌 안 성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련 기술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일반 으로 항공기충돌은 설계기  과사고(beyond-design-basis event)로 

간주되므로 안 성평가와 련하여 정량 인 설계 기 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재 국내에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의 설계  인허가와 련하여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와 련된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에서는 

해외, 특히 미국의 련 법규를 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한 사용후핵연료를 

수송하는 에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실질 으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장시스템 주로 살펴보도록 한다.

  미국 NRC 법규에서 사용후핵연료 장시설과 련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 10 CFR 20: Standards for protection against radiation

- 10 CFR 50: Domestic licensing of production and utilization facility

- 10 CFR 51: Environmental protection regulations for domestic licensing and related 

regulatory functions

- 10 CFR 72: Licensing requirements for the independent storage of spent nuclear  

 fuel, high-level radioactive wastes, and reactor-related greater than 

clas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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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CFR 73: Physical protections of plants and materials

  상기 10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법규 외에 아래와 같은 regulatory 

guide가 사용후핵연료 장시스템에 용된다. 

- Division 3 - Fuels and materials facilities

- Division 4 - Environment and siting

  모든 법규가 원 에도 공히 용되는 법규들임을 알 수 있으며 의 법규  

항공기충돌과 련된 것은 2009년 6월 12일자로 개정된 10 CFR 50이다. 10 CFR 

50.150 (Aircraft impact assessment)에는 항공기충돌 안 성 평가에 한 내용을 

명시 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2009년 7월 13일 이후에 인허가를 받는 원  혹은 

련 시설(사용후핵연료 장조, 냉각장치 등)의 설계에는 형 민항기의 충돌의 

향  안 성평가를 수행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 성평가에 한 요구: 2009년 7월 13일 이후 인허가를 받고자 하는 설계에 

하여 형 민항기가 충돌하 을 때 시설 운 자의 특별한 조치 없이도 1) 원

자로 노심의 온도  격납 유지 여부 2) 사용후핵연료 냉각 기능  장조의 

건 성 유지 여부에 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항공기충돌 조건: 설계기  과사건(beyond-design-basis event)으로 발생하는 

형 장거리 운항용 민항기의 충돌을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항공기의 항공유 

재량을 히 고려하여야 한다. 항공기가 시설에 충돌하는 각도  속도는 

낮은 표고를 갖는 원   련 시설에 숙련된 혹은 숙련되지 않은 비행조종사

가 형 항공기를 실제로 낮은 고도로 조종하여 충돌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법규에서는 원   련시설의 인허가를 하여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가 수행되어야 하며 그 평가 조건까지 제시를 하고 있다. 

  미국에서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의 내용을 법규에 명시 으로 포함시킨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며 이 에는 확률론  재해도 평가를 통하여 안  기 을 

만족하는 입지를 선정(10 CFR 100)하면 항공기충돌에 비한 설계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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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실제로 미국에서 과거에 지어진 원 의 경우 TMI 원 같이 공항 인근에 

치한 경우에만 항공기충돌에 비한 설계를 수행하 다. 우리나라, 일본, 

캐나다, 스페인  등도 미국과 유사한 법규를 가지고 있었다[2.1.14].

  반면 독일의 경우는 오래 부터 원 의 설계에 항공기충돌을 설계기 사고로 

반 하는 법규를 가지고 있다. 략 20톤 무게의 Starfighter 의 군용기가 

800km/hr의 속도로 충돌하는 경우에 비한 설계를 수행해왔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장시설(interim storage facility)의 인허가와 련하여서 

Atomic Energy Act (AtG)의 §6 para. 2 no. 4에서 항공기 납치, 충돌을 비롯한 

테러, 사보타지에 응한 설계에 한 요구를 명시하고 있다[2.1.15].  스 스와 

벨기에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원 의 설계에 항공기 충돌사고를 고려하여왔다. 

스 스는 약 90톤 무게의 B707-320 민항기가 370 mph (595 km/hr)로 충돌하는 

경우를 고려하 으며 벨기에는 100톤 무게의 항공기가 300 km/hr로 충돌하는 

경우를 고려하 다. 랑스는 모든 원 에 하여 소형 항공기 Cessna의 충돌에 

비한 설계를 수행하여왔으며 공항 인근에 치하는 경우에는 군용기 Learjet 

23, 민항기 B720의 충돌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하 다. 이 때 고려된 충돌속도는 

360 km/hr이다. 핀란드는 최근 Bid requirement GR2-4-P1을 통하여 신규원 의 

설계에 경비행기, 군용기, 민항기의 충돌을 반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 

논의된 미국 외 국가의 법규는 모두 원 의 설계에 한 법규이며 상기 

법규들이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장시설에 직  용되는지의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에서는 항공기의 고속충돌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의 

손상을 평가하는 기법의 황 분석  우리나라의 상황에 용하기 한 방안을 

분석한다. 해외의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 황  연구개발 황에 하여 

논하고 항공기 충돌 조건을 선정하는 근거를 분석한다. 항공기 충돌로 인한 

시스템의 구조 손상평가기법에 해 주로 알아보고 항공기의 충돌과 련된 

재해도 분석(risk analysis)  련 법규에 한 자세한 분석은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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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속충돌 기술 황분석

본 장에서는 국내․외에서 사용후핵연료의 수송/ 장시스템에 항공기충돌 

안 성 평가와 련하여 수행하여온 활동  연구개발 황에 하여 논하 다.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와 련된 기술개발은 원 의 안 성평가와 련하여 

매우 방 한 양이 수행되어왔고 그 기술들이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에도 

공히 용되며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 시스템 에만 용되는 기술은 많지 않다. 

다만, 원 의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와 련된 기술개발 황을 모두 다루기엔 

그 내용이 지나치게 범 하므로 본 장에서는 각국에서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의 항공기충돌 안 성 평가와 련하여 수행한 평가  

연구개발의 황만을 다루었다.

  1) 안 성 평가 황

   가) 미국의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 황

미국에서는 9.11 테러사건 직후 원 격납건물, 사용후핵연료 

장수조(storage pool),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시설,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에 

하여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를 수행하 다. NEI(Nuclear Energy Institute)의 

의뢰로 EPRI(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가 주 하여 수행한 이 평가는 

최신의 해석기법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수행되었다[2.1.1-6].   

  이 안 성평가에서는 9.11 테러와 같이 민항기가 납치되어 상기에 언 된 

시설에 충돌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하 으며 비행기 기종의 선택  충돌조건의 

선정과 련하여 매우 유의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비행기 기종의 선정

보잉사의 B767-400기종을 안 성평가의 기  기종으로 활용하 다. 이 

기종이 선택된 이유는 1) 미국에서 운항되는 민항기의 88%가 상기 기종과 

유사한 량를 가지며 2)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wide body 기종이며 

3) 상기 기종의 엔진 량이 미국에서 운항되는 90%의 민항기의 엔진을 

표할 수 있고 4) 상기 기종의 량이 보잉사의 상용기 량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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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centile에 해당하며 5) 미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2/3가 보잉사의 

기종이기 때문이다. 

- 항공기 충돌조건의 선정

항공기의 충돌속도는 350 mph (563km/hr)로 선정되었다. 이 속도는 9.11 

테러사건 당시 펜타곤에 충돌한 항공기의 속도로서 펜타곤과 비교하여 그리 

높지 않은 원 설비의 고도를 고려한 것이다. 한 숙련된 조종사라고 

하더라도 항공기를 매우 낮은 고도로 조종하여 정확한 타격 치에 상기속도 

이상으로 충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을 상기 충돌속도 선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충돌해석 상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시설로 1) 수직형 콘크리트 cask 2) 수직형 steel cask 

3) 수평형 콘크리트 cask를 평가하 다.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로 일 

수송차량에 재된 수평용기를 고려하 다. 

- 보수  평가조건 선정

항공기가 피랍되어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에 충돌하는 조건에는 매우 

큰 불확실성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 근거로부터 

불확실성을 여 해석조건을 산정하되 그 과정에 평가의 보수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EPRI 보고서에 기술된 보수  가정의 

하나는 항공기의 충돌 량의 산정 시 항공유의 소모를 고려하지 않고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량을 고려하 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장 cask 

 수송용기는 그 크기가 B767-400에 비하여 훨씬 작기 때문에 실제 가장 

가혹한 충돌 조건인 엔진의 직  충돌을 고려하 다. 이때 충돌 치  

충돌 각도를 장 cask  수송용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수직충돌로 

선정하여 해석의 보수성을 유지하도록 하 다. 

  이 평가를 통해 내려진 결론은 사용후핵연료 장용기나 수송용기 모두 항공기가 

충돌하더라도 용기의 손상으로 인한 핵종 유출은 없다는 것이었다.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한 평가 방법  해석 기법에 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추후 NRC가 10 CFR 50의 내용을 개정하는데 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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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후핵연료 장 Cask (b)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차량

그림 2.1.1-1 미국 EPRI 수행 항공기충돌안 성평가 상 시설. 

   나) 독일의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 황

독일은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인허가에 테러에 의한 항공기충돌에 

한 응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9.11 사건 이 에는 사고로 인한 군용기의 

충돌만을 고려하 으나 9.11 사건 이후 자국 내 모든 간 장시설에 하여 

형 민항기의 충돌을 고려한 안 성평가를 실시하 다. 

  독일의 인허가 기 인 BfS(Bundesamt für Strahlenschutz)에서 안 성평가를 

수행하 으며 해당 내용이 BfS의 홈페이지 [2.1.1-5]에 게재되어 있다. 

그림 2.1.1-2 독일의 사용후핵연료 Cask 장시설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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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평가에서는 Boeing 747, Airbus 340 등 독일에서 운항하는 모든 민항기를 

고려하여 충돌 항공기를 선정하 으며 가장 무거운 payload  최  항공유 

재상태를 기본 가정으로 평가를 수행하 다. 모든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에 하여 항공유의 화재로 최고온도 1100 °C가 15분간 지속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항공기내 기타 가연성 물질의 연소로 인한 추가화재는 700 

°C의 온도가 25분간 지속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각각의 간 장시설의 개념에 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STEAG 

방식으로 건설된 Cask 장시설(Lingen, Brokdof, Unterweser Esenshamm, Krümmel, 

Brünsbuttel)의 경우 Cask 장 홀의 벽 두께가 1.2 m이며 형 민항기의 충돌로 

심각한 건물의 손상  항공유의 건물 유입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건물 내 사용후핵연료 장 Cask에서 심각한 핵종유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WTI 방식으로 지어진 시설(Grafenrhenbeld, Biblis, Gundremmingen, Isar/Ohu, 

Philippsburg)의 경우에는 Cask 장 홀의 벽 두께가 0.7~0.8m로 상 으로 얇기 

때문에 일부 벽  지붕의 붕괴 등 보다 큰 구조손상이 측되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양의 항공유가 유입될 것으로 상되나 시설 아래쪽에 항공유가 

흘러나갈 수 있는 outlet이 있어서 항공유의 화재로 인한 손상은 미비할 것으로 

평가하 다. Cask에 가해지는 최악의 구조손상 시나리오로 붕괴되는 지붕의 

트러스에 의한 직격을 고려하 고 이 경우에도 Cask의 건 성은 유지된다고 

평가하 다.

  2) 항공기충돌 평가의 어려움

항공기의 충돌은 매우 큰 에 지를 가지는 missile 충돌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공학 해석을 통한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의 어려운 은 1) 충돌하는 

상(항공기) 자체가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라 공학  모델링이 난이하며 2) 매우 

높은 에 지를 가진 충돌로서 폭발, 화재, 구조손상 등 다양한 물리  상이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하며 3) 보편타당한 충돌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어려우며 

4) 원형모델에 하여 시험을 수행하여 해석평가의 타당성을 검증(verification and 

validation: V&V)하는 것이 실 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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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F4-Phantom의 콘크리트 방벽 충돌모습 (SNL). 

  이상과 같은 이유로 1960년  이래로 항공기 충돌을 단순화하여 모사하는 

방법, 항공기 충돌로 발생하는 물리  상을 개별 으로 고려하여 안 성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등이 연구되어 왔다. 

  근래에는 해석기법과 컴퓨터의 진보로 보다 세 한 모델  해석기법으로 

상 으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졌으며 2.1 에 소개되었듯이 원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의 안 성평가에 활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여 히 항공기충돌로 야기되는 복잡한 여러 상을 단순화 없이 

모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구조손상평가를 일례로 들면 항공기의 충돌은 

매우 높은 에 지를 가진 충돌로서 이로 인한 구조손상은 연속체역학(continuum 

mechanics)으로 모사가 가능한 범주를 벗어나는 경우가 부분이다. 괴역학에 

기반하여 이러한 경우의 해석도 수행이 가능하나 그 해석 결과의 불확실성이 

상 으로 커서 안 성평가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재까지도 항공기충돌로 인한 국부손상의 평가에는 시험에 기반을 둔 경험식이 

설계의 기 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항공기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폭발 등의 상을 시뮬 이션 하는 것도 실 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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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석을 통한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를 해서는 복잡한 물리  상을 

단순화하여 필요한 정보를 한 정확도를 가지고 도출해 내는 것이 

필수 이며 이때 도입된 가정의 타당성과 보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논의는 항공기의 충돌조건 선정에도 용된다. 실제로 항공기가 

사용후핵연료 장시설 등에 충돌하는 시나리오  조건은 무수히 많을 수 

있으며 이들 모두에 해 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타당성과 

보수성을 가지는 가정을 통하여 시나리오  조건의 수를 최소화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의 항공기 혹은 고속 missile 충돌 

안 성평가와 련하여 수행되어온 연구개발 황을 구조평가 주로 기술한다. 

과거 원  격납건물 등에 하여 수행된 연구더라도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의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에도 요하게 용되는 내용이면 함께 

기술하도록 한다. 

   가) 미국의 연구개발 황

1967년 J.D.Riera[2.1.1-7, 2.1.1-8]은 Boeing 707-320, Boeing 720 등의 

항공기가 완 히 고정된 강체로 모사된 방벽에 수직으로 충돌하 을 때 방벽에 

가해지는 충격력의 시간이력을 이론 인 방법으로 계산해내었다. 이 계산에는 

항공기의 길이 방향 질량분포의 정보와 항공기 동체의 좌굴하 의 정보가 

사용되었고 이 게 계산된 하 이력을 활용하여 원자로 격납건물에 항공기 

충돌로 발생하는 응력분포를 계산해내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Riera는 충돌하는 

항공기에 한 해석과 Target에 한 해석을 분리(decouple)하는 계산 기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문제를 크게 단순화할 수 있게 되었다. 강체에 

충돌하는 상황을 산정하여 계산된 충격력은 강체가 아닌 Target과의 충돌에서 

실제 작용하는 힘보다 보수 으로 크게 계산되므로 타당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Riera의 계산방법은 추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개선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에 요하게 활용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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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4 항공기 질량분포  좌굴하 을 활용한 충격력의 산정 (J.D.Riera).

  일반 으로 missile에 의한 충돌로 인한 구조손상은 국부손상(local damage)과 

반손상(global damage)로 분류하는데 Riera의 방법은 항공기를 deformable 

missile로 고려한 반손상 해석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1988년 4월 19일 SNL(Sandia National Lab)은 full-scale의 F4 Phantom 제트기를 

210 m/s의 속도로 콘크리트 방벽에 충돌시키는 시험을 수행하 다. 이 시험은 

당시 일본의 Kobori Research Complex (당시 Muto Institute of Structural Mechaics)의 

의뢰로 수행된 것으로서 항공기가 강체에 가까운 방벽에 충돌할 때 실제 발생하는 

충격력  충격 역을 시험 으로 측정, 검증하기 하여 수행되었다[2.1.1-9]. 이 

시험의 세   시험결과, Riera 해석식과의 비교는 [2.1.1-10]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시험에서 콘크리트 방벽의 국부손상 여부는 항공기의 충격 역을 도출하는데 

활용되었고 국부손상의 평가가 주목 이 아니었다. 이 시험의 목 은 반해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검증이라고 할 수 있다.



- 14 -

그림 2.1.1-5 F4 Phantom Jet 충돌시험 (SNL).

그림 2.1.1-6 GE-J79 엔진의 충돌시험 (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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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L과 일본 Kobori의 연구진은 상기 F4 Phantom의 충돌시험과 더불어 비교  

도가 높지만 soft(deformable) missile로 간주할 여지가 있는 F4 Phantom의 

GE-J79 엔진의 충돌시험을 수행하 다. [2.1.1-9] 이 시험의 목 은 엔진에 의한 

콘크리트 방벽의 perforation, penetration, scabbing 등과 같은 국부손상을 평가하기 

한 것으로 엔진을 모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스 일(small, intermidiate, large)의 

deformable missile을 디자인하여 시험에 활용하 고 비교평가를 하여 각각의 

스 일에 hard(rigid) missile  실제 F4 Phantom에 사용되는 GE-J79엔진을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의 세 과 결과는 [2.1.1-11, 2.1.1-12]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 독일의 연구개발 황

독일의 GfN(Gesellshaft für Nuklear)  BAM(Bundesanstalt für Material 

forschung)에서는 1978년에서 1980년까지 수년간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missile 

충돌시험을 수행하 다. 이 시험에는 아래 그림 2.1.1-7과 같이 군용 항공기의 

엔진을 모사하는 단순화된 missile이 설계되어 사용되었고 CASTOR II cask, TN 

1300 등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의 실물크기 모델에 300 m/s의 속도로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충돌하는 시험이 수행되었다. 이 시험을 통하여 각 용기의 

주격납구조(primary containment structure)의 건 성이 유지되는지 시험 으로 

검증을 하 고 산해석을 한 충격력의 시간이력 자료를 생산하 다. 추후 

해당 충격력 시간이력을 입력해 산해석을 수행하여 시험결과와 비교검증을 

하 다 [2.1.1-13].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와 련된 내용을 Waste 

Management 학회에 발표된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1-14] 이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에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의 

구조응답  항공유로 인한 화재 등을 고려하 고, STEAG 건물의 경우 

항공기의 엔진이 건물 벽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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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7 CASTOR II cask의 충돌시험에 사용된 missile. 

(a) 시험 (b) 시험 후

그림 2.1.1-8 CASTOR II cask의 missile 충돌시험 (상부 Lid 수직충돌). 

(a) 본체 타격 후 모습 (b) Lid 타격 후 모습

그림 2.1.1-9 TN-1400 Cask의 missile 충돌시험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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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체코의 연구개발 황

체코의 UJV Rez a.s. div. Energoprojekt Praha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에 한 민간항공기의 충돌안 성평가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해당 내용을 SMiRT 18에 발표한바 있다[2.1.1-15]. 이 연구에서는 보수 으로 

항공기 기종을 설정하여 미국의 EPRI 보고서에 발표된 펜타곤 충돌속도(150 

m/s)를 용하 다. 사용후핵연료 장용기의 장시설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여 측면 벽에 수직으로 충돌하는 경우와 

지붕에 비스듬하게 충돌하는 경우에 해 상용 구조해석 코드인 ABAQUS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이 연구에서 주목할 은 수직충돌의 경우에는 

Riera가 제안한 방식으로 건물의 반손상을 평가하 으며 비스듬한 충돌의 

경우는 항공기의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하여 해석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작성된 항공기의 유한요소모델에 한 검증  항공기  건물의 

국부손상평가를 하여 사용한 eroding contact 기법의 신뢰성에 한 논거가 

제시되지 않아 제안된 평가기법이 보수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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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가 상 건물 1 (b) 건물 1의 해석평가 결과

(c) 평가 상 건물 2 (d) 건물 2의 해석평가 결과

그림 2.1.1-10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 (체코). 

   라) 일본의 연구개발 황

(a) GE/CF6-80C2 엔진 개략도  (b)GE/CF6-80C2 엔진의 유한요소모델

(c) 충격력시간이력 (d) DPMC의 유한요소해석

그림 2.1.1-11 Dual Purpose Metal Cask의 항공기 엔진 충돌해석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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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ic Power Industry)에서는 

사용후핵연료의 간 장에 사용될 Dual Purpose Metal Cask(DPMC)에 한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를 매우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2.3.1 에서 

소개하 듯이 일본은 1970년 부터 항공기충돌에 한 안 성평가  

평가모델의 검증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09년 3월 Journal of 

Power and Energy Systems에 발표된 연구[2.1.1-16]에서는 형 민항기의 엔진이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벽면을 통해서 시설 내부의 DPMC를 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이 경우 DPMC의 leak-tightness의 유지여부를 평가하 다. 

Missile로 고려된 항공기 엔진은 GE/CF6-80C2로서 Boeing 747  Airbus 300과 

같은 형 항공기에 사용되는 것이며 충돌속도는 이, 착륙시의 속도를 고려하여 

90 m/s로 산정하 다. 엔진의 벽면 통 후 속도는 경험  평가식인 Degen 

공식으로 계산되었다[2.1.1-1]. 이 연구에서 특기할 은 엔진에 의한 충격력을 

엔진의 유한요소해석  Riera의 근법을 결합하여 계산하 다는 이다.  

엔진의 상세 유한요소모델을 작성한 후, 이 모델이 강체 벽에 충돌할 때의 

충격력 시간이력을 상용소 트웨어 LS-DYNA로 계산한 후 이 충격력 

시간이력을 DPMC에 용하여 구조응답을 평가하 다. 충격력 시간이력을 

계산하는 방법과 DPMC에 엔진이 충돌하는 각도 산정에 보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DPMC의 설률은 경험 으로 자체 개발한 공식으로 계산하고 

있다[2.1.1-17]. 

 다. 고속충돌 시나리오 분석

  1) 항공기의 충돌시나리오

항공기 충돌로 인한 재해도 분석에서 고려하는 항공기의 충돌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 [2.1.1-2].

- Type I event: A crash occurs at the site deriving from the general air traffic in the 

region. To evaluate the probability of occurrence of such crashes, the site is 

considered as a tract or circular area of 0.1~1 km2 and the region as a circula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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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100~200 km in radius.

- Type II event: A crash occurs at the site as a result of a takeoff or a landing 

operation at a nearby airport.

- Type III event: A crash occurs at the site owing to air traffic in the main civil 

traffic corridors and the military flight zones.

  이상과 같은 항공기의 정상 인 운항  발생하는 충돌에 해서 발생확률을 

계산하여 원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입지선정에 반 하는 것이 9.11 사건 

이 까지의 설계  인허가의 행이었다. 미국의 Utah 주에 건설 정인 

간 장시설 PFSF(Private Fuel Storage Facility)가 공군의 군사운용 구역 내에 

치하여 인허가에 F-16 투기의 추락에 비한 안 성 평가를 수행한 것은 잘 

알려진 일례이다. 9.11 사건 이후로는 형 민항기의 납치에 의한 시설 타격이 

요한 항공기 충돌사고의 시나리오로 고려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신규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원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은 입지와 상 없이 형 

민항기 충돌 비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항공기가 시설에 충돌하게 

되는 세세한 시나리오의 요성은 오히려 경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항공기충돌로 인한 재해에 이르는 시나리오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에 항공기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최종 인 

재해는 방사성물질의 유출  이로 인한 환경의 오염, 피폭이라고 할 수 있다. 

항공기가 충돌했을 때 시설  용기에서 방사능 재해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는 

해당 시설  용기의 설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공히 용 

가능한 시나리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한다고 IAEA의 Safety Guide에서 기술하고 있다. 

   가) 주 충격  비산물 충돌 (Primary impact and secondary projectiles)

 - 항공기 충돌로 인해 야기되는 단력, 굽힘력에 의한 건물의 붕괴(collapse) 

 - 건물벽면의 통(perforation)  건물 내부 벽면의 spalling으로 인한 내부  

 시설의 손상 



- 21 -

 - 충격으로 인한 진동(vibration)  응력 (stress wave)에 의한 주요 설비의  

손상

 -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물에 의한 손상

   나) 항공유에 의한 향

 - 건물 외에서 항공유의 발화로 인한 화재  이로 인한 주요설비의 손상

 - 건물 외에서 항공유로 인한 폭발

 - 시설의 환기시스템 등으로 연소개스 유입

 - 충돌로 인해 손상된 부 , 환기구 등으로 항공유가 액상 혹은 vapor의 

형태로 유입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해석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기에 열거한 모든 사건들을 고려하는 것은 

실 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상기 사건들이 발생할 가능성  각 사건의 

향을 면 히 검토하여 가장 보수 인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것이 실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기의 충돌로 인한 

구조손상은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반면 화재로 인한 손상은 화재가 발생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해야 나타나므로 구조손상과 화재손상은 분리하여 

평가하여도 무방하다.  

 라. 항공기충돌사고 조건설정

본 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테러에 의한 항공기의 충돌(targeted aircraft 

crash)에 비한 안 성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건 설정에 하여 기술한다. 

각각의 항목에 하여 선택 가능한 옵션을 제시하여 해석의 난이도  보수성의 

확보 정도를 조 할 수 있도록 한다.  

  1) 항공기 기종의 선택

항공기의 기종은 우리나라에서 운항 인 항공기의 정보를 분석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보수 인 선정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운항 인 민항기  

가장 무거운 기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일본 CRIEPI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 22 -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운항 인 민항기를 표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는 

방법인데, 미국에서 선택한 것처럼 량이 모든 항공기 량 분포의 85% 

Percentile에 해당하는 기종을 선택하는 것이다. 평가의 상이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용기인 경우에는 항공기 동체 체가 충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큰 충돌에 지가 달되는 엔진에 의한 충격만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수 인 평가를 가능하다. 

  2) 항공유량

테러에 의한 항공기 충돌의 경우 어느 정도의 항공유를 소모한 상태에서 

충돌이 발생하는지 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항공유의 잔유량은 가장 보수 으로 

평가한다.  즉 항공기가 이륙할 당시의 항공유 잔유량을 충돌 시 잔유량으로 

선정한다.  

  3) 항공기 충돌속도

미국 EPRI 보고서에서 언 하 듯이,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과 같이 

표고가 높지 않은 시설의 경우 아무리 숙련된 조종사라고 하더라도 안정 으로 

항공기를 조작하여 높은 속도로 충돌시키는 것이 극히 어렵다.  따라서 9.11 

사건 당시 펜타곤을 타격한 항공기의 속도 150 m/s를 평가의 기  속도로 

선정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사료된다.

  4) 항공기 충돌 치 

타격 치는 평가의 상이 되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충돌되는 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충돌지 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보수 이겠으나 항공기  충돌되는 시설의 제원을 고려하여 합리 으로 

충돌 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시설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conservative impact 

point)은 해당 부 의 구조손상 뿐 아니라 그로 인한 향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의 경우 수송/ 장용기의 

leak-tightness를 가장 크게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부 를 타격 치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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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항공기의 충돌각도

표고가 높지 않은 시설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경우 충돌각도는 거의 수평에 

가깝다. 부분의 경우 수직충돌의 경우 가장 큰 충돌에 지가 달되므로 

항공기가 수직으로 충돌하는 상황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수성을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측면 벽이나 

장용기의 경우 항공기나 엔진이 수직으로 충돌하는 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시설의 지붕 측으로 수직충돌이 발생하는 것은 실 으로 

불가능하며 지나치게 보수 인 가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충돌각도를 면 히 

계산해야하며 Riera의 방식으로 구조응답을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세한 

항공기의 모델링이 필요하다. 

 마. 구조손상 평가방법

항공기 충돌로 인한 구조손상 평가기법은 [2.1.1-1]에 잘 정리되어있다. 본 

에서는 항공기 충돌로 인한 구조손상의 해석, 평가방법  최근의 연구 동향을 

간략히 정리한다.  

  1) 개  요

구조손상을 국부손상(local damage)과 반손상(global damage)으로 분류하고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 인 설계 행이다. 국부손상은 콘크리트 벽이나 

철의 missile에 의한 통(perforation), 입(penetration), scabbing 등 국부 인 

괴, 손을 말하며 재료의 거동이 연속체역학으로 모사 가능한 범주를 

벗어난다. 반면 반손상은  missile에 의하여 발생하는 구조물 체의 응력  

진동 등에 의한 손상을 말한다. 반손상은 연속체역학에 기반을 둔 

유한요소해석으로 평가가 가능하다. 실제로 항공기와 같은 missile이 충돌하는 

경우 타겟은 국부손상과 반손상을 동시에 받게 되고 두 가지 손상 메커니즘 

사이에 상호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구조손상을 국부손상과 반손상으로 

나 어 평가하는 것은 평가의 편이성을 한 것으로 인 것이 아니며, 

근래에는 이 둘을 동시에 해석하는 해석기법의 개발이 진행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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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palling (b) scabbing (c) perforation

그림 2.1.1-12 콘크리트 방벽의 국부손상 모드. 

  2) 국부손상 평가방법

콘크리트 구조물의 국부손상은 일반 으로 spalling, penetration, scabbing, 

perforation의 순으로 진행된다. 

  각각의 모드에 하여 구조손상의 평가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경험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이 경험식들은 강체에 가까운 missile (non-deformable missile)이 

수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 하여 얻어진 것으로 항공기의 충돌의 경우에 바로 

용할 수 없다. [2.1.1-12]에서 밝 졌듯이 항공기에서 가장 도가 큰 엔진도 

deformable missile로 고려하는 것이 합리 이며 이 경우에는 rigid missile에 한 

경험식에 스 일링 인자를 곱하여 활용한다.  

  표 2.1.1-1에 콘크리트 타겟의 국부손상 평가 식을 정리하 다. 각주에 

표시하 듯이 상기 공식들은 부분 rigid missile의 수직 충돌에 의한 구조손상의 

평가식이며 deformable missile에 의한 구조손상은 스 일링 인자를 곱하는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철 구조물의 rigid missile에 의한 국부손상  

통깊이 등은 경험식인 BRL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2.1.1-1]. 

  3) 반손상 평가방법

항공기 충돌에 의한 구조물의 반손상 평가기법으로 time history analysis 

method 와 energy balance method가 있다.  Time history analysis method는 

항공기의 충돌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을 두 단계로 나 어 해석한다.  첫 번째 

단계에 항공기의 충돌로 타겟에 달되는 충격력을 계산하며 이 과정에서 

타겟은 강체로 가정되어 보수 으로 충격력을 계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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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 mode Rigid missile Deformable missile

Penetration:  - Modified NDRC 50% of rigid

Scabbing: 

- Modified NDRC
- Bechtel
- Chang
- CRIEPI

60% of rigid
- Stone & Webster

Perforation: 

- Modified NDRC
- CEA - EDF
- Degen
- Chang
- CRIEPI

70% of rigid

Punching shear
- ACI
- Long

표 2.1.1-1 콘크리트 타겟의 국부손상 평가를 한 경험식 [2.1.1-1]

주 1. 상기 공식들은 강화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에만 용이 가능하다. 

주 2. Deformable missile의 스 일링 인자는 [2.1.1-10]등에 의하여 수행된 항공기 

엔진 충돌시험의 결과에 기반하여 구해졌음

주 3. 상기 공식들의 참고문헌은 [2.1.1-1]의 부록 C에 제공됨

  항공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사가 가능하다.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Riera 

등이 제안한 것처럼 항공기의 질량분포, crushing/bucking 특성, 충돌속도, 길이 

등과 같은 구조 정보로 모델링 하는 것이며 이때 충격력은 Riera 공식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항공기 혹은 항공기 구조를 히 유한요소로 

모델링하는 것으로 이 경우 충격력은 비선형 동역학해석으로 구해진다. Time 

history analysis method의 두 번째 단계는 구해진 충격력을 입력으로 구조응답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범용으로 사용되는 구조 동역학 해석코드를 

활용할 수 있다. 

  Energy balance method는 항공기충돌로 인하여 항공기로부터 타겟에 달되는 

운동에 지를 계산하고 이 값을 타겟 구조물이 변형에 지로 흡수할 수 있는 

한도, energy absorption capability와 비교하여 구조건 성 여부를 평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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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타겟 구조물에 흡수되는 에 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충돌특성을 

고려하여 상한과 하한을 정하고 이 값들로부터 ductility ratio (총 변형과 

탄성변형의 비)를 계산하여 허용 값과 비교한다.  

  Time history analysis method는 실제 항공기의 질량분포  강성분포를 

고려하여 항공기를 모사하는 반면 energy balance method에서는 항공기가 충돌할 

때 실제로 타겟 구조물에 달하게 되는 유효운동에 지(effective kinetic 

energy)의 계산과정에서 항공기의 특성이 반 된다. 항공기 모델링의 에서 

보면 time history analysis method가 좀 더 많은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Time history analysis method에서는 항공기와 타겟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분리하여 고려하고 있으며 강체 타겟, 수직충돌이란 가정이 

들어가 보수 인 평가를 하게 된다.  Energy balance method에서는 항공기와 타겟 

구조물의 충돌을 완 탄성충돌, 완 소성충돌의 두 가지 경우로 가정하여 상, 

하한을 결정하여 평가에 활용한다.  

  평가 상이 건물인 경우 평가는 ACI Code 349, Appendix C, Section C-3에 

정의되어 있는 permissible ductility ratio와 항공기충돌로 계산된 ductility ratio를 

비교하여 수행한다. 철제구조의 경우는 AISC Nuclear specifications의 Section 

Q1.5.8  ANSI-N690에 permissible ductility ratio가 명시되어 있다. 

  4) 최근 연구동향

미국, 독일, 체코 등의 평가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에는 항공기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을 정 하게 유한요소로 모델링하여 ABAQUS나 

LS-DYNA와 같은 비선형동역학해석용 소 트웨어로 충돌해석을 수행하여 

평가를 하고 있다(그림 2.1.1-13).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한 평가방법  사용된 해석기법에 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건물의 손, 붕괴 등과 같은 국부손상의 평가방법  사용후핵연료 장용기의 

설률의 해석평가에 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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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13 독일의 사용후핵연료 장건물 항공기충돌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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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탄환의 통해석 (b) 탄환 통해석 결과  시험결과

(b) missile의 콘크리트 충돌해석 결과 (d) missile의 충돌시험 결과 (비교용)

그림 2.1.1-14 구조물의 missile 충돌로 인한 국부손상 해석 (AUTODYN). 

  항공기충돌로 인한 구조물의 반거동은 해석기법의 발   계산 역량의 

비약  향상으로 매우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국부손상과 반거동을 

동시에 모사할 수 있는 해석기법도 활발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1.1-14) 하지만 아직까지도 철  콘크리트의 국부손상해석은 반거동해석에 

비해 해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 그 결과가 안 성평가에 직  사용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바. 결  론

이상으로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의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와 련된 

배경  법규, 평가  연구 황, 그리고 구조평가를 한 기법에 하여 

기술하 다. 항공기충돌에 비한 안 성평가 기법은 1960년 부터 매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어온 분야이며 원 의 안 성평가와 련되어 개발된 부분의 

내용이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에도 공히 용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다 

정확한 해석기법이 개발되고 계산 역량이 커지면서 그 평가의 정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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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언 하 듯이 

항공기충돌이라는 복잡한 상을 모사하기 해서는 단순화와 가정이 

필수 이며 이러한 단순화와 가정에 합리성과 보수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에 항공기가 충돌하 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시나리오에 하여 논하 다. 실제로 항공기 충돌 시에는 구조손상 외에 화재, 

폭발 등 다양한 물리  상이 수반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런 모든 상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례는 발견하지 못하 다. 실 으로 그런 상들을 

동시에 고려한 해석평가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한 가정을 수립하여 

각각의 상을 별도로 평가하고 각 상 간에 있을 수 있는 상호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구조손상만을 고려하 을 때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는 다음과 같은 일반 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1) 항공기 기종 선정

2) 항공기의 충돌조건 선정

3) 항공기 기종의 모델링

4) 타겟 구조물의 모델링

5) 국부손상 평가

6) 반손상 평가

7) 최종평가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따라 3), 4), 5), 6)에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시스템의 경우 최종평가는 핵종의 설 혹은 방사선 

피폭피해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하지만 일반 인 경우에 하여 

해석 으로 상기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은 아직 개발 으로 한 

구조응답으로 체하여 평가하는 것이 실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시스템에 하여는 시험 인 방법으로 최종평가의 척도를 계산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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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도화재 황  시뮬 이션 방안분석

 가. 과도화재 기술 황 분석 

     재까지 악된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는 장시스템의 과도화재에 

한 연구는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터 화재의 산 시뮬 이션을 통하여 

터  내부의 화염온도와 화재시간을 측하고 이들 화재 환경조건에서 

수송용기의 열  건 성을 평가한 사례가 유일하다. 

  2001년 7월 18일 미국의 볼티모어 시내의 Howard Street 터 에서 

인화성물질(tripropylene) 싣고 가던 화물열차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 다[2.1.2-1]. 

NRC의 지원으로 미국의 기술표 원인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 CNWRA(Center for Nuclear Waste Regulatory Analyses), PNNL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등 3개 기 의 문가로 연구 을 구성하여 화재 

원인 분석  산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NIST산하의 BFRL(Building and Fire Research Laboratory)는 화재로 인한 터  

내부에서의 열 인 환경을 평가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다. NTSB(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는 터 화재의 조사를 실시하여 터 , 철도차량의 

손상과 기타 상세한 정보를 NIST에 제공하 다. NTSB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를 

이용하여 터  내에서 고온의 가스 온도와 다양한 물체로의 열 유속을 측하기 

한 산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NIST에서 개발된 화재시뮬 이션 로그램인 FDS(Fire Dynamic Simulator) 

코드[2.1.2-2]를 이용하여 터 화재조건에 한 열 환경을 측하 다. 

  PNNL에서는 FDS 결과를 ANSYS  COBRA-SFS 코드의 경계조건으로 

고려하여 수송용기에 한 열  건 성을 평가하 다. 즉, 볼티모어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 한 화재조건 해석을 수행하여 수송용기의 열  건 성을 

평가하 다.  

  1) 볼티모어 터 화재 개요

     볼티모어 터 화재는 인화성 물질을 싣고 가던 60량의 화물열차 에서 

11량이 탈선하 고 52번째 차량의 탱크차가 손되어 108,263리터의 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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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propylene이 흘러내려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2.3.2-1은 

탱크차를 보여주며, 철로로부터 탈선 과정에서 차량 이크의 충격을 받아 3.8 

cm의 구멍이 뚫리었다. 

그림 2.1.2-1  액체 Tripropylene 탱크 차.  

  액체 연료로 인한 화염은 수 시간 동안 지속되었으며, 폐된 탱크의 차량에서 

다른 물질들이 서서히 연소되어 화재가 수일동안 지속된 것으로 추측되었다. 

다른 차량들에는 펄  재, 벽돌, 철재, 콩기름, 부식성 산 등이 포함된 화물이 

재되어 있었다. 볼티모어 터 은 0.8 %의 경사도를 갖고 길이는 2,650 m, 

높이는 6.7 m, 폭은 8.2 m의 편도 1차선 터 이다.

  NTSB에 따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장 심한 화재가 약 3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약간 어든 화재가 3시간 이상, 화재가 시작된 후 약 12시간 이후에 

소방 들은 tripropylene이 더 이상 연소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2) 볼티모어 터 화재 산시뮬 이션 

     NIST에서는 건물에서의 화재 상 규명과 화재보호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하여 화재해석 로그램인 FDS(Fire Dynamics Simulator)를 개발하 다. FD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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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의 화재 상 규명과 화재보호 시스템의 성능평가를 하여 개발된 화재 

시뮬 이션 코드로 Navier-Stokes 방정식 형태의 마하수(low Mach number)에 

기반을 두고 있다. LES(Large Eddy Simulation) 기법을 사용하며, 3차원 비정상 

화재모델의 난류유동과 복사열 달 해석이 가능하다.  

  볼티모어의 터 에서 발생한 화재를 FDS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 으며, 그림 

2.1.2-2는 터 화재 해석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계산의 목 은 화재가 발생하여 

최  가스온도와 표면온도, 그리고 도달  지속시간을 측하는데 있다. 

수치해석 모델을 검증하기 하여 터 에서 실제 화재시험과 시뮬 이션을 

수행하 으며, 시험과 수치해석 결과가 50 ℃ 이내로 일치하 다.   

그림 2.1.2-2  FDS 터 화재 시뮬 이션 모델. 

  터 에서 열차 차량은 3.0 m(W) x 4.0 m(H) 크기의 고체 블록으로 구성되고 

차량의 하부에 1 m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 다. 화재 시뮬 이션에서 

차량은 복사열 달의 타깃이 되고 공기유동을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한다. 

기에 tripropylene 연료가 엎질러진 상태에서 화재가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액체는 부분 분자량 126 g/mol인 탄화수소()로 가정하 다.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

  연소반응에 의한 탄화수소의 발열량은 이론 으로는 44,300 kJ/kg이나 하부의 

순환 환경 하에서는 매연과 일산화탄소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보다 다. 

폐공간의 화재 실험과정에서 소모된 가스의 측정에서 매연  일산화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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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 0.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2-3과 그림 2.1.2-4는 화재가 발생한 후 5분  30분이 경과되었을 때 

터 의 수직 심라인에서의 온도  산소농도의 분포를 보여 다. 기에는 

산소의 공 이 원활하여 화염의 순환이 잘되었지만 터 이 매연과 연소물질로 

채워지면서 화재의 상부 경사 측면에서 산소가 어들었다. 

그림 2.1.2-3  화재 후 5분, 30분 시간에서 터  심라인의 온도분포.  

그림 2.1.2-4  화재 후 5분, 30분 시간에서 터  심라인의 산소 농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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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를 지속하기 하여 연료, 산소  열원이 필요하며, 격리된 지역에서 

단기간만 산소가 공 된다. 산 시뮬 이션 결과에 따르면 터 화재의 규모는 

약 50 MW로 나타났다. 일부 해석에서는 pool 역을 지정하 으며, 연료 

표면에서 열 유속으로 인하여 연료가 기화되었다.  다른 해석에서 고정된 열 

방출률을 사용하여 pool의 크기와 연료의 물성치를 측하 으며, 2가지 경우 

모두 열 방출률은 약 50 MW로 측되었다.   

  화재의 열 방출률을 측함으로서 터 의 외부로부터 공 되는 산소( 는 

공기)의 양을 측할 수 있다. 그림 2.1.2-5는 하부의 차가운 신선한 공기층과 

상부의 매연 층을 보여주고 있다. 터  길이는 2.65 km이며, 화재에 도달하지 

못한 기존의 매연과 화재가 혼합되는 동안에 많은 양의 신선한 공기가 터 로 

유입된다. 부분 tripropylene을 포함한 부분의 탄화수소는 13,000 kJ/kg의 

산소가 필요하다. 따라서 50,000 kW의 화재에서는 4 kg/s의 산소가 필요하며, 4 

kg/s의 산소를 공 하기 한 공기의 은 14 ㎥/s 이다. 

그림 2.1.2-5  터  내부에서 매연과 공기의 혼합 개요도. 

  화재 시뮬 이션 결과 터  내부의 수도 이 열된 3시간 동안 화재가 

지속되었으며, 이 시간동안 화재 지속에 필요한 산소의 양을 감안하여 열방출률, 

즉 화재강도는 약 50 MW로 측되었다. 이 시간동안 엎질러진 tripropylene의 

일부가 증발되었지만 산소 부족으로 연소는 되지 않았다. 연료 소모량의 정확한 

분포를 측할 수 없어 화재의 지속시간과 수도 의 열 시간의 측이 

어려웠다. 화재 후 3 ~ 12시간 이후에 연료의 부족 는 물의 공 으로 인하여 

tripropylene의 화재가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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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3시간 동안 터  내부의 화염  차량의 반 길이에서의 최 온도는 약 

1,000 ~ 1,100 ℃, 3 ~ 4개 차량에 해당되는 터  길이의 평균온도는 약 500 ℃로 

계산되었다. 두꺼운 터  벽을 통한 단열효과로 인하여 몇 개의 차량 길이에서 

일정한 온도가 측되었다. 계산 결과에 따르면 터  벽의 최 온도는 화염이 

직 으로 하는 지 에서는 800 ℃, 3 ~ 4개 차량 길이에서는 400 ℃로 

측되었다. 차량의 철 온도는 화염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철 의 높은 

열 도도로 인하여 주변의 가스 온도와 유사하 다.

  3) 터 화재 사고조건에 한 수송용기 열 평가 

     볼티모어 화재와 유사한 화재조건에서 수송용기의 열  건 성을 평가하기 

하여 미국 NRC로부터 인허가 승인된 3종(HI STAR-100, TN-68, NAC-LWT)의 

수송용기에 한 산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2.1.2-3]. 

  NIST에서 측한 볼티모어 터 사고조건에서의 화염온도를 COBRA-SFS  

ANSYS 코드의 입력 자료로 고려하 으며, 화염의 최 온도는 980 ℃이고 7시간 

동안 화재가 진행된 후 23시간 냉각되는 조건을 고려하 다. 

  그림 2.1.2-6은 터 화재조건에 한 수송용기 열 해석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수송용기는 1량 철도차량의 화염에 치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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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6  수송용기 열 해석을 한 터  모델 단면.  

  3종의 수송용기는 볼티모어 터 화재 조건에서 crud와 같은 방사성물질의 

미세한 설이 발생하 으나 핵물질의 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볼티모어 터 화재는 세계 인 사고 지만 이런 조건에서 수송용기의 사고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과도화재 시나리오 분석  도출

    미국의 방화 회인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 발간된 

NFPA 101[2.1.2-4]와 NFPA 5000[2.1.2-5]에서는 화재 시나리오 작성을 한  

8가지의 시나리오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화재는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일정한 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원인과 형태 그리고 결과를 갖는 복잡한 상이다. NFPA에서는 

심도 있는 화재안  평가를 하여 최소한 시나리오 8개 정도를 선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로젝트의 규모와 목 에 따라서 문가의 단에 의해 



- 37 -

ISO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 2개의 화재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2개의 화재시나리오는 상되는 화재시나리오 에 피해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측되는 최악의 경우(worst case)와 가장 빈번할 것으로 

측되는 사고(most likely case)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PIARC[2.1.2-6]은 터  설계를 목 으로 표 2.1.2-1과 같이 차량에 한 

화재강도를 정의하 다. 터  화재사고의 주요원인은 차량 충돌이므로, 

차량충돌로 화재강도의 추정이 필요하다. 수송용기를 실은 차량은 형 화물차로 

분류될 수 있으며, 형화물차와 동일한 종류의 차량충돌이나 서로 다른 종류의 

차량 충돌로 인한 사고에 한 화재 크기의 평가가 필요하며, 표 2.1.2-2는 

이 게 고려된 차량사고의 비율과 화재강도를 보여 다. 교통사고 비율로 봤을 

때 형과 형차의 충돌비율은 3.7 % 이지만 피해 정도에서는 최악의 조건이 

되므로 터 화재에서는 형차와 형차가 충돌하는 40 MW 이상의 화재강도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선정하 다. 한, 화재지속 시간은 2  형차의 연료탱크의 

최 용량을 기 으로 선정하 다. 

차량 형태 화재강도(열방출률) [MW]

소형 승용차 1 2.5

형 승용차 1 5

승용차 2-3 8

밴 1 15

버스 1 20

인화물을 실은 화물차 1 20-30

험물 재차량( , 석유탱크로리) >100

표 2.1.2-1 차량의 종류별 화재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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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형태 교통사고 비율(%) 화재강도(열방출률) [MW]

소형 + 형 86.7 20-40

형 + 형 9.6 20-40

형 + 형 3.7 >40

표 2.1.2-2  차량의 사고의 형태에 따른 교통사고 비율  화재강도 

 다. 과도화재 해석기법 분석 

  1) 산유체역학 해석기법 

     컴퓨터와 수치해석 기법의 속한 발 으로 복잡한 열 유동 상을 컴퓨터 

시뮬 이션을 통하여 해석하는 산유체역학(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산유체역학은 비선형 미분방정식 

(Navier-Stokes Equation)을 유한체 법(FVM)을 사용 이산화 하여 변환된 

수방정식을 수치기법의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유체 유동 문제를 풀고 해석한다. 

  화재 시 생성되는 유동은 난류이며, 난류유동은 유동장 내 복잡하고 불규칙한 

운동이 포함되며, 유동장 내에서는 질량, 운동량  열이 달되고 이에 따라 

성, 열 달계수, 확산도 등이 증가된다. 이와 같이 난류유동은 복잡하고 

불규칙한 비정상 유동을 특성을 가지므로 유동장 내에서 모든 지 의 속도  

압력분포를 매 순간마다 계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한 

시간평균을 취하면 유동량은 평균속도 등이므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평균치를 이용하여 난류유동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리 사용된다. 일반 으로 

비압축성유동은 연속방정식과 Navier-Stokes 방정식으로 구할 수 있다. 

  화재 시뮬 이션에 리 용되는 CFD 로그램은 미국의 NIST에서 개발한 

FDS와 범용 열 유동해석 코드인 FLUENT가 있으며, 이들 2가지 코드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가) FDS (Fire Dynamic Simulator)

       FDS는 NIST의 Kevin B. McGrattan에 의하여 개발된 화재 시뮬 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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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로그램으로 CFD 이론에 기 를 두고 있다. 이 로그램은 화염으로부터 

방출되는 열과 연기의 거동에 을 맞추고 있고 시뮬 이션 결과는 

Smokeview란 로그램에 의해 시각화하여 볼 수 있다. 

  FDS는 매연처리 시스템의 설계, 스 링클러/검출기 작동 연구, 주거  산업 

화재 재구축 등의 모델 개발을 통하여 방화공학에서 실제 인 화재 

시뮬 이션에 목 을 두었으며, 기 인 화재 역학  연소를 연구하는 tool을 

제공하고 있다.

  FDS는 Navier-Stokes 방정식 형태를 수학 으로 해석하며, 핵심 알고리즘은 

공간  시간에서 second order로 정확한 Explicit predictor-collector scheme이다. 

난류는 기본 으로 Large Eddy Simulation(LES) 모델을 사용하며, 조 격자를 

사용할 경우 DNS(Direct Numerical Simulation)를 용할 수 있다. 

  FDS는 기본 으로 Mixture Fraction Model을 사용하므로 산소 농도가 충분할 

때는 시험결과와 잘 일치하지만 그 지 않은 환기 지배형(Ventilation-controlled 

Fire) 모델에서는 시험결과와 잘 맞지 않는 단 이 있다. 이 경우의 시뮬 이션 

시에는 실제 실험데이터와의 비교 등을 통해 주의 깊은 근이 요구된다. 한 

FDS의 결과 값은 화재시뮬 이션 시 고려하는 격자의 간격에 많은 향을 

받는데 일반 으로는 격자간격이 조 할수록 결과가 더 정확하다. 물론 

격자간격을 조 하게 배열할수록 계산시간은 길어진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컴퓨터의 사양 등을 고려해서 부분 으로 격자간격을 조 하게 하는 multi-grid 

방법도 자주 사용되고 있다.

  연소모델은 2-변수 혼합분률 모델과 3-변수 혼합분률 모델을 제공하며, 

부분의 경우 생성물이 2개인 2-변수 혼합분률 연소모델을 거쳐 추 되는 

단일스텝 화학반응을 이용한다. 혼합분률(mixture fraction)은 유동장의 주어진 

지 에서의 가스의 하나 는 다수 성분의 질량분률로서 스칼라량이 보존된다. 

기본 으로 혼합분률의 두 성분은 명확하게 계산된다. 첫 번째는 미연소된 

연료의 질량분률이며, 두 번째는 연소된 연료의 질량분률이 된다. 3-변수 

혼합분률 분해(decomposition)가 발생하는 2단계 화학반응은 연료의 산화로 

일산화탄소가 생기는 첫 번째 단계  일산화탄소의 산화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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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가 생기는 두 번째 단계로 나  수 있다. 2단계 반응을 한 세 

가지의 혼합분률은 미연소 연료, 첫 번째 반응단계를 완료하는 연료의 질량, 

그리고 두 번째 반응단계를 완료하는 연료의 질량이다. 모든 주요 반응물질  

부산물의 질량분률은 상태 계를 이용한 혼합분률 변수로부터 유도될 수 있다. 

FDS는 다  스텝 유한반응 모델(multiple step finite rate model)도 제공한다.

  복사열 달은 유한체 법으로 해석하며, 복사열 달 모델로서 회색 가스(gray 

gas)에 의한 복사 수송방정식을 푸는 회색가스 모델과(gray gas model)과 

역모델(wide band model)을 제공한다.  

 

   나) FLUENT 

       FLUENT는 이산화기법으로 유한체 법을 사용하여 운동량, 에 지 

그리고 화학종의 보존 방식을 푸는 CFD 코드로서 층류  난류, 비압축성 혹은 

압축성, 열 달 그리고 화학 반응이 있는 유동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 의 유체 

유동을 모델링하는 범용 열 유동 로그램이다. 

  FLUENT는 수렴가속화를 한 Multi-grid 방법과 연계된 여러 가지 형태의 

Solver option을 제공하며, 한 여러 유속 역에서 최 의 해석 효율과 

정확도를 보장한다. FLUENT는 완벽한 격자 유연성과 솔루션에 기반을 둔 응 

격자기법과 연계한 다양한 수치해석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층류  난류 유동, 

여러 형태의 열 달 문제, 화학반응 문제, 다상유동 문제 등 다양한 

물리 ㆍ화학  상들을 시뮬 이션 할 수 있다. 

  FLUENT는 복잡한 형상에서의 축 칭과 2, 3차원 열 달  유동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의 정렬  비정렬 격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정상상태  

비정상상태에 한 열 유동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열 달 해석(자연 류, 강제 

류, 유체/고체 복합 열 달, 복사 열 달, 태양열 부하를 포함한 열 달)이 

가능하며, solid-liquid 상변환도 enthalpy-porosity를 사용하여 모델링이 가능한 

특징을 갖는다. 

  성  비 성 유동, 층류  난류 유동해석이 가능하고 표  k-ε 모델, RNG 

난류 모델, Full Reynolds Stress 모델 등 다양한 난류유동 해석모델을 제공한다. 

한, 다양한 복사열 달 해석모델과 다공매체 모델(비등방성 투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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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항도, 고체 열 도와 틈새속도의 계산 기능)을 제공한다. 

  비압축성  압축성 유동(아음속, 천음속, 음속) 모델링이 가능하고 팬, 

라디에이터 는 다공성물질 모델링이 가능하다. 다양한 경계조건(온도, 속도, 

압력, 벽, 칭 등)을 정의할 수 있고 변동 격자 기법(Moving and Deforming 

Mesh)을 제공하며, 다양한 재료의 물성치에 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통한 넓은 사용자 최 화가 가능하다. FLUENT는 다양한 

분야의 열 달  유동해석에 리 사용된다.

  2) 과도화재 산 시뮬 이션을 한 입력변수 분석  

     화재크기의 선정은 화재의 험을 평가하고 응방법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요한 요소이다. 화재에서 요한 물리 인 변수들로는 열방출률(heat 

release rate), 독성물질 발생속도(toxic-species production rate), 연기 발생속도(smoke 

production rate), 화재크기(fire size), 화재성장속도( 래시 오버와 같은 요한 

사고까지의 도달시간) 등이 있다.

   가) 연소속도와 열방출률  

       연소속도(burning rate)는 화재 시 단  시간당 소비되는 고체  

액체연료의 질량으로 정의된다. 연소속도는 연료의 물성, 방향 는 모양, 

연소면 에 향을 받고 연소면 은 화와 화염 확산에 의해 조 된다. 

단 면 당 연소속도인 질량유속(mass burning flux)을 측하는 일반 인 식은 

다음과 같다. 

      ------------------------------------------------------------ (3-1)

  여기서, 

      : 화염으로부터의 총 열방출률 [kW]

     L : 기화열 (Heat of gasfication : Latent heat) [kJ/kg] 

  기화 열량(L)은 고체 는 액체연료를 기화시키는데 필요한 에 지로서 L값은 

액체(< 1 kJ/g), 라스틱(1~3 kJ/g), 탄화물질(2~6 kJ/g) 순으로 증가한다. 

  열방출률은 화재와 련하여 가장 요한 값으로서 화염의 면 과 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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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 주 의 복사열유속에 향을 다. 열방출률은 아래의 식과 같이 

질량유속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 ----------------------------------------------------- (3-2)

  여기서,  : 열방출률 (kW)

          : 질량유속 (kg/㎡․s)

         A : 연소 면  (㎡)

        ∆ : 연소열 (kJ/kg)

  연소열은 기화반응에 의하여 단  질량당 방출되는 화학  에 지를 의미한다. 

   나) 화재 성장속도

       화재 성장속도는 화염 경계면의 이동속도와 체 화염 면 에서의 

질량유속에 좌우된다. 화재 성장속도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며,  기간 동안 

일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는 단  면 당 일정한 열방출률을 가지며, 

일정한 반지름의 화염속도를 갖는 원형의 형태로 된다.  화재의 열 

방출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3-3)

  여기서,   : 열방출률(kW)

          α : 화재강도계수(kW/sn)

          t : 발화 후 시간(s)

          n : 지수(통상 으로 2) 

          k : 성장계수 (

  표 2.1.2-3과 그림 2.1.2-7은 미국의 NFPA 92B[2.1.2-7]에서 제시하고 있는 

화재성장 값을 보여고 있다. 화재성장속도는 연소되는 재질의 종류에 따라 속, 

속, 고속  고속으로 구분되며, 인화성 액체인 경우는 고속인 ultrafast로 

분류된다. Ultrafast 화재 성장속도에서 k는 75이고 α는 0.1876이다. 따라서 의 

식으로부터 화재가 시작된 후 약 75  이후에 1,055 kW의 화재강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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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속도 화재강도계수 1 MW 도달시간 실  

Slow α = 0.00293 600 바닥재 등 수평방향의 목재류

Medium α = 0.01172 300 목재 가구류 

Fast α = 00496 150 합 류 가구, 라스틱

Ultrafast α = 0.1876 75 메틸알콜 pool fire 

표 2.1.2-3  화재속도에 따른 화재강도계수  시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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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7  화재성장 속도.

  식 (3-3)을 이용하여 최  열방출률(Qp)에 도달한 시간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 (3-4)

  방출된 에 지는 그림 2.1.2-8의 시간에 한 에 지 방출속도 곡선, 즉 

화재성장 곡선 아래의 면 이 된다. 포물선 아래의 면 은 사각형 면 의 

1/3이므로 시간 t1에서 방출된 에 지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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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8  화재성장 곡선.

   다) 화재강도

       터 화재에 한 산시뮬 이션을 한 기본 자료로 화재강도가 

필요하다. 화재강도는 화재 시나리오를 분석하는 입력 라미터로 가장 요한 

것 의 하나이며 일반 으로 연기 발생률, 화염온도 등이 화재의 거동을 

지배한다. PIARC은 터  설계를 목 으로 표 2.1.2-4와 같이 화재강도를 

정의하 다.

  차량 충돌이 터 화재의 주원인이 되므로, 차량충돌로 인한 복합 인 

화재강도의 추정이 필요하다. 즉, 동일한 종류의 차량충돌이나 서로 다른 종류의 

차량 충돌로 인한 사고에 한 화재 크기의 평가가 필요하며, 표 2.1.2-5는 

이 게 고려된 화재 강도를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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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형태 화재강도(열방출률) [MW]

소형 승용차 1 2.5

형 승용차 1 5

승용차 2-3 8

밴 1 15

버스 1 20

인화물을 실은 화물차 1 20-30

험물 재차량( , 석유탱크로리) >100

표 2.1.2-4  차량의 화재강도 

차량 형태 화재강도(열방출률) [MW]

소형 + 소형 <20

소형 + 형 <20

소형 + 형 20-40

형 + 형 20--40

형 + 형 20-40

형 + 형 >40

표 2.1.2-5  차량의 사고의 형태  화재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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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과도화재 산시뮬 이션 방안  

    가) 화재시뮬 이션 시 고려할 사항 

        터 화재 시뮬 이션을 해서는 우선 상물체 즉, 터  내에서의 

운반차량, 화염의 역, 터 (입출구, 바닥, 벽  천정)의 공간구성이 정확하게 

구 이 요하다. 모델에서 설정된 각 역은 실제 공간의 길이와 폭, 높이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공간의 온도에 향을 미치는 벽, 청정, 바닥으로의 열 달 과정을 계산하기 

하여 마감재의 설정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즉, 마감재의 종류를 통하여 

열 도도, 도, 비열 등 재료의 열  특성 값을 고려한다. 특히 터  내 

류열 달 해석을 하여 마감재의 마찰계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해석시간을 

이고 보수 인 평가를 하여 터 의 바닥, 벽  천정을 통한 열 달을 

무시할 경우에는 마감재를 무시하고 단열 경계조건을 고려할 수 있다. 

  터 에는 외부와 연결되는 터  입출구가 설치되며, 입출구는 화재 시 공기의 

흡입  배기구의 기능을 하므로 터 화재 시뮬 이션에서는 정확한 터  

입출구의 설정이 필요하다.

  CFD를 이용한 연소해석 모델링에서는 입력 자료의 첫 단계로 공간의 용도와 

가연물을 결정하며, 어떤 가연물이 연소할 것인가, 치는 어디인가, 발화 가능성 

등을 결정하고 이러한 분석과정이 가능한 화재시나리오를 설정하여야 한다. 

  가연물의 종류는 화재 시 생성되는 연소 생성물의 종류와 양을 결정한다. 

화원(fire source)의 치에 따라 유입 공기량이 달라지므로 연소 생성물과 온도 

등도 변하므로 화재시나리오 상에서 이러한 요소를 반 하여야 한다. 

  가연물의 양은 화재 지속시간을 결정하므로 화원의 치와 수납된 가연물의 

종류를 모두 고려하 는지가 요하며, 이는 화재 기보다는 flash over 

이후에서 요한 사항이 된다. 

  연소부분의 면 은 화염의 크기와 유입 공기량을 결정한다. 주어진 열 방출에 

비하여 화원의 면 이 무 작은 경우 럼(plume)의 유속이 빨라져 제류기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정상 으로 공기가 유입되는 화재에서 풀럼의 유속이 

빠르면 다른 해석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연소면 과 화원의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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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도록 한다. 

    나) 과도 화재시뮬 이션 방안 

        연소해석을 포함한 화재 시뮬 이션을 해서는 가연성 기체와 산소의 

화학반응과 련된 변수의 설정, 화재성장 조건의 설정, 가연물의 열  

경계조건의 설정, 가연성 고체 는 액체의 화재 시 열 달, 연소 특성치의 

입력자료 등 불확실한 요소를 갖는 변수가 무 많다. 따라서 FDS를 이용한 

연소해석을 수행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면서도 해석결과에 한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단 이 있다. 

  국내에서는 철도기술연구원을 심으로 많은 기 에서 터 화재의 

산시뮬 이션에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연소해석은 거의 수행하지 않고 

부분 화재성장곡선을 이용하여 화염 에 따른 온도분포 해석  

연기거동을 계산한다. 

  따라서 많은 불확실한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연소해석을 제외하고 

화재성장 곡선을 이용한 화재강도를 이용하여 터 화재에서 화염의 온도분포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인화성 물질을 실은 화물트럭 1 의 화재강도가 20~30 MW이고 

형+ 형차의 충돌에 의한 화재강도가 40 MW 이상이므로 수송용기를 실은 

트럭의 충돌로 인한 화재사고에서는 20 ~ 50 MW 범 의 화재강도를 갖는다. 

  화재강도는  ∙   으로 정의되고 ultrafast 화재 성장속도에서 

k는 75이고 α는 0.1876이다. 따라서 의 식으로부터 화재가 시작된 후 약 330  

이후에 20 MW, 460  이후에 40 MW의 화재강도를 갖는다. 

  수송용기를 운반하는 형 트랙터에 1,000 kg의 경유(연소열 ∆ = 45 

MJ/kg)가 실려져 있을 경우 화재강도 ․∆ 이므로 화재강도가 20 

MW일 경우 연소시간(t)는 2,250 (75분)로 계산된다. 

  에서 구한 화재강도, 화재성장 속도와 연소시간은 터 화재 

산시뮬 이션의 입력 자료로 활용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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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재료특성 데이터 구축 및 중대사고 전산 시뮬레이션 

1. 재료의 변형/고속변형 기계  동특성 시험  자료구축

 가. 개  요

강재를 비롯한 많은 재료들은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응력-변형률 

계가 달라진다. 항공기 고속충돌과 같이 변형률 속도가 큰 상을 정확히 모사하

기 해서는 재료의 변형률 속도 의존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효과

으로 산시뮬 이션에 반 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용 속용기에 빈번히 사용되는 주요한 강재 5가지에 하여 범 한 변형

률 속도 구간에서 응력-변형률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를 산시뮬 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하는 과정  결과를 기술한다. 본 시험은 KAIST 기계공학

과에 의뢰하여 수행되었다.  

 나. 재료의 동  물성 실험

  1) 변형률속도에 따른 동  재료실험

일반 으로 재료는 변형률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동응력이 증가하며, 이때

의 동  하 과 정  하 의 계는 변형률속도에 의존하게 된다. 속재료는 변

형률속도가 증가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일반 인 경향이 있으나 그 정도가 각 

재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험을 통해 고유의 물성치를 획득해야한다. 그림 

2.2.1-1은 변형률속도의 자연 수 함수에 따른 탄소강의 항복응력의 변화를 나타

낸 그림이다. 변형률속도가 증가할수록 항복응력이 차 증가하다가 수천/sec을 

지나면서 항복응력이 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일반 으로 강도가 높은 재료

일수록 변형률속도 경화 상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2.2.1-2는 6%의 

변형률을 가질 때 알루미늄 합 의 변형률속도에 한 민감도 선도다. 수직축의 

변형률속도 민감도는 Johnson-Cook 구성방정식의 변형률속도 상수 C와 같으며, 

그림에서 정 응력이 증가할수록 변형률속도 민감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고 그 경향을 실선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재료들이 어느 정도 실선

과 부합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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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강재료의 변형률 속도에 따른 항복응력 변화추이. 

그림 2.2.1-2 알루미늄 합 의 변형률 속도에 한 민감도.

  변형률속도가 수백/sec이상으로 높아지는 경우에는 부재가 균일하게 변형하지 

않기 때문에 길이 방향을 따라서 하는 응력 에 한 고려가 요구된다. 그림 

2.2.1-3은 기 면  A0,길이 x인 원통이 축방향 하  F를 받는 인장시험의 경우

를 보여주는데 하 이 가해 질 경우 변형이 발생하게 되어 시편은 dx만큼 길이

가 증가하고 단면 은 A가 된다. 힘의 평형방정식에 의하여 힘의 평형을 구하면 

식 (2.2.1-1)과 같다.

                       
)(

2

2

000 dt
uddxAdF ρ=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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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는 시편의 질량이 되고 



는 가속도이다.

그림 2.2.1-3 응력 에 의한 

인장응력시편 미소구간의 변형.

  실험이 속으로 진행될 경우 상 으로 매우 작은 가속도를 갖게 되어 시편

을 따라서 발생되는 힘의 변화량 dF가 매우 작게 된다. 하지만 고속실험에서 짧

은 시간동안 변형이 증가될 경우 가속도 효과는 무시할 수 없게 되어 축방향의 

표 거리 내에서 발생하는 하 차 dF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하 은 더 

이상 균일하지 않고 시편을 따라서 하 의 차이가 발생되어 변형률과 변형률속

도가 균일하지 않다. 이와 같은 경우 응력, 변형률 등이 균일하다는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며 실험결과는 시편을 따라서 진 하는 응력 의 개념

을 이용하여 해석해야 한다.

  재료의 거동은 변형률속도에 따라서 그림 2.2.1-4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략 

1/sec 이하의 변형률속도에서는 성을 무시할 수 있으며 재료는 등온상태에서 

변형을 한다. 이러한 정 실험의 경우 일반 인 재료시험기를 사용하여 물성실험

을 수행하며, 실험에 한 국제 시험규격이 규정되어 있다. 변형률속도라고 불

리는 수/sec에서 수백/sec 구간에서는 재료가 성에 향을 받고 소성변형에 의

한 온도 상승이 발생한다. 변형률속도에 해서는 공압이나 유압식 고속시험기

를 사용하여 물성실험을 하지만 아직 명확한 시험방법이나 시편 등에 한 규격

이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다. 재료가 수백/sec 이상의 변형률속도로 변형하면 응력

에 의한 향이 커지고, 충분한 발열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열상태에서 변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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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고변형률속도에서 물성치를 얻기 하여 홉킨슨 바

(Hopkinson bar) 시험기, 링확장법(expanding ring test), 테일러 충격법(Taylor 

impact test) 등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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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4 변형률 속도 구간별 재료 동특성 시험기법.

  2) 고속재료시험기

본 연구에서는 1/sec~200/sec 범 의 고속 변형률속도 범 에서 박 의 동

 물성실험을 하기 하여 고속 재료시험기가 사용되었다. 그림 2.2.1-5는 본 연

구를 하여 사용된 고속 재료시험기(high speed material testing machine)이다. 하

임의 재원은 가로 1000mm, 세로 600mm, 높이 2300 mm이며, 실린더의 최

고 속도는 7,800 mm/sec이고 최  하 은 30 kN, 최  변 는 300 mm이다. 작동

유체의 최고 운  압력은 300 kg/cm2이며 이때의 최고 유량은 240 liter/min이다. 

작동유체를 압축시키기 하여 45 kW 용량의 유압모터 2개가 사용된다. 신호발

생기(Function generator)에서 원하는 입력신호를 서보제어기(servo controller)에 보

내고, 서보제어기는 변 계에서 측정된 변 와 입력신호를 비교하여 유압밸 에 

피드백(feedback)을 보냄으로써 시험이 수행된다.

  변형률속도에서의 물성실험은 최고 수msec 이내에서 끝나기 때문에 동  특

성이 우수한 로드 셀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고속 응답특성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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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ler사 의 9051A의 압 형 로드 셀을 사용하 다. 시편의 변 를 측정하기 

하여 Sentech사의 LDT(Linear Displacement Transducer)를 사용하 다. 이 장치는 

고리 모양의 자석이 유도막 를 따라 이동할 때 생기는 자기장의 변화에 따른 

압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자석과 연결된 물체의 변 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이다. 고속 인장시험 동안 시편의 한쪽 끝단이 균일한 속도로 움직여야 하지만 

유압밸 의 반응속도가 아무리 빠르더라도 실린더를 정지 상태에서 순간 으로 

원하는 빠른 속도에 다다르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편에 힘이 가

해지는 동안 실린더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특수한 형태의 지그를 

사용하 으며 그립부분이 길게 설계된 시편을 사용하 다. 그림 2.2.1-6에 고속 

재료시험기를 이용한 인장시험에 사용된 시편의 형상을 도시하 다.

(a) 시편고정부  구동부 (b) 유압장치

그림 2.2.1-5 고속재료시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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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6 고속재료시험용 인장시편

  3) 홉킨슨바 시험기

Kolsky의 일차원 탄성  이론에 의하면 입력 에서 측정한 기 탄성 입력

와 반사  그리고 출력 에서 측정한 투과 의 크기에 의하여 시편의 응력 

 변형률을 얻을 수 있다. 그림 2.2.1-7은 KAIST 기계공학과 재료역학실험실에

서 보유하고 있는 인장형 홉킨슨바 시험 장치로서, 강 의 동 물성 실험에 사용

된 장치이며. 그림 2.2.1-8은 인장형 홉킨슨바 실험을 한 시편의 형상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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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장형 홉킨슨바 시험기

Transmitted Bar Incident Bar
Anvil Striker Tube

Oscilloscope 

Specimen 

S1S2 Gas Gun

(b) 장치 개요도

그림 2.2.1-7 인장형 홉킨슨바 시험장치(KAIST 기계공학과 재료역학실험실 소유).

인장형 홉킨슨바 시험 장치에서 충격 이 가스총에서 발사되어 엔빌에 충격을 

가하게 되면, 충격에 의해 입력  내에는 충격 의 길이에 비례하는 지속시간과 

충격속도에 비례하는 크기를 갖는 압축 응력 가  내를 하게 된다. 이러한 

변형률 Iε 를 갖는 압축 는 입력 의 다른 끝에 도달하게 되면 과 시편의 

임피던스 차이에 의하여 압축 의 일부는 변형률 Rε 을 갖는 압축 로 반사

되고 나머지는 변형률 Tε 를 갖는 압축 로 투과된다. 이러한 입력 , 반사 , 

투과 의 시간에 한 변화는 스트 인게이지 S1과 S2에 의하여 측정된다. 그림 

2.2.1-9는 오실로스코 에서 측정한 입력 , 반사 와 투과 를 나타낸 그림이다. 

시편이 균일하게 변형할 때 시편내의 변형률속도는 반사 의 크기에 비례하며, 

시편 내에 가해진 응력의 크기는 투과 의 크기에 비례한다. 시편내의 변형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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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식 (2.2.1-2)로 표 할 수 있다.

     L
tVtV

dt
d outputinput )()( −

==
εε& (2.2.1-2)

  여기서 Vinput(t)와 Voutput(t)는 각각 응력 가 시편의 양 끝 단으로 도달할 때

와 나갈 때의 시편 양 끝 단에서의 속도이고 L은 시편의 길이이며 압축의 경우 

(-)부호가 되도록 하 다. 에서 응력  변형률 분포가 일차원이라 가정할 때, 

탄성 의 이론에 의한 특성선(Characteristic line)에서 다음과 같은 계식이 

성립한다.

        const)t(V)t(Co =±ε   (2.2.1-3)

  여기서 C0는  내의 탄성 의 속도이며, ε 과 V는 각각 의 변형률 

 속도를 나타낸다. 의 계식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계를 구할 수 있다.

        { })t()t(C)t(V RI0input εε −=   (2.2.1-4)

        )t(C)t(V Tooutput ε= (2.2.1-5)

  식(2.2.1-2)  식(2.2.1-4), 식(2.2.1-5)를 이용하면 변형률속도 ε& 는 다음과 

같이 표 된다. 

        { })t()t()t(
L

C
)t( TRI

o εεεε −−==&
                          

(2.2.1-6)

  한 시편의 양 끝에 걸리는 힘은 각각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t()t(EA)t(P RIoinput εε += (2.2.1-7)

        )t(EA)t(P Tooutput ε= (2.2.1-8)

  여기서 E는 의 탄성계수이며 A0는 입력   출력 의 단면 이다. 시편에 

응력 가 처음 도달하게 되면 응력 가 처음 도달한 쪽은 충격력이 걸리게 되나 

반 편은 아직 충격력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응력 가 시편의 반 편에 

도달한 후 다시 반사되어 시편 내를 3회 정도 왕복하게 되면 시편의 하  상태

는 균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시편 내부의 응력은 다음과 같이 평균 인 값을 취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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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
)t(P)t(P

)t( outputinput +
=σ (2.2.1-9)

  여기서 A는 시편의 단면 이다. 시편 양단에 걸리는 힘이 같다고 가정하면 식

(2.1.1-7)  식(2.1.1-8)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사 , 반사   투과  사이의 

계식 (2.1.1-10)을 얻을 수 있다.

        )t()t()t( TRI εεε =+ (2.2.1-10)

  식(2.1.1-10)을 이용하여 시편의 응력  변형률을 구하면 아래와 같다.

        )t(
A
A

E)t( T
0 εσ = (2.1.1-11)

        )t(
L
C2

)t( R
o εε −=&

(2.2.1-12)

  식(2.2.1-12)를 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편에서의 변형률을 얻을 수 있다.

        ττεε dt
t

)()(
0∫= &

(2.2.1-13)

 다. 산입력을 한 시험데이터의 가공

본 에서는 그림 2.2.1-4와 같이 범 한 변형률 속도 역에서 구해진 응

력-변형률 데이터로부터 산입력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를 추출해내는 데이터 

가공과정에 하여 설명한다.  

  한 재료에 하여 시험을 하고나면 다음 그림 2.2.1-8과 같이 여러 측정 변형률 

속도에서 공칭응력(engineering stress)-공칭변형률(engineering strain) 곡선이 구해진

다. 이 곡선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계식을 이용하여 진응력(true stress)-진변형률

(true strain) 곡선을 구한다. 

     (2.2.1-14)

    (2.2.1-15)

  여기서  ,  ,  , 는 각각 진응력, 진변형률, 공치응력, 공칭변형률을 의미한

다. 그림 2.2.1-8에 진응력-변형률 곡선이 도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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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 공칭응력-변형률로부터 진응력-변형률을 취득. 

  

  인장시편의 necking이 일어난 후부터는 변형이 시편 내에서 균일하게 발생하지 

않고 국소화(localize)되기 때문에 necking 이후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이

다. 따라서 진응력-변형률 곡선에서 softening이 발생하는 시  이 의 데이터만 

활용하여 추가 인 데이터 가공이 이루어진다. 

  다음 단계에서는 아래 그림 2.2.1-9와 같이 진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특정 

변형률 값에서 응력값을 추출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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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9 공칭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구해진 진응력-진변형률 곡선 ( 시).

  이 응력 값들을 변형률 속도에 해서 도시하면 우측과 같은 그래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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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래 로부터 유동응력의 변형률 의존성을 명확히 악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추출한 응력 값을 이용하여 아래의 Cowper-Symonds의 변형률 

속도 민감도공식으로 변형률 의존성을 근사한다. 그림 2.2.1-10에서 

Cowper-Symonds 공식으로 각 변형률 값에서 실험값과 근사식이 잘 일치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2.2.1-16)

Coefficients of Cowper-Symonds equation
strain  D P

0 188.58765 19.36882 9
0.1 360.46216 10686.11047 9
0.2 499.52259 202175.6465 9
0.3 623.4239 1.30E+06 9
0.4 749.12056 2.20E+07 9

표 2.2.1-1 Cowper-Symonds 공식의 계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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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0 Cowper-Symonds 공식으로 근사 ( 시). 

  다음 단계에서는 앞서 Cowper-Symonds 식으로 근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변

형률속도조건에서 진응력-진변형률 데이터를 생성한다. 이 데이터를 다시 아래의 

swift equation으로 fitting 함으로써 보다 smooth한 진응력-진변형률 데이터를 취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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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17)

( )npk εεσ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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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1 Swift equation으로 근사 ( 시). 

  다음 단계는 데이터 가공의 마지막 단계로서 swift 공식으로 균일한 거동을 보

이는 변형률 구간에서 piecewise-linear한 진응력-변형률 곡선을 생성하고 테이블

을 만드는 것이다. swift 공식을 이용하여 촘촘한 구간에서 진응력-변형률 데이터

를 생성하여 아래 표 2.2.1-2와 같은 테이블을 작성하고, 이 테이블은 바로 

LS-DYNA나 ABAQUS와 같은 구조해석 로그램에 입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Strain rate [/s]
True strain 0.001 0.1 1 10 100

0 251.92725 293.60634 330.4486 363.1227 413.7212
0.02 288.70713 330.20628 367.4537 399.4893 449.9516
0.04 323.46252 364.82683 402.4173 433.9081 484.2349
0.06 356.59239 397.83331 435.6973 466.7104 516.8885
0.08 388.37498 429.48731 467.5539 498.141 548.1504

0.1 419.01418 459.98428 498.184 528.3868 578.2047
0.12 448.66506 489.47507 527.7409 557.5951 607.1975
0.14 477.44905 518.07919 556.347 585.8838 635.2471
0.16 505.46354 545.89336 584.1021 613.3497 662.4508
0.18 532.78815 572.99726 611.0886 640.0733 688.8901

0.2 559.48902 599.45749 637.3759 666.1222 714.6337
0.22 585.62189 625.33045 663.0229 691.5543 739.7406

표 2.2.1-2 Piecewise-linea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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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종 규  격 설  명

SA-182 F304
SA-182 랜지, fitting 용도

F 단조강

304 Standard austenitic stainless steels

SA-350 LF3
SA-350 3-1/2 Nickel Alloy Steel  

Low Temperature Service
LF3 단조강

SA-193 Gr. B7
SA-193 Bolting 용도

Gr. B7 Tempered round bar

SA-240 Type 304
SA-240 Plate, sheet, strip 용도

Type 304 Standard austenitic stainless steels

SA-240 Type 316L

SA-240 Plate, sheet, strip 용도

Type 316L
Standard austenitic stainless steels, C 
reduced for better welded corrosion 
resistance

표 2.2.1-3 재료시험 상 강종

  데이터를 최종 으로 piecewise-linear plasticity 모델의 형태로 가공한 것은 이 

모델이 속재료의 소성변형 거동을 모사하는데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는 모델

이며 제공되는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매우 정확하기 때문이다. 

  라. 주요 강재료 시험결과

   1) 시험개요

KAIST 기계공학과의 산고체역학 실험에 의뢰하여 진행한 재료시험이 개

요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 상 강종

사용후핵연료 수송/ 장용기에 많이 사용되는 다섯 가지의 강종에 하여 시험이 

이루어졌다. 시험 상 강종의 종류  용도, 특징을 표 2.2.1-3에 요약하 다.

     

   나) 시험조건

    (1) 변형률속도

0.001/sec, 0.01/sec(*) 0.1/sec, 1/sec, 10/sec, 100/sec, 3500/sec, (4000/sec), 4200/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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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  변형률속도 

     (가) Strain rate: 0.001/sec, 0.01/sec(SA-240 316L, SUS304)

     (나) 시험 장비: INSTRON4206

    (3) 고속 변형률속도 

     (가) Strain rate: 0.1/sec ~ 100/sec

     (나) 시험 장비: 고속재료시험기(HSMTM, High Speed Material Testing 

Machine)

    (4) 고 변형률속도 

     (가) Strain rate: 3500/sec, 4200/sec

     (나) 시험 장비: 인장형 홉킨슨바 

   다) 시험결과

5가지 강종에 하여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정리하 다. 각 강종에 하

여 공칭응력-변형률 곡선으로부터 최종 piecewise linear 곡선을 얻는 일련의 과정

을 그림으로 도시하고 최종 데이터를 표로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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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2 모든 강종의 공칭응력-변형률 곡선.

Materials Yield [MPa] UTS [MPa] Elongation at fracture [%]

1 SA-182 F304 250.0 591.8 86.8  (85.3 ~ 88.9)

2 SA-193 B7 834.1 1000.3 9.2 (8.9 ~ 9.5)

3 SA-350 LF3 414.1 587.0 17.4 (17.1 ~ 17.6)

4 *SA-240 316L 323.19 622.8 65.5 (66.0 ~ 65.2)

5 SUS-304 290.8 761.0 67.5 ( 66.5 ~ 69.0)

표 2.2.1-4 시험결과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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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si static (0.001/sec) test are conducted with extensometer

그림 2.2.1-13 공칭응력-변형률  진응력-변형률 곡선 (SA-182 F304). 

그림 2.2.1-14 변형률 속도 의존성 (SA-182 F304). 

(2) SA-193 Gr.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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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5 공칭응력-변형률  진응력-변형률 곡선 (SA-193 Gr.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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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6 변형률 속도 의존성 (SA-193 Gr. B7). 

    (3) SA-350 L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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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7 공칭응력-변형률  진응력-변형률 곡선 (SA-193 Gr. B7). 

그림 2.2.1-18 변형률 속도 의존성 (SA-193 Gr.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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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SA-240 Type 316L

그림 2.2.1-19 공칭응력-변형률  진응력-변형률 곡선 (SA-240 Type 316L).

그림 2.2.1-20 변형률 속도 의존성 (SA-240 Type 316L).  

    (5) SA-240 Type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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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1 공칭응력-변형률  진응력-변형률 곡선 (SA-240 Type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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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2 변형률 속도 의존성 (SA-240 Type 304). 

(6) piecewise linear curve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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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23 각 강종의 piecewise linear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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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n  rate [/s]

True strain 0.001 0.1 1 10 100 3500 4200

0 251.92725 293.60634 330.4486 363.1227 413.7212 522.2882 529.1133

0.02 288.70713 330.20628 367.4537 399.4893 449.9516 558.2814 565.0926

0.04 323.46252 364.82683 402.4173 433.9081 484.2349 592.291 599.0849

0.06 356.59239 397.83331 435.6973 466.7104 516.8885 624.6217 631.3946

0.08 388.37498 429.48731 467.5539 498.141 548.1504 655.5072 662.2553

0.1 419.01418 459.98428 498.184 528.3868 578.2047 685.1309 691.8509

0.12 448.66506 489.47507 527.7409 557.5951 607.1975 713.6406 720.329

0.14 477.44905 518.07919 556.347 585.8838 635.2471 741.1569 747.8107

0.16 505.46354 545.89336 584.1021 613.3497 662.4508 767.7801 774.3965

0.18 532.78815 572.99726 611.0886 640.0733 688.8901 793.5946 800.1708

0.2 559.48902 599.45749 637.3759 666.1222 714.6337 818.6721 825.2058

0.22 585.62189 625.33045 663.0229 691.5543 739.7406 843.0743 849.5632

0.24 611.23426 650.66445 688.0802 716.4192 764.2616 866.8547 873.2968

0.26 636.36707 675.50124 712.5918 740.7602 788.2411 890.06 896.4534

0.28 661.05588 699.87724 736.5961 764.6151 811.7178 912.7315 919.0744

0.3 685.33188 723.82444 760.1268 788.0172 834.7261 934.9054 941.1961

0.32 709.22256 747.37116 783.214 810.9961 857.2965 956.6142 962.8514

0.34 732.75238 770.54258 805.8844 833.5783 879.4563 977.8871 984.0691

0.36 755.94315 793.36126 828.1619 855.7873 901.2299 998.75 1004.876

0.38 778.81449 815.84749 850.0682 877.6447 922.6395 1019.227 1025.295

0.4 801.38409 838.01958 871.6229 899.1696 943.705 1039.338 1045.348

0.42 823.66799 859.89418 892.8436 920.3797 964.4447 1059.104 1065.054

0.44 845.68077 881.48644 913.7466 941.291 984.8752 1078.543 1084.432

0.46 867.43577 902.81022 934.3468 961.9182 1005.012 1097.67 1103.497

0.48 888.94519 923.87822 954.6577 982.2747 1024.868 1116.501 1122.265

0.5 910.22028 944.70215 974.692 1002.373 1044.458 1135.049 1140.75

표 2.2.1-5 Piecewise linear plasticity 테이블 (SA-182 F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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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n  rate [/s]

True strain 0.001 0.1 1 10 100 3500 4200

0 835.72669 856.32061 874.243 900.5563 939.0917 1036.32 1043.051

0.01 910.15324 928.68595 944.8735 968.7176 1003.861 1093.58 1099.839

0.02 960.04923 978.46354 994.523 1018.125 1052.834 1141.098 1147.237

0.03 998.1668 1016.94816 1033.315 1057.336 1092.604 1181.965 1188.159

0.04 1029.254261048.55771 1065.38 1090.061 1126.288 1217.972 1224.315

0.05 1055.632561075.50629 1092.835 1118.269 1155.621 1250.254 1256.803

0.06 1078.619351099.07058 1116.918 1143.132 1181.678 1279.584 1286.369

0.07 1099.038431120.05737 1138.418 1165.413 1205.169 1306.507 1313.548

0.08 1117.4409 1139.01066 1157.872 1185.635 1226.593 1331.429 1338.736

0.09 1134.214551156.31556 1175.662 1204.173 1246.312 1354.656 1362.235

0.1 1149.643081172.25521 1192.07 1221.307 1264.6 1376.428 1384.281

0.11 1163.940611187.04413 1207.311 1237.249 1281.666 1396.936 1405.063

0.12 1177.272941200.84896 1221.551 1252.169 1297.677 1416.335 1424.733

0.13 1189.771171213.80188 1234.924 1266.199 1312.767 1434.751 1443.419

0.14 1201.540841226.00953 1247.537 1279.447 1327.045 1452.29 1461.225

0.15 1212.66825 1237.5593 1259.478 1292.004 1340.601 1469.041 1478.238

0.16 1223.224921248.52374 1270.821 1303.943 1353.512 1485.08 1494.536

0.17 1233.270781258.96375 1281.627 1315.327 1365.841 1500.471 1510.182

0.18 1242.856611268.93099 1291.95 1326.21 1377.643 1515.27 1525.233

0.19 1252.0258 1278.46969 1301.833 1336.638 1388.966 1529.528 1539.737

0.2 1260.815751287.61801 1311.315 1346.65 1399.849 1543.285 1553.738

표 2.2.1-6 Piecewise linear plasticity 테이블 (SA-193 Gr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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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n  rate [/s]

True strain 0.001 0.1 1 10 100 3500 4200

0 417.07955 452.15195 476.8534 507.8636 546.9048 627.6202 632.5531

0.01 478.78327 507.1415 527.299 552.8786 585.5207 654.8242 659.1499

0.02 516.3038 542.96465 561.7733 585.504 615.5767 678.9771 682.9318

0.03 543.97779 570.08718 588.4166 611.4383 640.4161 700.7738 704.5107

0.04 566.16031 592.13439 610.3271 633.1259 661.7097 720.689 724.3122

0.05 584.79858 610.82226 629.0391 651.8562 680.421 739.0625 742.6453

0.06 600.94298 627.10751 645.4317 668.3976 697.1595 756.1466 759.7421

0.07 615.22873 641.58153 660.0585 683.2474 712.3369 772.1343 775.7818

0.08 628.07108 654.63694 673.292 696.7472 726.2452 787.1767 790.9058

0.09 639.75721 666.54853 685.3955 709.1423 739.0993 801.3946 805.2279

0.1 650.49454 677.51658 696.5625 720.6152 751.0627 814.8861 818.841

0.11 660.43802 687.69181 706.9397 731.3054 762.2625 827.7323 831.8223

0.12 669.70665 697.19066 716.6407 741.3223 772.7996 840.0008 844.2364

0.13 678.39391 706.10507 725.756 750.7534 782.7556 851.7488 856.1382

0.14 686.57465 714.50898 734.3584 759.6696 792.1977 863.0248 867.5746

0.15 694.30978 722.46279 742.5078 768.1293 801.1816 873.871 878.586

0.16 701.6496 730.01651 750.2536 776.1814 809.7541 884.3236 889.2078

0.17 708.6361 737.21204 757.6376 783.8671 817.9551 894.4144 899.4707

0.18 715.30478 744.08486 764.6952 791.2213 825.8187 904.1712 909.402

0.19 721.68588 750.66529 771.4566 798.2741 833.3745 913.6188 919.0256

0.2 727.80544 756.97947 777.9481 805.0518 840.6481 922.7791 928.3631

표 2.2.1-7 Piecewise linear plasticity 테이블 (SA-350 L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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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n  rate [/s]
True strain 0.001 0.01 0.1 1 10 100 4000

0 322.47838 342.25166 364.4348 389.3334 417.2517 448.539 506.684
0.01 350.88041 369.61541 390.6969 414.4312 441.1301 471.1499 527.1961
0.02 376.99783 394.99768 415.2753 438.134 463.888 492.8967 547.2056
0.03 401.29755 418.77017 438.4562 460.6531 485.6741 513.877 566.7537
0.04 424.10676 441.20139 460.4529 482.1515 506.6064 534.1714 585.8759
0.05 445.6652 462.49275 481.4294 502.7576 526.781 553.847 604.6036
0.06 466.15472 482.79991 501.5152 522.5751 546.2769 572.9606 622.9642
0.07 485.7171 502.24613 520.8144 541.6888 565.1602 591.5606 640.982
0.08 504.46543 520.93094 539.4122 560.1695 583.4871 609.6889 658.6787
0.09 522.4916 538.93615 557.3798 578.0767 601.3054 627.3818 676.0738
0.1 539.87148 556.32988 574.7768 595.4612 618.6564 644.6712 693.1847
0.11 556.66856 573.16965 591.6541 612.3667 635.5763 661.5852 710.0273
0.12 572.93663 589.50448 608.0554 628.831 652.0965 678.1488 726.6159
0.13 588.7217 605.3766 624.0187 644.8873 668.245 694.3843 742.9637
0.14 604.0635 620.82268 639.5771 660.5647 684.0465 710.3116 759.0825
0.15 618.99662 635.87479 654.7599 675.8892 699.5232 725.9487 774.9834
0.16 633.55139 650.56119 669.5928 690.8838 714.695 741.3121 790.6765
0.17 647.75459 664.90691 684.0988 705.5691 729.5797 756.4164 806.1712
0.18 661.62998 678.93428 698.2986 719.9637 744.1934 771.2752 821.476
0.19 675.19877 692.66327 712.2106 734.0843 758.5511 785.9009 836.599
0.2 688.48001 706.11188 725.8517 747.9461 772.666 800.3048 851.5476
0.21 701.49083 719.29635 739.2369 761.5631 786.5505 814.4974 866.3287
0.22 714.24675 732.23144 752.38 774.9478 800.2158 828.4882 880.9489
0.23 726.76187 744.93057 765.2937 788.1119 813.6724 842.2863 895.4141
0.24 739.04903 757.406 777.9895 801.0661 826.9298 855.8998 909.7301
0.25 751.11998 769.66898 790.4781 813.8201 839.9968 869.3365 923.9022
0.26 762.9855 781.72985 802.7692 826.3831 852.8818 882.6035 937.9353
0.27 774.65551 793.59812 814.8718 838.7634 865.5923 895.7076 951.8343
0.28 786.13914 805.2826 826.7943 850.9689 878.1356 908.655 965.6035
0.29 797.44485 816.79145 838.5445 863.007 890.5181 921.4515 979.2471
0.3 808.58048 828.13222 850.1296 874.8842 902.7461 934.1026 992.7692
0.31 819.55331 839.31198 861.5563 886.607 914.8256 946.6136 1006.173
0.32 830.37013 850.33727 872.831 898.1814 926.7618 958.9892 1019.463
0.33 841.03726 861.21424 883.9595 909.6128 938.56 971.2341 1032.643
0.34 851.5606 871.94862 894.9473 920.9065 950.225 983.3526 1045.714
0.35 861.94568 882.54578 905.7996 932.0674 961.7614 995.3488 1058.681
0.36 872.1977 893.01079 916.5212 943.1001 973.1734 1007.227 1071.546
0.37 882.32153 903.34839 927.1168 954.009 984.4651 1018.989 1084.312
0.38 892.32175 913.56305 937.5907 964.7982 995.6404 1030.641 1096.982
0.39 902.20268 923.65898 947.9469 975.4715 1006.703 1042.185 1109.559
0.4 911.96839 933.64017 958.1893 986.0328 1017.656 1053.624 1122.044

표 2.2.1-8 Piecewise linear plasticity 테이블 (SA-240 Type 31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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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in  rate [/s]

True strain 0.001 0.1 1 10 100 3500 4200

0 322.48583 353.7088 378.9469 414.0039 462.6899 577.6068 585.242

0.01 351.05968 382.06545 407.1378 441.9795 490.3875 604.7131 612.3103

0.02 377.98558 408.8231 433.7633 468.4291 516.6031 630.4075 637.9703

0.03 403.54327 434.24186 459.0706 493.5845 541.5517 654.8794 662.4103

0.04 427.94023 458.51744 483.247 517.6239 565.401 678.2798 685.7801

0.05 451.33554 481.8015 506.4393 540.6878 588.2847 700.7311 708.2019

0.06 473.8544 504.21455 528.7645 562.8894 610.3115 722.3345 729.7761

0.07 495.59756 525.85417 550.3181 584.3213 631.5709 743.1742 750.5871

0.08 516.64751 546.8008 571.1789 605.0606 652.1379 763.3219 770.706

0.09 537.07287 567.12167 591.4131 625.1724 672.0762 782.8385 790.1938

0.1 556.93143 586.87363 611.077 644.7121 691.4401 801.7769 809.1031

0.11 576.27246 606.10534 630.2188 663.7271 710.2765 820.1827 827.4797

0.12 595.13835 624.8588 648.8801 682.2589 728.6264 838.0961 845.3636

0.13 613.56593 643.17057 667.0973 700.3437 746.5256 855.5526 862.7903

0.14 631.58739 661.07271 684.9023 718.0131 764.0058 872.5835 879.791

0.15 649.23113 678.59355 702.3235 735.2955 781.095 889.2168 896.3939

0.16 666.5223 695.75825 719.386 752.216 797.8185 905.4775 912.6239

0.17 683.48335 712.58926 736.1123 768.797 814.1988 921.3884 928.5036

0.18 700.1344 729.10677 752.5225 785.0588 830.2561 936.9697 944.0535

0.19 716.49357 745.32897 768.635 801.0198 846.0088 952.2401 959.292

0.2 732.57723 761.27233 784.4662 816.6965 861.4737 967.2163 974.2362

0.21 748.40029 776.95182 800.0312 832.1041 876.666 981.9138 988.9014

0.22 763.97629 792.38112 815.3437 847.2563 891.5996 996.3468 1003.302

0.23 779.31765 807.57272 830.4163 862.1659 906.2872 1010.528 1017.45

0.24 794.43575 822.53812 845.2606 876.8445 920.7407 1024.47 1031.359

0.25 809.34108 837.28789 859.8872 891.3029 934.971 1038.183 1045.039

0.26 824.04328 851.8318 874.306 905.551 948.9879 1051.678 1058.5

0.27 838.55131 866.17889 888.526 919.5979 962.8009 1064.965 1071.752

0.28 852.87346 880.33754 902.5557 933.4523 976.4187 1078.051 1084.804

0.29 867.01744 894.31557 916.4031 947.1221 989.8492 1090.945 1097.665

0.3 880.99043 908.12023 930.0754 960.6146 1003.1 1103.656 1110.341

0.31 894.79913 921.75832 943.5794 973.9369 1016.178 1116.19 1122.84

표 2.2.1-9 Piecewise linear plasticity 테이블 (SA-240 Type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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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의 과도시간에 한 열 물성 시험  자료 구축

 가. 시험시편

난연성 우 탄 폼  Balsa wood는 쉽게 압축되며, 충격 에 지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운반용기 는 장용기의 충격완충재 는 단열재로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NS-4-FR, Polyethylene  K-resin 등은 성자차폐체로서 주로 사용되고 있

다. 그러나, 이들 재질들은 800 °C 이상의 화염으로부터 달되는 고온의 열을 받을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 으로 그

들의 열 거동을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과도시간에 한 열 시험을 

수행하여 열 해석 시 데이터로 용하기 해 과도시간에 따른 온도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도시간에 따른 온도자료를 구축을 한 시험을 수행하기 

하여 Balsa wood 와 K-resin 시편을 제작하 다. 

  Balsa wood 시편과 K-resin 시편의 직경은 그림 2.2.2-1과 같은 열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기 해 60 mm로 하 다. Balsa wood 시편은 그림 

2.2.2-2와 같이 제작하 으며, 시편에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K-type의 열 를 

3개씩 설치하 다. K-resin 시편은 그림 2.2.2-3과 같이 직경 60 mm의 실린더에 주

조를 하여 성형하 으며, 시편에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K-type의 열 를 5개

를 설치하 다. 

 나. 과도시간에 한 열 시험  자료구축

과도시간에 한 열 시험은 열 시험장치 chamber의 온도를 800 ℃로 가열

한 후 열 시험장치 chamber에 시험시편을 설치하고 800 °C 열 조건에서 60분간 

시험을 수행하 다. 

  표 2.2.2-1  그림 2.2.2-4는 Balsa wood 시편을 사용하여 수행한 과도시간에 따른 

열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Balsa wood 시편은 열 시험을 시작한 지 약 3분 정도

가 지나 연기가 나기 시작하 으며, 60분이 경과한 후 내부표면의 온도는 715 °C, 30 

mm 치에서는 585 °C, 60 mm 치에서는 448 °C 그리고, 90 mm 치에서는 246 

°C 로 각각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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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1 열 시험장치.

그림 2.2.2-2 Balsa wood 시험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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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3 K-resin 시험시편.

  표 2.2.2-2  그림 2.2.2-5는 K-resin 시편을 사용하여 수행한 과도시간에 따른 열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K-resin 시편은 Balsa wood 시편을 사용하여 수행한 열 

시험보다 2분 정도가 더 경과한 약 5분 후에 연기가 나기 시작하 으며, 60분이 경과

한 후 내부표면에서의 온도는 611 °C, 30 mm 치에서는 363 °C, 50 mm 치에서는 

256 °C, 70 mm 치에서는 213 °C 그리고, 90 mm 치에서는 181 °C 로 각각 측정

되었다. 

  K-resin 시편에서 측정된 온도가 Balsa wood 시편에서 측정된 온도보다 주변온도가 

높았던 시험 기를 제외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두 낮게 측정된 것은 K-resin

의 도가 Balsa wood의 도보다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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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in)

Distance

Temperature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Inner-surface 18 246 442 538 597 633 656 679 692 700 706 711 715

30 mm 18 43 107 120 215 397 435 439 448 465 505 557 585

60 mm 18 42 97 116 125 180 314 365 379 391 409 432 448

90 mm 19 40 73 101 104 107 145 204 218 216 225 238 246

표 2.2.2-1  Thermal test results for a balsa woo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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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4 Balsa wood 시편 열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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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in)

Distance

Temperature (℃)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Inner-surface 24 213 316 378 421 460 500 518 535 555 574 596 611

30 mm 25 84 147 195 230 254 270 284 294 314 326 365 363

50 mm 23 35 58 84 111 137 159 181 203 220 237 249 256

70 mm 23 30 44 59 77 97 118 138 157 172 187 201 213

90 mm 23 26 37 48 62 78 95 112 129 144 158 170 181

표 2.2.2-2  Thermal test results for a K-resin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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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5 K-resin 시편 열 시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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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공기 고속충돌 산 시뮬 이션

 가. 항공기 고속충돌 산 시뮬 이션의 체계 

  1) 개  요

항공기 고속충돌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손상평가를 해서는 2

에서 언 한 항공기 충돌에 의한 험사건의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각각의 시나

리오에 한 산 시뮬 이션을 수행해야 한다. 다양한 장시스템과 다양한 손

상 시나리오에 하여 공히 용 가능한 시뮬 이션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범 한 작업으로서 일반성과 평가의 정확성을 모두 고려한 산시뮬 이

션 평가체계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일반 인 유해

물질을 보유한 시설의 항공기 충돌에 한 구조평가 체계는 아래 그림 2.2.3-1  

2.2.3-2, 2.2.3-3과 같이 DOE standard "Accident analysis for aircraft crash into 

hazardous facility"에 제시된 차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 구조평가 체계에서

는 간단한 경험식  근사평가방법으로 국부손상  반손상을 평가하고 구조

물의 안 성 여부를 평가한다. 

  이 평가체계는 항공기충돌로 인한 유해물질 유출의 확률론  험도를 계산하

는 차의 일부로서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에서 핵종 유출, 방사능 유출에 이르

는 사건의 험도 평가에도 용이 가능하다. 이 평가체계의 장 은 비교  단순

한 계산으로 장시설의 종류  구조, 유해물질의 시설 내 배치, 주요장비의 배

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해물질의 유출에 이르는 일반 인 시나리오에 하여 

공히 용가능하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 차에 특정 시나리오에 한 

구조평가를 보다 정확한 산시뮬 이션으로 수행함으로써 평가의 정확성을 개

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 해석의 정확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는 비선형동역학 해석을 구조물의 반손상 평가에 용하는 것은 실 으로 

구  가능한 평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부손상 평가는 아직도 산시뮬 이

션으로 평가하는 것에 한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 할 수 있어 경험식에 의한 평

가에 많이 의존하는 형편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항공기 혹은 항공기 엔진의 충돌로 인한 구조물의 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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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련된 산시뮬 이션 체계에 하여 논하고 간단한 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한 비선형동역학 해석을 활용하여 사용후

핵연료 장시스템의 반해석을 수행하는 차를 설명한다.

  

그림 2.2.3-1 항공기 충돌로 인한 구조평가의 일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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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2 Release frequency screening을 한 구조평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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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 Release frequency evaluation을 한 구조평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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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반손상 해석의 차

특정 충돌시나리오에 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산시뮬 이션을 활용

하여 사용후핵연료 장시스템의 구조평가를 수행하는 차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엔진을 포함한 항공기의 일부/ 체가 주어진 조건(충돌

속도, 각도)으로 강체 벽에 충돌하 을 때 발생하는 충격력-시간 이력  충격

역을 계산한 후, 이를 SF 장시스템의 유한요소모델에 용하여 충돌해석을 수

행한 후 평가하는 분리된(decoupled) 방법이 있다 (그림 2.2.3-4).  둘째로 엔진을 

포함한 항공기의 일부/ 체가 주어진 조건으로 SF 장시스템에 충돌하는 것을 

직  시뮬 이션 하는 방법이다 (그림 2.2.3-5). 첫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보다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  해석의 난이도가 상 으로 작다는 장 이 있으며 

한 특정 기종에 하여 얻어진 충격력-시간 이력  충격 역의 정보를 다양한 

SF 장시스템의 안 성 해석에 입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반면, 

이 방법은 실제 SF 장시스템에 가해지는 하 보다 큰 하 이 계산에 사용되게 

되어 보수성이 매우 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에 유의하여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이론 으로는 첫 번째 방법 보다 정확한 결과를 주어야 하나, 실제 해석

과정에서 더욱 큰 산처리용량을 필요로 하며 해석시간도 더 많이 필요하다는 

단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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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4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한 반해석평가 차 (decou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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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5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한 반해석평가 차 (coupled).  

  그림 2.2.3-4와 2.2.3-5에서 선으로 표시된 항목들은 구조평가를 하여 필요

한 정보들이다. 각각의 정보  세세한 차에 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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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항공기의 모델링

항공기의 충돌해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작업  하나는 상 항

공기의 구조에 한 정보로부터 해석을 한 모델을 작성하는 작업이다. 모델의 

정확도  디테일은 이용 가능한 항공기 구조 정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

다. 많은 경우 상용 항공기의 설계 정보는 항공기 제작사의 기  사항이기 때문

에 항공기의 정 한 구조 정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단순한 근 방

법으로 1 에서 설명한 Riera 공식을 활용하여 decoupled된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다. 이 방법은 항공기의 길이 방향으로의 도  강성 분포로부터 항공기 충돌

로 인한 충격력을 계산하기 때문에 항공기 구조에 한 세세한 정보가 없어도 

활용이 가능하다.  신뢰성 있는 해석평가 결과를 얻기 하여 어느 정도 디테일

의 항공기 모델이 필요한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요한 공학  단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사고 시나리오  충돌조건의 선정

항공기가 상 시스템에 충돌하는 사고 시나리오로부터 충돌조건을 산정

하여 해석에 활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1 에서 기술한 바 있다. decouple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돌조건이 충격력을 계산하는 과정  장시스템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에 모두 용되어야 한다.  

   다) 동특성을 고려한 재료물성치의 반

보다 정확한 해석을 해서는 변형률 속도 의존성 등을 고려한 동  물성

치를 활용하는 것이 요하다. 속 재료의 경우는 1항에서 설명하 듯이, 변형

률 속도를 고려한 진응력-변형률 테이블을 직  활용하는 방법, Cowper-Symond 

공식을 활용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구조평가 척도의 선정

항공기 충돌과 같이 변형, 손이 발생하는 사건에 하여 구조평가를 

할 때 어려운 의 하나는 하고 타당한 평가의 척도를 선정하는 일이다. 일

반 으로 수송용기 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ASME B&PV code의 응력기반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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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 based criteria)들은 이런 경우 활용할 수가 없다. SF 장시스템의 구조평가

에는 이상 으로는 핵종의 출, 차폐능의 감소 등이 최종 인 평가척도가 되어

야 하나 구조평가 결과로부터 의 두 가지를 도출해 내는 학문 , 기술  차

가 재까지는 완성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CRIEPI에서는 Dual Purpose Metal 

Cask의 속 랜지 시스템의 구조응답으로부터 설량을 추정해내는 실험  연

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범용의 시스템에 용가능하고 이론 으로 타당한 결과는 

아직까지 발표된 바가 없다 (그림 2.2.3-6). 

그림 2.2.3-6 속캐스크 Lid 구조물의 구조거동과 설률의 계 검증시험 (CRIEPI).

  가장 많이 활용되는 척도로는 랜지 시스템에 발생한 소성변형량으로 건 성 

여부를 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 SF를 장한 시스템이 항공기와 

같은 고속 비행물에 충돌되었을 때 구조평가의 기 이 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

은 매우 요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마) 하 -시간이력 계산

항공기의 체 혹은 일부가 강체 벽에 충돌하 을 때 강체 벽에 달되는 

하 의 시간이력은 그 항공기의 구조  충돌조건의 정보를 모두 내포한 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항공기의 유한요소 모델이 이용가능하다면 상용 유한요

소해석 소 트웨어를 활용하여 하 -시간이력을 계산해 낼 수 있다. 만약 항공기

의 유한요소모델이 없다면 Riera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 다음에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하 -시간이력 계산의 간단한 를 싣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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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3-6은 F4 Phantom의 엔진을 단순화한 missile을 설계하는 과정  이를 

통하여 구해진 missile의 제원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그림 2.2.3-7은 상기 LED로 

명명된 missile이 150 m/s의 속도로 강체 벽에 수직 충돌하는 해석결과이다. 

 

그림 2.2.3-6 항공기 엔진을 단순화한 missile을 설계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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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msec (b) 1 msec

(c) 7 msec (d) 12 msec

그림 2.2.3-7 단순화된 항공기 엔진의 강체벽 충돌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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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8 단순화된 항공기 엔진의 하 이력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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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3-7에서 단순화된 missile(LED)은 쉘요소  육면체요소로 모델링되었

고 LS-DYNA를 이용하여 충돌해석이 수행되었다. 아래 그림 2.2.3-8은 변형률 속

도 의존성이 재료물성치에 반 되었을 때와 반 되지 않았을 때의 충돌하 의 

시간이력 곡선이다.  변형률속도 의존성은 Copwer-Symond 공식을 활용하 으며 

계수 C, p의 값은 각각 1300, 5로 선정하 다. 이 값은 본 제에 사용된 연강에 

공히 통용되는 값이며 보다 정확한 입력을 해서는 1항에서 설명하 듯이 각 

변형률 속도에서 진응력-변형율 곡선을 piecewise-linear plasticity 재료모델에 테이

블로 입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2.3-8을 보면 변형률 의존성이 고려되었

을 때와 고려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바) 장시설의 충돌해석

장시설의 충돌해석은 에서 언 하 듯이 충돌하 의 시간이력곡선을 

장시설의 유한요소모델에 용하거나, 직  항공기와 시설이 충돌하는 것을 시

뮬 이션하는 방법이 있다. LS-DYNA와 같은 비선형 동력학해석 로그램을 사

용하며 구조평가에 요한 부분의 모델을 신뢰성 있게 작성하는 것이 요하다. 

속 뿐 아니라 콘크리트 등과 같이 장시설에 사용되는 기타 주요 재질들의 

정확한 재료모델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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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화된 속 Cask와 엔진 missile의 충돌 해석 (coup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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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순화된 속 Cask와 엔진 missile의 충돌 해석 (decoupled)

그림 2.2.3-9 단순화된 항공기 엔진의 캐스크 충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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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도화재 사고 산 시뮬 이션 

   과도화재 사고 산 시뮬 이션은 터 화재  장시설 건물화재 해석

을 수행하여 화염온도 분포를 계산하 다.

 

 가. 터 화재 산 시뮬 이션 

     그림 2.2.4-1은 터 화재 산해석 모델이며, 해석 상으로 선정한 터 은 

길이 100 m, 폭 9.8 m, 높이 7.0 m의 2차선 터 이고, 터 의 간 부 에 길이 

10 m, 폭 2.75 m, 높이 1.0 m의 수송차량을 고려하 다. 수송차량 에는 0.5 m 

높이에 직경 2 m, 길이 5 m의 수송용기가 실린 것으로 가정하 으며, 수송차량 

 용기 주변을 화염 역으로 설정하 다. 차량 화재해석을 모델링하기 하여 

30 MW, 40 MW, 50 MW의 화재강도를 고려하 다. 

  터  내부에서는 방재용 환기시스템이 작동된다고 가정하여 터 입구에서의 

유속을 2 m/s로 고려하 고 기온도는 27 ℃로 고려하 다.   

Velocity inlet B.C
- V = 2 m/s
- T = 27 ℃

Pressure outlet B.C 
- P = 1 atm
- T = 27 ℃

Fire (source term)
차량

수송용기

그림 2.2.4-1  터 화재 산 시뮬 이션 모델.



- 89 -

  FLUENT를 사용하여 3차원 유동해석을 수행하 다. 터  내부의 유동은 

난류 역이며, 난류모델은 k-ε 모델을 사용하 고 벽면근처의 처리는 standard 

wall function을 사용하 다. 류 항과 확산항의 이산화 방법으로는 2차 정확도를 

갖는 SIMPLE 알고리즘을 사용하 다. 화염자체  터  벽과 차량, 수송용기 

표면에서의 복사를 고려하 으며, 복사열 달 방정식은 구분종좌법(Discrete 

Ordinates Model)을 사용하 다. 

  화재시간은 차량에 재된 연료량에 비례하며, 터 화재 해석에서는 터 의 

간 지 에서 30 ~ 50 MW의 화재강도를 갖는 화재를 고려하여 화재시간이 

충분히 길다고 가정하여 정상상태에 한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2.2.4-2는 산해석 결과로서 터 내부의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표 

2.2.4-1은 화재강도에 따른 터 내부 주요 부 의 온도를 나타내었다. 화재강도에 

비례하여 터 내부의 온도가 증가하 다. 화재강도가 50 MW일 경우 화염의 

최고온도는 1,388 ℃, 수송용기 주변에서의 화염온도는 1,277 ℃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화염온도는 수송법규에서 규정하는 화염온도 800 ℃에 

비하여 과도한 온도이며, 화염온도는 수송용기의 과도화재 열 해석을 한 입력 

자료로 사용될 정이다. 

그림 2.2.4-2  터 화재의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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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ed temperature (℃)

30 MW 40 MW 50 MW

Fire flame 834 1067 1388

Environment of cask 652 955 1207

Tunnel wall 297 455 647

Tunnel outlet 177 242 346

표 2.2-4-1  터 화재에 산 시뮬 이션 결과 

 나. 사용후핵연료 장시설 과도화재 산 시뮬 이션 

    사용후핵연료 장시설 과도화재는 장시설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하여 

장시설의 천정에 구멍이 뚫리고 항공유가 시설 내부로 유입되어 화재가 일어난 

경우를 고려하 다. 즉, 액체의 연소물질이 출되어 주변 바닥에 고여 있는 액

체가 기화하여 발화원에 의해 화된 것을 가정한 액면화재(Pool fire)를 고려하

다. 

  연소속도는 액표면에서의 단 면 당 증발량을 말하며 액체의 비 이 기온

도보다 높은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


   여기서, m : 연속속도 (kg/㎡․s)

          Hc : 순연소열량 (J/kg)

          △Hv : 증발잠열 (J/kg)

          Cp : 비열 (J/kg․K)

          Ta : 기온도 (K)

          Tb : 비  (K)

  항공유는 Jet-Fuel 는 Jet-Kerosine 이라 불리며, 등유에 첨가제를 추가한 오일

로 등유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연소열은 약 45 MJ/kg이며, 의 식에 의하여 

액면화재에서의 연소속도는 약 0.05 kg/㎡․s 이다. 

  B747 항공기의 연료통 용량은 약 20만 리터이며, 그 에서 20 %인 4만 리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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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설로 유입되어 연소되고 연소면 이 360 ㎡이라고 가정하면 화재강도는 

다음 식에 의하여 800 MW로 계산된다.  

     ∆ 
  여기서,  : 화재강도 (kW)

          : 연소속도 (kg/㎡․s)

         A : 연소 면  (㎡)

        ∆ : 연소열 (kJ/kg)

  장시설 건물의 항공기 충돌로 인한 과도화재 해석에서는 화재강도를 800 

MW로 고려하 다. 그림 2.2.4-3은 과도화재 해석을 한 해석모델이며, 장시설

은 31 m x 22 m x 32 mH의 치수를 갖는 1 m 두께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

고 공기 흡/배입구와 유로를 형성하여 자연 류 냉각시스템을 갖는다. 장시설 

건물 내부에는 6x6 배열로 36개의 장용기가 설치된다. 장용기의 치수는 직경 

2.5 m, 높이 5 m이고, 장용기 간 간격이 1 m, pitch는 3.5 m이다. 각각의 장

용기에는 24개의 PWR 사용후핵연료가 장 되고 장용기 1개의 붕괴열은 24 

kW로 고려하여 체 붕괴열은 864 kW이다. 

  그림 2.2.4-4는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정상운 조건에 한 온도분포이며, 

그림 2.2.4-5는 항공기 충돌로 인한 과도화재 조건의 온도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과도화재조건에서 화염의 평균온도는 1192 ℃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서 계산된 화염온도는 사용후핵연료 장용기의 과도화재사고 열 해

석을 한 기본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차기년도 연구에서는 실제 과도화재 시

험을 수행하여 산 시뮬 이션 검증  과도화재 산모사 체계를 확립할 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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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cask

F 10 m Hol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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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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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3. 장시설 건물 과도화재 산 시뮬 이션 모델

그림 2.2.4-4. 장시설 건물 정상운 조건 산 시뮬 이션 결과



- 93 -

그림 2.2.4-5. 장시설 건물 과도화재 산 시뮬 이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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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수송사고 누적조건 전산시뮬레이션 및 예비시험

1. 낙하․ 열․화재․침수의 효과를 고려한 해석기법 개발

 가. 효과를 고려한 해석기법 개발의 필요성

IAEA regulation  국내법규는 방사성물질의 운반용기에 한 가상사고조건

(hypothetical accident conditions)을 규정하고 이러한 사고조건에서의 안 성 유지

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가상사고조건에는 그림 2.3.1-1과 같이 낙하, 

열, 화재, 침수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각각의 사고조건은 원칙 으로 연속 으

로 수행되어야 한다. 원형모델을 사용할 경우 언 한 시나리오에 근거한 가상사

고조건을 모사하는 일련의 시험을 순차 으로 수행할 수 있다. 원형모델을 사용

한 시험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축소모델을 사용하여 낙하, 열, 침수시험을 수

행하고, sliced model을 사용하여 화재시험을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지 까지 축소

모델을 이용한 낙하시험, slice 모델을 이용한 화재시험을 수행하 으며, 별도의 

낙하시험  화재시험 모델을 사용함으로서 원자력법규에서 규정한 각각의 시험

결과의 향이 되도록 수행하는 순차 인 시험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 다. 

가상사고조건을 모사하는 해석에서도 각각을 독립 으로 모사하고 있으며 각각

의 사고조건에서 된 효과는 일반 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이는 이  단계의 

해석의 결과 값을 그 다음 해석의 기 값으로 입력해야 하는 해석기법상의 어

려움에 기인한다.

  본 장에서는 9 m 낙하사고조건에 한 해석 이후 운반용기의 최종상태를 반

하여 열사고조건에 한 해석을 수행하는 해석기법을 개발한 내용에 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열시험 이후 화재시험이 진행될 때 구조변형으로 인해 화재

시험시 되는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에 하여도 기술하고자 한다. 한, 각각

의 해석을 독립 으로 수행한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제안된 해석기법에 한 

필요성  타당성을 설명한다.

  효과를 고려하기 한 해석 차를 개발하기 해 규정에 제시된 운반사고

조건의 각 단계에서 되는 손상(응력  변형률)을 도식화하면 그림 2.3.1-2와 

같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조건에서 발생하는 손상은 각 단계를 거치면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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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간다. 각 단계를 모사하는 산해석 시  단계를 해석하기 해서는 이  단

계에서의 된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

법적기술기준 사고법적기술기준 사고

낙하 사고낙하 사고

일련의
연속적 사건

일련의
연속적 사건

파열 사고파열 사고 화재 사고화재 사고 침수 사고침수 사고

법적기술기준 사고법적기술기준 사고

낙하 사고낙하 사고

일련의
연속적 사건

일련의
연속적 사건

파열 사고파열 사고 화재 사고화재 사고 침수 사고침수 사고

그림 2.3.1-1 연속 인 가상사고조건.

  그림 2.3.1-2에서 보면, 낙하해석을 수행하기  기조건을 평가해야 한다. 

기조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 번째 운반용기 본체와 뚜껑을 결합하

는 볼트에 작용하는 기 토우크(torque)로 인한 볼트 기응력, 두 번째 운반용

기 내부에 작용하는 내압으로 인한 응력, 세 번째 운반물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

한 열응력 등이다. 낙하해석 후 열해석으로 이어지는 순차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 낙하에서 발생된 구변형률  잔류응력을 기조건으로 하여 열해석

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후 낙하  열 이후 운반용기에 된 변형률  잔류

응력을 평가해야 한다. 그 이후 화재조건에 의해 운반용기에 발생하는 변형률  

열응력을 평가하고 침수조건에 의한 변형률  최종응력을 평가한다. 이러한 일

련의 사고조건에서 발생하는 손상은 각 단계를 거치면서 되어 간다. 다음 단

계로 넘어가기 해서 이  단계에서의 된 손상이 고려되어 진행되어야 한

다. 

  소 트웨어에서 효과를 고려한 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해석 소 트웨어에서 제공하는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효과를 모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하나의 해석 이후에 발생한 잔류 변형량 

 응력을 ASCII 일 등으로 출력하고 이를 한 방법으로 처리하여 연속되

는 다음해석의 기조건으로 입력하는 방법이다. 소 트웨어  문제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에서 선택할 수 있고, 두 가지 방법 모두 여의치 않을 때도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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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방법은 해석 소 트웨어의 종류에 따라 효과의 모사가 가능한 경

우와 그 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일반 으로 어떤 하나의 구조해석 소 트웨어에

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할 때 이를 이용하여 낙하해석 후 열해석을 연

속 으로 진행하는 경우 등의 구조해석 간에는 효과를 모사할 수 있다. 그러

나, 열응력과 구조  응력을 함께 모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열응력을 해석하

기 해서는 열 달 해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열 달 해석이 가능한 해석 

소 트웨어와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해야 한다. 일반 으로 이러한 이종 소 트웨

어간의 직 인 인터페이스는 불가능하다.

  두 번째 방법은 해석 소 트웨어에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

구를 기본 으로 제공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는 이종 소 트웨어 사이

에서 연계해석을 수행할 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람의 인 인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에러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효과 모사 가능한 소 트웨어 사용

  일부 소 트웨어에서 구조해석 간에만 사용가능, 구조해석과 열 해석의 연동은 

실 으로 불가능

(2) 하나의 해석 이후 잔류응력  소성 변형률을 Ascii 형태의 일로 출력

  (가) 이를 가공하여 이종의 소 트웨어에 기조건으로 입력

  (나) 두 종류의 해석에서 각각 출력된 잔류응력  소성 변형률을 합산하여 최

종 결과값 산출 (기존의 superposition과는 다름)

구조해석간의 효과 모사 즉, 낙하해석 후 효과를 고려한 열해석의 경

우는 (1)번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구조해석 이후 화재에 의한 열 해석을 

수행할 때의 효과를 (2)번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하 다.

구체 인 효과를 고려한 해석 차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낙하해석  기조건 평가 : 압력평가, 기 열응력, 볼트 pre-tension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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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ABAQUS/IMPLICIT 코드로 해석 후 결과를 낙하해석 기조건으로 입력

   - 유의사항 : ABAQUS/IMPLICIT 와 EXPLICIT 코드 간에 element library 공유

함에 있어 연계가 가능한 요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낙하 후 열해석 차

  (가) ABAQUS/EXPLICIT 코드에서 하  조건으로 restart 옵션을 통해 열조건

을 STEP에서 추가

  (나) LS-Dyna에서 import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3) 열 후 화재해석 차 : 낙하  열 이후 된 변형률  응력을 고려

하여 FLUENT 코드로 열 달 해석 후 온도결과를 ABAQUS/IMPLICIT 코드로 재

입력 해 열응력 평가

   - 문제  : 낙하  열조건에 의해 변형된 형상을 고려하여 열 달 해석을 

수행할 수는 있겠으나 된 응력  변형률을 열 달 해석에서 고려한다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하며 큰 의미가 없다. 때문에 구조해석과 열 해석은 각각 독립된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한 후 이를 nodal/element 별로 합산하여 응력선형화

를 수행하는 것이 합한 방법이라 단된다.

이와 같은 경우, 합산을 용이하게 하기 해서 FLUENT 코드와 

ABAQUS/IMPLICIT 코드의 기하학  모델을 일치시키고   요소를 동일하

게 하여 호환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4) 화재 후 침수조건 해석

  (가) ABAQUS/IMPLICIT 코드에서 하  조건으로 restart 옵션을 통해 압력하  

조건을 STEP에서 추가

  (나) LS-Dyna에서 import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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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후 변형율
잔류응력

파열후 변형율
잔류응력

화재후 변형율
열응력

초기조건:
볼트 초기응력
내압에 의한 응력
열응력

침수후 변형율
최종응력

낙하후 변형율
잔류응력

파열후 변형율
잔류응력

화재후 변형율
열응력

초기조건:
볼트 초기응력
내압에 의한 응력
열응력

침수후 변형율
최종응력

그림 2.3.1-2 개별 운반사고조건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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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효과를 고려한 해석기법 개발을 한 소 트웨어 벤치마킹

  운반사고조건의 연속 인 수행 시 효과를 고려하기 한 해석 방법론을 개발

하기 하여 구조해석 소 트웨어를 벤치마킹하 다. 각각의 소 트웨어를 가지고 

몇 가지의 제를 풀어보면서 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 다. 

  1) ABAQUS/Explicit 소 트웨어

  ABAQUS/Explicit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효과를 모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

가하기 하여 몇 가지의 제를 해석하 다.

   가) Two-step forming simulation

  그림 2.3.1-3과 같이 하나의 blank를 두 번의 성형과정을 통해 최종 모양을 구성하

는 과정을 모사하는 해석이다. 두 번의 성형과정은 2가지 step으로 나 어 해석된다.

     - 1st STEP: 처음 blank를 die를 이용하여 press

     - 2nd STEP: 변형된 blank를 die  punch를 이용하여 단조

이 때, 1st STEP의 변형상태가 2nd STEP의 기상태로 입력되어야 한다. 이를 해 

소 트웨어에서 제공하는 “import" 명령어를 사용하 다.

  그림 2.3.1-4는 2개의 STEP이 연속 으로 진행되면서 해석을 수행하는 과정을 표

하고 있다. 두 번째 STEP의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 blank의 요소가 큰 변형에 의

해 많이 왜곡되므로 "adaptive mesh"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 첫 번

째 STEP의 최종변형 형상과 그 때의 변형률장  응력장이 두 번째 STEP의 기 

형상과 기 변형률장  응력 장으로 입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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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3 Two-step forming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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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2개의 STEPs로 이루어진 해석의 연속 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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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임의의 통구간이 존재하는  에 강체의 타격 모사

그림 2.3.1-5와 같이 하나의 정사각형의 shell이 존재하고, shell에는 임의의 

통구간이 존재한다. 이  에 강체 육면체가 서로 다른 치에 2번의 타격을 가

한다. 두 번의 타격과정은 2가지 step으로 나 어 해석된다.

     - 1st STEP: 강체 육면체가   앙을 타격하는 경우

     - 2nd STEP: 강체 육면체가 우상부를 타격하는 경우

  첫 번째 타격에 의한 효과가  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타격이 진

행된다. 그림 2.3.1-5는 첫 번째 STEP의 기상태와 최종상태를 보여주고, 그림 

2.3.1-6은 두 번째 STEP의 기상태와 최종상태를 보여 다. 그림 2.3.1-5의 우측그

림, 즉, 첫 번째 STEP의 최종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의 에서 응력분포는 그림 

2.3.1-6의 좌측그림, 즉, 두 번째 STEP의 기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의 에서 응력

분포와 동일하다.

  

그림 2.3.1-5 강체 육면체의 앙부 타격 (1st STEP).

  

그림 2.3.1-6 강체 육면체의 우상부 타격 (2nd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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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 실린더 낙하 모사

가), 나)의 제를 통하여 ABAQUS/Explicit에서 이  STEP의 최종상태를  

STEP의 기상태로 입력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가), 

나)의 제와 수송용기의 낙하  열에서의 효과를 고려하는 문제와는 약간

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가 고려하려는 효과는 타겟에 한 효과가 아니

라 수송용기에 한 것이다. 그러나 가), 나)의 제에서 고려한 효과는 낙하하

는 객체에 한 것이 아니라 낙하나 타격을 받는 고정된 객체에 한 것이다. 낙하 

 열에서의 효과를 고려하기 해서는 나)의 제에서 강체 육면체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낙하하는 객체에 한 효과를 모사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해 다른 제를 고려해야 한다.

  본 제는 간단한 실린더가  에 낙하하고 난 뒤 소성 변형률이 된 상태

에서 연속 인 다른 낙하를 모사한 제이다. 그림 2.3.1-7과 그림 2.3.1-8은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낙하의 기상태와 최종상태를 각각 나타낸다. 그림 2.3.1-7의 우측

그림, 즉, 첫 번째 STEP의 최종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의 단순 실린더에서 응력분포

는 그림 2.3.1-8의 좌측그림, 즉, 두 번째 STEP의 기상태를 나타내는 그림의 단순 

실린더에서 응력분포와 동일하다.

  그런데 낙하해석 수행 후 열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낙하해석 수행 이후 실

린더의 치와 방향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는 수직낙하해석 

후 수평 열해석을 수행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ABAQUS/Explicit에서는 첫 번째 해석이 수행된 이후 실린더의 치  방향을 변화

시킬 수는 없게 되어 있다. 그림 2.3.1-8의 좌측그림은 첫 번째 해석이 종료된 상태

의 실린더 치와 방향 그 로 다시 낙하해석을 수행한 것이다.

  ABAQUS/Explicit 소 트웨어를 사용한다면 실린더의 최종 치를 고려하여 타겟의 

치를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타겟의 치를 고려하여 낙하방향을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경우 두 번째 해석 이후의 응력  변형률도 global coordinate

에 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이를 local coordinate로 변경하는 추가 인 작업도 필요

하게 된다. 결론 으로, ABAQUS/Explicit 소 트웨어로는 우리가 고려하고자 하는 

효과는 쉽게 고려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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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7 실린더의 수직낙하 (!st STEP).

  

그림 2.3.1-8 실린더의 경사낙하 (2nd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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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LS-Dyna 소 트웨어

LS-Dyna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효과를 모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

기 하여 제를 해석하 다. 그림 2.3.1-9와 그림 2.3.1-10은 Box의 모서리 낙하해

석 후 꼭지  낙하해석은 LS-Dyna를 이용하여 순차 으로 수행한 것이다. 모서리 

낙하해석 후 변형된 Box는 꼭지  낙하해석의 기상태로 입력하기 해 그 치와 

방향을 변화 시킨다. 그림 2.3.1-9의 우측그림의 최종상태는 그림 2.3.1-10의 우측그

림의 기상태와 동일한 변형률장을 보여 다.

  LS-Dyna에서 하나의 해석 이후 객체의 치와 방향을 바꾸기 용이한 이유는 

LS-Dyna는 각 Part별로 독립 인 local coordinate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LS-Dyna를 이용하면 낙하해석과 열해석 사이의 효과를 고려하기 편리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림 2.3.1-9 1st STEP: Box의 모서리 낙하.

  

그림 2.3.1-10 2nd STEP: Box의 꼭지  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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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효과를 고려한 비시험모델의 해석

그림 2.3.1-11은 상용 소 트웨어 LS-Dyna를 사용하여 9m 낙하해석 이후 최종

상태의 응력  변형률을 기조건으로 입력하여 열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모

델은 비시험모델의 유한요소모델을 만들어 사용하 다. 낙하에 의하여 운반용기 

드럼의 하단에 볼록하게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3.1-12와 그림 

2.3.1-13은 낙하해석과 열해석을 연이어 수행한 경우와 열해석만을 수행한 경우

에서 최종 변형량을 도식화한 것이다. 자의 경우가 후자보다 열에 의하여 더 

큰 변형이 발생하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의 경우 낙하에 의하여 용기 반에 

피로가 되어 있어서 이후 수행된 열에 의하여 더 큰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이

다. 한 자의 경우 용기 하단부는 낙하에 의해 볼록해진 구변형이 그 로 남

아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2.3.1-11 낙하  열의 연속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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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12 수직낙하 후 열해석 수행 시 모델의 변형량.

   

그림 2.3.1-13 열해석만 수행 시 모델의 변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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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코드간의 인터페이스 수립

본 과제를 통하여 궁극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고려한 해석기법은 

그림 2.3.2-11과 같다. 이를 해서는 구조해석과 열 달 해석의 인터페이스가 필요

하다. 낙하  열조건 수행 후 잔류응력  소성 변형률이 있는 상태로 화재조건

을 수행할 때 효과를 고려하기 해서는 구조해석용 소 트웨어와 열 해석용

(열 유동  열 달) 소 트웨어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로 다른 해석

코드간의 인터페이스는 용의하지 않을 때가 많다. 한, 일반 으로 열 해석은 해석

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2차원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구조해석은 

주로 3차원 모델을 사용한다. 두 해석코드간의 연계를 해서는 모델이 동일해야 

용이한데 실은 두 해석코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모델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열응력 계산 시 열 달 해석의 결과인 온도분포를 입력으로 사

용하는 데 이때도 상기의 이유로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구조해석과 열 달 해석은 서로 평가 이 다르다. 구조해석은 구

조물에 발생하는 변형, 응력, 변형률에 심이 있다. 낙하  열 등의 사고조건 

하에서 발생한 과도한 용기 변형은 차폐, 임계 등에 향을  수 있다. 발생한 응

력은 ASME Code Sec. III의 응력 허용범  이내에 있어야 한다. 화재사고 등을 모

사하는 열 유동  열 달 해석의 경우 화재 등의 사고조건 이후 용기에 격납이 유

지되어 방사성물질의 외부 유출이 없는지에 평가 이 있다. 이 게 구조해석과 

열 해석 수행 이후 평가 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외사례에서는 구조해석과 열 해

석은 분리하여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해석과 열 해석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낙하해석과 열해석의 연계처

럼 하나의 해석 이후 발생한 최종 상태를 다른 해석의 기 상태로 입력하여 연속

으로 해석하는 방안은 배제하 다. 재 고려 인 인터페이스 방안은 다음과 같

다. 서로 각각의 해석을 수행하여 발생한 잔류응력  소성 변형률을 일형태로 

출력한다. 그리고 이를 동일한  는 요소별로 합산한다. 그리고 합산된 응력 

값을 가지고 응력선형화를 수행하여 응력 값을 계산한다. 이를 해서는 구조해석 

이후 얻은 변형률장에서 열 해석에 사용된 모델에서 사용하는 치와 동일한  

는 요소에서의 변형률장을 추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 모델링 기

에 이를 고려한 요소  을 일치시키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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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효과를 고려한 해석기법 개발 및 체계 수립

Analysis for Initial Condition Evaluation
-Pressure, Heat Source, Bolt Pre-tension
- Implicit code analysis

Drop Analysis
-정상운반조건, 가상사고조건
-Explicit code analysis

Puncture Analysis
-Explicit code analysis

Thermal Analysis
-열전달 해석 이후 열응력 해석
-Fluent (or CFX)와 Implicit code interface

1. Superposition
2. Accumulated effect (Implicit and Explicit code interface)

1. Accumulated effect (Explicit and Explicit code interface)

1. Superposition
2. Accumulated effect (Explicit and Fluent code interface)

누적효과를 고려한 해석기법 개발 및 체계 수립

Analysis for Initial Condition Evaluation
-Pressure, Heat Source, Bolt Pre-tension
- Implicit code analysis

Drop Analysis
-정상운반조건, 가상사고조건
-Explicit code analysis

Puncture Analysis
-Explicit code analysis

Thermal Analysis
-열전달 해석 이후 열응력 해석
-Fluent (or CFX)와 Implicit code interface

1. Superposition
2. Accumulated effect (Implicit and Explicit code interface)

1. Accumulated effect (Explicit and Explicit code interface)

1. Superposition
2. Accumulated effect (Explicit and Fluent code interface)

그림 2.3.2-1 효과를 고려한 해석기법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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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응력 해석낙하시 응력해석 열응력 해석낙하시 응력해석

그림 2.3.2-2 구조해석과 열 달해석의 연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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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조건 단순 시험모델 설계  제작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비시험모델을 설계하고 제작하 다. 효과를 

평가하기 한 비시험모델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o 비시험모델의 요건

  - 연속되는 사고조건 시험을 통하여 효과를 잘 모사할 수 있는 모델

  - 형상이 단순하며 시험 시 센서링이 용이한 모델

  - 따라서, 충격완충체 등이 결합되고 납, 진 등의 차폐재가 충진된 일반운반용

기가 아니라, 이싱 하나로만 구성된 원통형 셀 구조물로 선정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시험모델을 설계하 고, 최종설계도면을 그림 2.3.3-1

에서 그림 2.3.3-3과 같이 작성하 다. 설계도면을 기 로 비시험모델이 제작되었

다. 제작된 비시험모델의 형상은 그림 2.3.3-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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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1 효과 고려를 한 비시험모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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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2 효과 고려를 한 비시험모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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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 효과 고려를 한 비시험모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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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 제작된 비시험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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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순 시험모델에 한 사고조건 비시험

 가. 시험조건의 선정

운반사고조건의 연속 인 실행 시 되는 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비시험

을 수행하 다. 비시험모델은 총 2조가 제작되었다. 첫 번째 시험모델을 이용하여 

낙하시험 없이 열시험만을 수행하 고, 두 번째 시험모델을 이용하여 낙하시험 

이후 열시험을 순차 으로 수행하 다. 낙하시험은 용기의 바닥이 먼  타겟에 

충돌하는 수직낙하시험이며, 열시험은 수평낙하시험으로 선정하 다. 비시험조

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o. 시 험 조 건

시험조건 (1) 수평 열시험만 수행

시험조건 (2) 9 m 수직낙하시험 이후 수평 열시험의 연속  수행

표 2.3.4-1 효과 고려를 한 비시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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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 효과 비시험모델의 

9 m 수직낙하시험

그림 2.3.4-2 효과 비시험모델의 1 m 
수평 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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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측정시스템

두 가지 조건에 한 시험 이후 두 개의 시험모델을 비교하여 효과를 평

가 다. 정확한 평가를 하여 각각의 시험모델에는 총 14개의 변형률 센서와 2개

의 가속도 센서를 설치하여 낙하  열 후의 데이터를 취득하 다. 변형률 센

서는 총 7개의 지 에 각각 2개씩 인 하여 설치한 후 그  한 개는 충돌 후의 

극히 짧은 시간에 한 데이터 취득을 해 PXI 장비와 연결하여 sampling rate 

100k로 하여 데이터를 취득하 다. 다른 한 개는 소성 변형률을 측정하기 하여 1

에 한 개의 데이터씩 취득하며 시험이 시작하여 종료되는 매우 긴 시간에 하여 

데이터를 취득하 다. 이는 Compact DAQ 장비와 연결하여 데이터를 취득하 다. 

변형률 데이터 취득과 련한 두 가지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o. (1) (2)

데이터

취득 방법

시험이 진행되는 체 시간

구간에 한 변형률 측정

충격 후의 매우 짧은 시간

구간에 한 변형률 측정

사용 장비 Compact DAQ 장비 PXI 데이터 취득 장비

표 2.3.4-2 효과 비시험의 두 가지 데이터 취득 방법

  변형률 센서가 부착된 7곳의 치는 그림 2.3.4-3과 같다. 수직낙하시험 시 변형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 측되는 용기 하부에 90도 간격으로 4개의 변형률 센서가 설

치되었다. 수평 열시험 시 변형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 측되는 열  인 부에 

원호모양으로 90도 간격으로 설치되었다. 이 가운데 1번 변형률 센서는 공유하는 

것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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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3 변형률 센서의 부착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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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낙하시험에는 낙하충격의 강도를 평가하고 시험-해석의 비교를 한 데이터 

생산을 하여 운반용기의 구조응답을 측정하는 계측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용기의 

각 부에서의 가속도  변형률을 측정하기 한 시스템이 아래 그림 2.3.4-4와 같이 

구축되었다. 가속도계  변형률계는 운반용기의 응답의 범 를 고려하여 선정하

으며 이들 센서의 신호를 취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LabView S/W를 사용하여 16

개의 변형률 센서  8개의 가속도 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를 모니터링하고 장할 

수 있도록 로그램을 구축하 다. 구축된 낙하  열시험 측정시스템은 Table 

2.3.4-3과 같이 National Instruments에서 제작한 PXI 계열로서 각각의 센서 입력에 

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 다.

  두 낙하시험에서 변형률계의 설치 치는 그림 2.3.4-3에 도시되어 있다. 가속도계

는 낙하방향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를 들면, 열시험의 경우 

그림 2.3.4-5에서와 같이 원주방향으로 설치된 변형률계의 반 편에 2개의 가속도계

가 설치되었다. 가속도계의 설치를 하여서 특수하게 제작된 속블록이 사용되었

으며 가속도계의 측정방향(orientation)은 모두 낙하방향의 반 방향(바닥면 기  수

직 상방)으로 설정되었다.  변형률계는 제작사의 변형률계 부착지침에 따라 용기에 

부착되었으며 그림 2.2.3-9와 같이 속테이 로 보호되도록 하 다.

그림 2.3.4-4 Data acquisition system for drop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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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pecification

NI PXI 1045
(샤시)

18-슬롯 PXI 샤시

3U PXI 와 3U Compact PCI modules 모두 가능

bus segments와 trigger routing 사이의 로그램화 가능

External 10 MHz reference clock with BNC I/O connectors

High-performance power supply with universal AC input

0 ~ 55 °C operating Temp. range

Temperature controlled fan speed

NI PXI 4472
(가속도 계측)

24-bit resolution

110 dB dynamic range

102.4 kS/s maximum sampling rate

45 kHz alias-free bandwidth

±10 V range

AC/DC coupling

IEPE conditioning - software configurable

Multiple-device synchronization

8 simultaneously sampled analog inputs, vibration measurement 

NI PXI 4220
(변형률 계측)

Direct sensor/signal connectivity

200 kS/s, 16-bit resolution

Self-calibration for accuracy over time

Input range : ±0.01 V to ±10 V

Analog Input : Quater, Half, Full bridge

표 2.3.4-3 Specification of data acquisition system for drop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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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5 열시험 시 가속도  변형률 센서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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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험결과

그림 2.3.4-6의 (a)는 시험조건 (1), 즉, 수직낙하시험 없이 수평 열시험만을 수

행한 이후의 변형된 용기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2.3.4-6의 (b)는 시험조건 (2), 즉, 

수직낙하시험 이후 수평 열시험을 연속 으로 수행한 이후의 변형된 용기 형상을 

나타낸다. 

  그림 (b)에서 보면, 용기 하단부에 수직낙하시험으로 인해 된 변형을 발견할 

수 있다. 용기가 수직방향으로 타겟에 충돌하면서 용기하단부가 히면서 린 변

형이 발생하 다. 이는 원통형 실린더에 순간 좌굴하  이상의 큰 충격이 발생하면

서 용기 하단부가 변형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낙하시험 이후 연속 으로 수행된 

열시험에 의하여 열 에 의해 타격된 용기의 앙부가 움푹하게 이는 변형이 

발생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a)에서 보면, 그림 (b)에서와 같은 수직낙하시험에 의

한 용기 하단부의 변형은 볼 수 없다. 열시험에 의해서만 용기의 앙부가 변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행된 두 가지의 시험은 인 으로 효과를 발생시켜 그 효과를 평가하

기 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시험조건 (2)의 연속시험 시는 낙하시험에서 발생한 

소성 변형률이 열시험 이후에도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그림 (b)의 낙하시험과 열시험이 연속 으로 수행된 경우가 그림 (a)의 

열시험만 수행된 경우에 비하여 열에 의해 발생한 변형이 그 구간이 좀 더 크

고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낙하시험에 의하여 충격을 받은 용기가 

잔류응력이 남아있어 열시험의 추가 인 충격에 하여 변형이 더 크게 진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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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

파열

낙하

파열파열파열

(a)                                 (b)
그림 2.3.4-6 두 가지 조건에 한 시험수행 후 변형량,

(a) 열시험만 수행, (b) 낙하시험 이후 열시험 연속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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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험조건 1의 결과

시험조건 1은 열시험만 수행한 경우이다. 그림 2.3.4-7은 열시험만 수행했

을 때 열 에서 가까운 치 #1, #5, #6, 그리고 #7에서 Compact DAQ.로 측정한 

시험 체 시간구간에 한 변형률 이력이다. 그림 2.3.4-7에서 약 1250  부근에서 

각 치에서 측정된 변형률이 소성 변형률을 갖게 됨을 볼 수 있다. 소성 변형률의 

크기는 표 2.3.4-4와 같다. 열 을 심으로 축방향에 치한 치 #1과 #6에서는 

인장이 작용하고, 반경방향에 치한 #5와 #7에서는 압축이 작용하 다.

  그림 2.3.4-8은 동일한 4곳의 치에서 PXI 장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열 후의 

변형률 시간이력이다. x축의 시간스 일을 보면 그림 2.3.4-7과는 다르게 매우 짧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3.4-8은 열직 과 직후의 변형률을 취득하기 하여 

1 에 100,000개의 데이터를 취득하 다. 변형률의 이력은 용기가 열 에 충돌하

며 변형률이 증가되었다가 충돌에 지가 다 소진되면서 변형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으로 수평선을 유지하는 부분은 소성 변형률이 발생한 것이다. PXI 

장비를 사용하여 얻은 소성 변형률의 크기는 표 2.3.4-5와 같다. 한, 최 변형률의 

크기도 나타내었다. 

  그림 2.3.4-8의 변형률 시간이력은 그림 2.3.4-7의 1250  부근에서 변형률이 수직

으로 변하는 시간 에 발생한 이력이다. 그림 2.3.4-7에서는 1 에 한 번씩 데이터를 

취득하기 때문에 열시험 이후 최종 으로 남은 소성 변형률의 크기만큼 수직으로 

상승 는 하강하여 변형률 값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그림 2.3.4-8의 PXI로 취득한 

변형률 데이터에는 1 에 100,000개의 데이터 값을 기록하 기 때문에 변형률이 최

변형률에 도달하 다가 최종 인 소성 변형률로 감소하는 이력이 나타나 있다. 

즉, 그림 2.3.4-8은 그림 2.3.4-7의 변형률이 수직으로 변화한 구간에 숨겨져 있는 변

형률 시간이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림 2.3.4-9는 열시험시 가속도 시간이력 데이터이다. 이는 cutoff frequency 100 

Hz를 사용하여 Low pass filter를 용한 결과이다. 약 63 g 가량의 최 가속도가 작

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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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Plastic strain (με) 비고

#1 1100 인장

#5 -790 압축

#6 570 인장

#7 -720 압축

표 2.3.4-4 각 치에서의 소성 변형률의 크기 (Compact DAQ 사용)

Location Plastic strain (με) Max. strain (με) 비고

#1 1000 2480 인장

#5 -820 -983 압축

#6 650 1600 인장

#7 -720 -1027 압축

표 2.3.4-5 각 치에서의 소성 변형률의 크기 (PXI 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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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7 시험 체 시간구간에 한 변형률 이력 ( 열 only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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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8 수평 열시험 후의 변형률 이력 2 ( 열시험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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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9 수평 열시험 후의 가속도 이력 ( 열시험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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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험조건 2의 결과

시험조건 2는 낙하시험 이후 열시험을 연속 으로 수행한 경우이다. 그림 

2.3.4-10은 낙하시험 후 열시험을 연속 으로 수행했을 때 열 에서 가까운 

치 #1, #5, #6, 그리고 #7에서 Compact DAQ.로 측정한 시험 체 시간구간에 한 

변형률 이력이다. Compact DAQ.를 이용하여 낙하시험  열시험이 진행되는 

체 시간구간에서의 변형률을 취득하기 하여 1 에 1개씩의 데이터를 취득하 다. 

그림 2.3.4-10에서 약 1800  부근에서 낙하시험이 수행됨에 따라 각 치에서 측정

된 변형률이 소성 변형률을 갖게 됨을 볼 수 있다. 이후 약 5200  부근에서 열

시험이 수행됨에 따라 다시 소성 변형률이 다른 값으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소성 

변형률의 크기는 표 2.3.4-6과 같다. 

  먼  수행된 수직낙하시험 결과 바닥 면과 충돌이 발생하는 시험모델의 바닥 면

과 가까운 1번 치에서는 3170 με이라는 큰 압축의 소성 변형률이 발생하 다. 이

상 으로 수직으로 정확이 낙하하 다면 5번 치와 7번 치에서는 동일한 변형률

이 발생해야 하나 시험모델의 변형형상을 찰해 본 결과 한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낙하하여 결과 으로 5번과 7번에 인장과 압축 변형률이 남게 되었다. 6번 치에

서의 변형률은 바닥 면과 멀리 떨어져 있어 1번 치에 비해 은 소성 변형률이 

남게 되었다.

  이후 수행된 열시험 결과 시험조건 1과 유사하게 열 을 심으로 축방향에 

치한 치 #1과 #6에서는 인장이 작용하고, 반경방향에 치한 #5와 #7에서는 압

축이 작용하 다. 그러나 그 크기는 시험조건 1의 표 2.3.4-4와 비교해 볼 때 상

으로 수직방향으로 더 큰 소성 변형률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먼  수행

된 낙하시험에 의한 소성 변형률이 발생하면서 충격 항성이 어들고 재료가 연화

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실제로 시험조건 1의 열시험에서의 가속도보다 시험

조건 2의 열시험에서의 가속도가 작다. (그림 2.3.4-9와 그림 2.3.4-16 참고) 즉, 시

험조건 2의 열시험에서 더 은 충격을 받았음에도 더 많은 소성 변형률이 발생

하 음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림 2.3.4-11에서 그림 2.3.4-12는 변형률 센서를 설치한 7곳의 치에서 PXI 장

비를 이용하여 취득한 낙하시험 후의 변형률 시간이력이다. x축의 시간스 일을 

보면 그림 2.3.4-10과는 다르게 매우 짧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3.4-11과 그

림 2.3.4-12는 낙하시험 직 과 직후의 변형률을 취득하기 하여 1 에 100,0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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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취득하 다. 변형률의 이력은 용기가 바닥에 충돌하며 변형률이 증가되었

다가 충돌에 지가 다 소진되면서 변형률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으로 

수평선을 유지하는 부분은 소성 변형률이 발생한 것이다. PXI 장비를 사용하여 얻

은 소성 변형률의 크기는 표 2.3.4-7과 같다. 한, 최 변형률의 크기도 나타내었다. 

그림 2.3.4-11  그림 2.3.4-12의 변형률 시간이력은 그림 2.3.4-10의 1800  부근에

서 변형률이 수직으로 변하는 시간 에 발생한 이력이다. 그림 2.3.4-10에서는 1 에 

한 번씩 데이터를 취득하기 때문에 낙하시험 이후 최종 으로 남은 소성 변형률의 

크기만큼 수직으로 상승 는 하강하여 변형률 값이 기록되었다. 하지만, PXI로 취

득한 변형률 데이터에는 1 에 100,000개의 데이터 값을 기록하 기 때문에 변형률

이 최 변형률에 도달하 다가 최종 인 소성 변형률로 감소하는 이력이 나타나 있

다. 즉, 그림 2.3.4-11  그림 2.3.4-12는 그림 2.3.4-10의 변형률이 수직으로 변화한 

구간에 숨겨져 있는 변형률 시간이력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림 2.3.4-13은 낙하시험시 가속도 시간이력 데이터이다. 이는 cutoff frequency 

100 Hz를 사용하여 Low pass filter를 용한 결과이다. 약 420 g 가량의 최 가속도

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3.4-14와 그림 2.3.4-15는 변형률 센서를 설치한 7곳의 치에서 PXI 장비

를 이용하여 취득한 열시험 후의 변형률 시간이력이다. 변형률의 이력은 용기

가 열 에 충돌하며 변형률이 증가되었다가 충돌에 지가 다 소진되면서 변형률

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종 으로 수평선을 유지하는 부분은 소성 변형률

이 발생한 것이다. PXI 장비를 사용하여 얻은 소성 변형률의 크기는 표 2.3.4-8과 

같다. 한, 최 변형률의 크기도 나타내었다. 그림 2.3.4-14  그림 2.3.4-15의 변형

률 시간이력은 그림 2.3.4-10의 5200  부근에서 변형률이 수직으로 변하는 시간

에 발생한 이력이다. 즉, 그림 2.3.4-14  그림 2.3.4-15는 그림 2.3.4-5의 열에 의

해 변형률이 수직으로 변화한 구간에 숨겨져 있는 변형률 시간이력이라 말할 수 있

다. 

  그림 2.3.4-16은 낙하시험시 가속도 시간이력 데이터이다. 이는 cutoff frequency 

100 Hz를 사용하여 Low pass filter를 용한 결과이다. 약 58 g 가량의 최 가속도

가 작용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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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
낙하에 의해 발생한

소성변형률 (με)
열에 의해 발생한

소성변형률 (με)
된 최종 

소성변형률 (με)
비고

#1 -3170 2150 -1020 압축

#5 230 -500 -270 인장

#6 -220 880 660 압축

#7 -30 -650 -680 압축

표 2.3.4-6 각 치에서의 열에 의해 발생한 소성 변형률의 크기  된 최

종 소성 변형률의 크기 (Compact DAQ 사용)

Location Plastic strain (με) Max. strain (με) 비고

#1 -2500 -4170 압축

#5 200 770 인장

#6 -200 -1450 압축

#7 -100 -340 압축

표 2.3.4-7 낙하에 의한 각 치에서의 소성 변형률의 크기 (PXI 장비 사용)

Location Plastic strain (με) Max. strain (με) 비고

#1 1500 2140 인장

#5 -720 -895 압축

#6 830 1600 인장

#7 -810 -1180 압축

표 2.3.4-8 열에 의한 각 치에서의 소성 변형률의 크기 (PXI 장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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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1 수직낙하시험 후의 변형률 이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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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2 수직낙하시험 후의 변형률 이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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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3 수직낙하시험 후의 가속도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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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4 수평 열시험 후의 변형률 이력 1 (낙하  열 

연속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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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5 수평 열시험 후의 변형률 이력 2 (낙하  열 

연속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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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16 수평 열시험 후의 가속도 이력 (낙하  열 

연속수행)



- 140 -

  운반용기에 한 국내외 규정에서 정의하는 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충실하게 

해석에 용할 수 있는 해석방안을 소개하고, 이  방법과 비교하고, 비교시험을 수

행하 다. 해석  시험을 통해 보면 이 단계에서 된 손상까지 고려하면 운반

용기는 일반 으로 더 큰 손상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지 에서는 낙하와 열에 

의해 발생한 응력이 방향이 서로 달라 최종응력이 감소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는 

재 운반용기의 응력평가 시 각각의 응력을 스칼라 값으로 합산하는 방법이 때에 

따라서는 응력을 매우 과도하게 평가할 수도 있음을 말해 다. 효과를 고려하

는 방안에 한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한 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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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확률론적 안전성평가(PSA) 도구 개발

제 1 절 확률론적 안전성평가 개요

1. 확률론  안 성평가 개요

  확률론  안 성평가(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 PSA)는 1960년  국에서 화학 

공장의 안 성 평가를 하여 시작된 이후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 우주선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사용되었다. PSA 방법은 어떤 사건의 발생을 험도 로 일로 체계

으로 환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PSA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차를 

통하여 수행된다[3.1.1-1]. 

사고 빈도 평가 (Accident Frequency Analysis) 

사고 발  경  분석 (Accident Progression Analysis) 

험도원 평가 (Source-Term Analysis) 

소외 향 분석 (Off-site Analysis) 

험도 평가 (Risk Calculation)

  재 PSA 방법은 여객  화물 철도, 암모니아 장 설비, 유조선  원자력발 소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범 하게 사용되고 있다. 비록 동일한 평가 방법이기는 

하지만 화공 산업계에서는 PSA를 QRA(Quantitative Risk Assessment)라고 부르며, 해

운, 선박 산업계의 경우 이를 FRA(Formal Risk Assessment)라고 부르기도 한다. 즉, 

PSA 방법은 험도 평가가 필요한 어떤 설비, 계통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다. 다

양한 분야에 있어 PSA 활용을 비교한 결과가 표 3.1.1-1에 나와 있다[3.1.1-2].

  비록 PSA가 많은 장 을 갖고 있는 험도 평가 방법이기는 하나, 몇 가지 제약 도 

갖고 있다. 즉, 일반 인 PSA 방법은 평균 인 험도만을 평가할 수 있다. 달리 이야

기하면, PSA 방법은 주로 연간 평균 험도와 같이 특정 기간 동안의 평균 험도를 

평가한다. 어떤 특정 순간의 험도를 평가하기 하여서는 그 순간의 설비 특성을 반

한 PSA 분석이 다시 수행 되어야 한다. 한, PSA 평가 결과의 정확성은 PSA에 사

용되는 고장 자료 등 자료의 신뢰성에 의하여 많은 향을 받는다. 따라서 PSA에서 나

온 험도 로 일을 사용할 때는 이와 같은 PSA의 한계 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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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원자력 산업에 있어 PSA가 도입되기 이 의 험도 평가는 주로 결정론  안 성 

평가(Deterministic Safety Analysis)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 결정론  안 성 평가 방법에

서는 상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단 인 상황을 가정한 후 그 향을 분석

한다. 따라서 이 방법을 사용하면 최악의 상황에 한 험도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생

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험도의 발생 가능성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결과만을 시하는 분석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고의 결과가 큰 사건만을 고려할 

뿐이지 발생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체 험도 로 일을 정확히 고려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반하여 PSA에서는 여러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이와 연 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그 향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 성이 강조되고 있는 원자력 산업이 PSA가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한, 원자력 설비는 PSA가 용되는 가장 복잡한 설비이므로, 

원자력 산업의 PSA는 가장 발 된 방법과 모델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다. 

개념 원자력 철도 유조선 질병 문제

기 사건 냉각재 상실 비계획 출발 엔진 고장 바이러스 

완화 계통 안 주입계통 출발 감시 구조 신호 면역 체계

사고 노심 손상 충돌 좌 감기

사고 개
노심 손상을

통한 사고 개
충돌에 의한
사고 개

좌 에 의한
사고 개

감기에 의한
사고 개

경  정요소 원자로 압력 충돌 속도 선박 표면 강도 의료 치료

험도원
방사성 물질

유출
유해 가스 방출 기름 출 바이러스 달

확산/수송 확산/수송 확산/수송 확산/수송 확산/수송

장 결과 직원 사망 승객 사망 승무원 사망 환자 사망

결과 완화 소개/제염 소개 기름 오염 백신, 격리

장 외부결과  오염  오염 바다 오염 인구 감염

표 3.1.1-1. 산업별 PSA 요소 비교 [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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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발 소에 한 최 의 종합 인 PSA는 미국 MIT 학의 라스무센(Rasmussen)

교수의 주도에 의하여 1972년도에 시작되어, 1975년에 완료된 원자로 안 성 연구

(Reactor Safety Study, WASH-1400)[3.1.1-3]이다. 비록 WASH-1400에 사용된 몇 가지 모

델의 제한   평가 결과 해석의 난해함 등, WASH-1400의 몇 가지 약 에 한 논란

이 있기는 하 지만, WASH-1400을 통하여 사고 경 를 나타내는 사건수목(Event Tree)

과 개별 계통의 고장을 나타내는 고장수목(Fault Tree) 방법  이를 종합하여 사고 발

생 경 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등 PSA의 기반이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WASH-1400은 원 의 험도를 종합 으로 평가하여 원 의 험도가 일반 산업 재

해에 비하여 상 으로 음을 보 으며, 일반 산업 시설과 련되어서도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요한 발견을 하 다. 즉, 인간 오류가 험도에 요한 향을 미치는 것

을 보여주었으며, 보수  시험의 향을 평가하 고, 공통 원인에 의한 고장이 요함

을 밝혔다. 

  PSA는 많은 장 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은 WASH-1400

이 갖고 있던 몇 가지 약 으로 인하여 원자력 산업계에서 폭 넓게 사용되지는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979년도 미국의 TMI 발 소에서 원자로가 일부 용융되는 사고

가 발생하 으며, 이 사고경 가 WASH-1400에서 가장 험도가 높은 것으로 측되었

던 사고경 와 일치되는 것이 밝 진 후, PSA는 많은 각 을 받기 시작하 다. 이 이

후 1980년 에 들어 NUREG-1150 보고서를 통하여 WASH-1400을 개정하여 근래에 사

용되는 PSA의 기반이 정립되었다. 원자력발 소에 해 수행되는 PSA의 종류에는 내

부사건 PSA와 외부사건 PSA가 있다. 외부사건 PSA는 지진, 홍수, 화재 등 자연 재해

에 의해 발생하는 원 의 험도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반면에 내부사건 PSA는 기기, 

계통의 무작  고장(Random Failure)에 의해 발생하는 원 의 험을 평가하는 작업이

다[3.1.1-4]. 

  기존에는 PSA가 주로 결정론  안 성 분석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95년도에 미국 NRC는 PSA 역사에 있어 매우 요한 PSA 정책 성명(PRA 

Policy Statement)을 발표하 다. 이 성명을 통하여 NRC는 PSA의 결과를 향후 원자력 

규제에 극 활용할 것을 천명하 다. 즉, 이제 PSA는 단순히 원 의 안 성을 평가하

는 도구에서 원 의 운 , 정비, 보수  나아가 원  설계 개선까지 매우 다양한 범

에 걸쳐 재원(Resource)의 효율 , 효과  분배를 한 의사 결정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

었다. 이와 같은 PSA의 활용 분야를 험도 정보 활용(Risk-Informed Application)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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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3.1.1-5]. 이러한 험도 정보 활용에 근거하여 국제 으로 원자력 안 규제 분

야에서는 험도기반 안 규제(Risk Informed Regulation; RIR)체제로의 변화가 이루어졌

으며 미국 등을 심으로 사용후핵연료 안 규제 분야에서도 확률론  안 성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1.1-6].

2. 간 장시설 확률론  안 성평가 황

  재 국내에서는 간 장 시설에 한 확률론  안 성평가가 수행된 사례는 없

다. 다만 한국원자력안 기술원에서 방사선 안 규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수행한 

보고서에서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확률론  안 성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

다[3.1.1-6]. 한, 안 성평가를 한 사고 시나리오 개발 방법론을 제시하 으며 

건식 장시설의 안 성평가 시 고려되어야할 비정상사건  사고 시나리오 유형을 

표 3.1.2-1과 같이 요약하 다. 그리고 안 성평가 방법론으로 확률론  안 성평가

의 주요 방법론 의 하나인 사건수목 분석(Event Tree Analysis; ETA)을 사용후핵연

료 장시설의 가장 합리 인 평가 방법론으로 선정하 다. 

  국외의 경우, 건식 장시설의 정상 운   사고 시에 한 표  험도 평가 

황을 표 3.1.2-2에 정리하 다[3.1.2-1, 3.1.2-2, 3.1.2-3]. 표에 있는 바와 같이, EPRI

와 미국 NRC에서 건식 장시설 계통에 한 PSA 수행 방법을 개발하고 시범 

용한 경험이 있다. NRC의 지원으로 건식 장 시설 계통의 PSA 수행 방법을 개발하

고 특정 비등경수로(Boiling Water Reactor; BWR)의 특정 캐스크 장 계통에 한 

PSA를 시범 으로 수행하 다. 

  리스크 분석을 한 차로는 기사건 목록 개발과 각 기사건으로 인한 리스

크 평가이다. 고려된 기사건은 운반 의 이차 격납 건물 내에서 캐스크의 낙하 

 장 의 외부사건(지진, 홍수, 강풍, 번개, 비행기 추락,  배  폭발 등)을 포

함하 다. 일반 에 미치는 리스크 척도로 1마일 내의 개인별 조기사망 확률과  

10마일 내의 개인별 암사망 확률을 사용하 다. 

  IAEA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 시설에 한 안 성 평가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장 시설에 한 평가 지침만을 다루고 있지만, 

장과 운송의 간 단계에 한 안  평가와 건식  습식 장에 한 평가에 

해 모두 다루고 있다. IAEA의 안 성 평가 지침에서 권고하는 PSA 수행 차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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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유발할 수 있는 기 사건과 사고 시나리오 확인, 사고 시나리오 상세 분석, 

가상사고 상태의 발생 확률 평가, 미임계 유지, 잔열제거, 방사능 보호의 세 가지 

요소 측면에서 평가, 평가된 발생 확률 는 험도를 허용 기 과 비교로 구성되

어 있다. 발생 확률 평가를 한 기법으로는 고장수목 분석(Fault Tree Analysis; 

FTA), 사건수목 분석(Event Tree Analysis; ETA)을 추천하 다. 

  미국 EPRI에서는 확률론  안 성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건식 장 방식에 한 검

토를 수행한 바 있으며 검토 상 장방식으로는 습식 수조 장 방식, 캐스크

(Cask)방식, 이슨(Caisson) 방식 , 볼트(Vault) 장 방식을 선정하 다. 이상의 4가

지 장방식에 하여 확률론  안 성 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일반 에 한 상

인 방사선  험도를 비교하 다. 그 결과 습식 장시설의 험도가 건식 장

시설에 비해 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지진하 에 의한 리스크

가 지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미국 EPRI에서는 캐스크 건식 장 시설에 한 확률론  안 성 평가를 수

행한 바 있다. 개인별 연간 피폭 리스크를 재, 운송  부지 내 장시의 리스크

로 구분하여 산정하 으며 일반 에 한 리스크 평가결과 운송, 장, 재의 순

으로 리스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146 -

구분 사건 목록 분류기

비정상 사건

- 설계허용 높이 미만의 장용기 낙하

- 배기구의 부분 인 막힘

- 운 상의 사건

- 비정상 인 주변 온도

- 습식 장조와 련된 비정상 사건

- 1년에 1회 는 보통의 

빈도로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사고

- ANSI/ANS-57.9에서 

“Design Event II"로 정의된 

사건

사  고

- 장용기 복

- 장용기 낙하

- 자연 상 (홍수, 지진, 낙뢰 등)

- 화재  폭발

- 차폐기능 상실

- 단열 가열

- 토네이도  자연 상에 의한 비산물

- 부지주변 외비 기인 사고

- 습식 장조와 련된 사고

- 계통, 구조물  기기 련 건물의 구

조  고장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고

- ANSI/ANS-57.9에서 

“Design Event III"로 정의된 

사건: 시설 수명기간  

1회 발생될 것으로 

상되는 드문 사건

- ANSI/ANS-57.9에서 

“Design Event III"로 정의된 

사건: 안 에 요한 계통, 

구조물  기기에 한 

보수 인 설계기  설정을 

한 가상 인 사건

표 3.1.2-1. 건식 장시설 고려되어야할 비정상사건  시나리오 유형[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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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

건식 장

개념

안 성평가 

방법론
주요 사고 는 활용 비고

EPRI
- Cask
- Caisson
- Vault

확률론  

안 성평가 

(PSA)

- 낙하

- 지진

- 냉각기능 상실

- 회오리바람 (Tornado)
- 항공기 충돌

EPRI 
NP-3365

NRC
Cask 

(HI-STORM)

확률론  

안 성평가 

(PSA)

- 낙하

- 지진 

- 강풍 

- 번개 

- 항공기 충돌

NUREG-1864

IAEA

- 시설  핵연료의 건 성에 

향을 미치는 사고 고려를 

권고

- 설계, 건설, 운  등의 모든 

단계별 안 성 평가 수행 권고

- 시설  핵연료의 안 성평가

- 작업자, 일반   환경보호 

- 필요시 환경 향평가 수행권고

- 계획  설계에 반  

가능하도록 반복수행 권고

IAEA 
Safety Guide

표 3.1.2-2. 건식 장시설의 국외 안 성평가 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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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안 성평가를 한 참조 장 시설의 정보수집

1. 참조 장시설 부지 정보

  재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 부지나 개념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확률론  안 성평가 도구 개발  활용을 해서는 가상의 부지를 선정

하고 참고문헌 검토를 통한 참조 장시설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다. 

재까지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가상의 부지로써 고리 지역을 선정하 으며 

이 지역에 한 표 인 부지자료로써 연간 기상자료를 확보하 고 이를 MS 

Access를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PSA 도구 개발 시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

다.  

  고리 주변의 기상자료 데이터베이스는 그림 3.2.1-1에 도시된 바와 같다. 기상자료는 

고리 원  주변의 기상탑에서 측정되고 기록된 자료를 활용하 으며 1년간의 기상자료

를 시간단 로 구성한 자료로써 체 8,760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코드는 

월, 일, 시간, 풍향, 풍속, 기안정도, 강우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향은 16개 방 각

으로 구분하 으며 풍속의 단 는 m/sec이다. 기안정도는 A(매우 불안정), B( 간정도 

불안정), C(불안정), D( 립), E(안정), F( 간정도 안정), G(매우 안정)으로 구성되어 있

다. 강수량의 단 는 mm/hr이다. 이 기상자료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구조와 기

본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PSA 도구개발시 PSA 도구와 직  연계되어 활용되거

나 연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정이다. 한, 데이

터베이스 기본 구조와 코드가 정의되어 있으며, 향후 장시설 부지가 확정되거나 1

년이 아닌 다년간의 기상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본 구조를 토 로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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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1 MS Access를 이용한 기상자료 데이터베이스 . 

2. 참조 장시설의 정보 수집

  재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 개념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므로 참고문헌 검토를 통하여 장시설의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 다. 장시설의 

확률론  안 성평가 시 기사건의 완화를 한 안  기능은 임계도 제어, 압력제

어, 붕괴열 제거, 격납 등이 있다. 이러한 기능 수행을 해 필요한 계통이 사고 완

화 계통으로 이들 사고완화 계통과 기사건 빈도 평가를 한 고려 상 계통을 

정리하고, 각 계통의 구성 기기들을 정리하 다.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운  

단계 즉 재, 이송, 장 단계에 따라 사용이 되는 계통과 각 계통의 구성 기기들

은 표 3.2.2-1에 정리되어 있다. 이들 계통  구성기기들은 MS Access를 이용하여 

목록화하 으며 그림 3.2.2-1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는 PSA 도구개발  인공재해

의 재해도 분석에 활용될 정이며 추후 개념설계나 상세설계가 이루어지면 확장이 

가능하다.  

  이들 계통  기사건 완화나 기사건 빈도 평가 는 확률론  안 성평가 시 

고려 상이 되는 표 인 계통  이들의 기능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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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용기

  사용후핵연료 건식 장용기의 기능은 사용후핵연료가 장 되어 보 되는 용기로 방

사성 물질 출을 격리하는 1차 방벽이다. 부식 방지를 해 스테인리스 는 부식에 

강한 물질로 제작되고 방사능 차폐를 해 납, 콘크리트, 강철 등의 물질이 사용된다. 

2) 사용후핵연료 피복

  사용후핵연료 피복 은 방사능 물질을 격리한다. 낙하사고 발생 시에 사용후핵연

료 피복 의 건 성이 유지되면 방사능 출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3) 사용후핵연료 장조

  사용후핵연료 장조는 크 인을 사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집합체를 장용기로 장

하는 장소이다. 한 작업자의 보호를 한 차폐기능을 제공한다.

4) 재장  크 인

  이는 사용후핵연료 장용기를 이동시키는 기능을 한다. 사용후핵연료 장용기

를 들어올리기 해서는 장용기에 맞춰 특별 제작된 상승 빔(lift beam)이 장착되

어진다.

5) 운반 기기

  이는 재장  건물로부터 장시설로 장용기를 운반하는 수단으로 트럭, 일 

는 특수 운반 차량 등의 사용이 가능하다. 보통 장용기가 지상으로부터 30cm 

정도 에 치하도록 하여 잠재 인 낙하사고에 비하고 운송 속도는 느리게 제

한한다. 이 운반기기는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거나 다른 트럭이 견인하기도 한다.

6) 핵연료 장조 배기계통

  사용후핵연료 피복   장용기의 차폐 실패로 인한 방사능 출 시에 건물 밖

으로의 출을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최소화하여 작업

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구성 설비로는 팬, 퍼, 필터  기  장비 등

이 있다. 

7) 장 시설

  장용기는 별도의 차폐 벽을 갖지 않으므로 콘크리트 건물 자체가 방사능 차폐 

역할을 한다. 장 시설은 일반 으로 감시를 한 카메라, 장용기의 압력 등을 

감시하기 한 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주기 인 방사능 수 , 온도와 상태 검

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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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계  통 계통 기능  작업 사항 기  기 비  고

사용후핵 
연료장  
(Loading)

사용후핵연
료 장조

　

사용후핵연료 장조 크
인을 사용하여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가 장용
기로 이동되는 장소. 작업
자의 보호를 해 차폐기
능 제공

사용후핵연료 장
조 크 인

장조 수  조  
련 기기

사용후핵연
료 정보 
리 시스템

사용후핵연료 연소도 정
보를  리하는 시스템, 

장용기의 한 치
에 연료를 장 하도록 정
보를 제공

사용후핵연료 정보 
리 로그램

장용기 
검사  

 계통

사용후핵연료 장  /후
에 장용기 건 성 검사 

 인

장용기 비를 
한 건 성 검사 

기기들

장용기 장  후 
방사능 수 , 온도, 
건 성 검사를 
한 기기

사용후핵연료 장  
후 장용기 용

련 기기

Bolting 

개념을 
사용할 
경우는 
Bolting 련 

기기

장용기 배기  
배수 련 기기

장용기 
격납용기

사고 시 방사능 물질의 
출 격리 

개별 운반용기/ 장용기 
는 겸용용기 

(설계 개념에 따라 선택, 
어느 장용기를 사용하
는지에 따라 구성 기기 
달라짐)

사용후핵연료 피복

장용기 내부 격
납  용기

사용후핵연
료의 

주 격납경계

장용기 외부 포
장 (Overpack)

부가 인 
차폐

기능 제공

볼트 조임 는 용
된 덮개

배기 련 기기

O-ring 

개스킷 (Gasket)

표 3.2.2-1. 운  단계에 따른 필요 계통  계통 구성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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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게이지

장용기 걸쇠 지
지물

각종 검사 기기 
(방사능, 온도 등)

재장  
크 인

장용기를 이동시키는 
기능

기 모터

조  회로

제동장치

기어 박스

이블 

베어링

승강장치 (Hoist)

조범장치 (Rigging)

조정기

각종 버튼 
(비상정지 버튼 등)

사용후핵연
료 장조 
배기 장치

재장  건물의 공기 정화  

팬

퍼

필터

기 장비

건물 격납

사용후핵연료 장 건물 
내에 장용기가 있는 동
안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출 격리 기능

건물구조물

출입문

출입구 (Hatches)

사람 통제

장용기 
이송

(Transport)

　

　

　

　

　

이송 계통

　

　

　

　

　

재장  건물로부터 
장시설로 장용기 

운반, 장용기를 재장  
건물 크 인으로 
운반기기로 이동시키고 
이를 장시설로 이송 후 

장 패드에 재함 

트럭, 일 는 특
수 운반차량

기 모터, 자체엔
진 는 견인 차량

수리학  리
(Hydraulic Lifting) 

기기

기 제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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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장용기 운
반기기 리  기
기

운반기기 제동장치

장

(Storage)

　

　

　

　

　

　

　

　

　

장패드 장용기 보  장소 장 패드
설계 개념에 
따라 구성 
기기 달라짐

장용기

　
사용 후 연료 보  용기

 는 압력 감
시 기기

겸용용기 
사용의 
경우는 필요 
없음

진공 게이지

장 격납

　

　

 장용기의 최종 차폐,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건물 는 기타)

감시 카메라
설계 개념에 
따라 구성 
기기 달라짐

장용기 압력 
는 감시 설비

건물 구조물 설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운송 크 인

　

　

장용기를 장 패드에 
옮김. 운반 용기를 장 
용기로 옮기는 작업(설계 
개념에 따라 다름)

크 인

승강장치 (Hoist)

조범장치 (Rigging)

배기계통
장 건물의 배기계통 – 
장 건물의 개념 설계에 

따라 달라짐

팬

퍼

필터

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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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1. 장시설의 운 단계별 주요 계통과 기기 목록 . 

3. 사용후핵연료 특성 자료 

  재 국내에서는 가압경수로형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용후

핵연료가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특성을 갖는 모든 종류의 사용후핵연료

가 수용될 수 있는 간 장시설을 운 하기 해서는 모든 종류의 사용후핵연료 

특성  핵종재고량에 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 장시설의 확률론  안 성평가 도구 개발을 해서는 다양한 사용

후핵연료를 표할 수 있는 기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여 이들 특성을 표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고 이에 한 특성자료를 목록화하여 사용하고 추후 확

장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압경수로형 사

용후핵연료의 핵연료 설계 특성, 핵연료의 농축도, 방출연소도 등을 분석하여 기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 다. 한, 안 성평가를 한 방사선원 자료 확보를 하여 

ORIGEN-ARP[3.2.3-1]을 이용하여 원자로심에서 방출 이후 7년과 10년 냉각시 에서

의 핵종재고량을 계산하여 련 자료들을 MS Access를 이용하여 목록화하 다. 이

는 PSA 도구 개발 시 방사선원 계산을 통한 피폭선량 평가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연계할 정이다. 

  우리나라에서 지 까지 사용된 사용후핵연료 제원을 보면, 14×14, 16×16  17×17 등

의 세 가지 핵연료  배열 형태가 있다. 고리 1호기에는 웨스 하우스(이하, WH) 

14×14[19.7cm(가로)×19.7cm(세로)×405.7cm(길이)] OFA(Optimized Fuel Assembly) 핵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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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고 있다. 16×16 핵연료는 두 종류의 집합체가 재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WH 표 형 연료[19.7cm×19.7cm×405.8cm]로서 고리 2호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하

나는 한국표 형연료[20.7cm×20.7cm×452.8cm](Korea Standard Fuel Assembly)로서 울진 

3,4,5,6호기   3,4,5,6호기에 장 되고 있다. 재 사용되고 있는 17×17 연료는 

Vantage 5H [21.4cm×21.4cm×405.8cm]로서 고리 3,4호기, 울진 1,2호기,   1,2호기에 

장 되고 있다. 17×17 연료가 KOFA(Korean Optimized Fuel Assembly)에서 Vantage 5H로 

체되면서 두드러진 변화는 고연소도 정책에 따라 농축도가 3.7～3.8 wt.%에서 4.2 wt.%

로 상향조정된 것이다. 지 까지 사용된 핵연료 집합체의 종류는 크게 12가지이며, 핵연

료 집합체 단면 은 17×17 연료가 21.4cm×21.4cm로 가장 크며, 축방향 길이는 16×16 

KSFA 연료가 453cm로 다른 집합체에 비해 50cm 이상 큰 특징이 있다. 핵연료 무게에 

해서는 KSFA  Vantage 5H 핵연료가 각각 665  672 kg으로 지 까지 발생한 핵연료 

에서 가장 무거운 핵연료는 672 kg 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말까지 발생한 핵연료 종류를 살펴보면, 17×17 핵연료가 약 56%를 차지하고 있

으며, KSFA 핵연료가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향후 발생될 핵연료는 해가 거듭될

수록 표 형원 의 본격운 에 따른 KSFA의 다량 방출로 인해 17×17 핵연료가 상 으

로 감소하여 2010년  반부터는 16×16 핵연료가 17×17 핵연료에 비해 더 많이 발생하

게 되어 최종 으로는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사용되고 있는 핵연료를 체하고자 개발, 시험 인 개량핵연료에 해서도 고려

하 다. 평균 방출연소도 48 GWD/MTU를 목표로 개발된 Vantage 5H를 체할 17×17 개

량핵연료(ACE7)는 평균 방출연소도 55 GWD/MTU 이상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열  성

능은 재 사용 인 Vantage 5H 연료에 비해 10% 이상 향상되었다. KSFA 핵연료 집합체

를 체할 16×16 개량핵연료(PLUS7) 역시 평균 방출연소도 55 GWD/MTU 이상, 열  성

능이 10% 이상 향상되었으며, 2006년 하반기부터 상용원자로에 장 되고 있다. 이 두 개

량핵연료는 기존 핵연료와 비교하여 농축도  목표 방출연소도를 제외한 물리  제원의 

변화는 거의 없다. 

  핵연료의 기 농축도는 사용후핵연료의 방출연소도와 긴 한 상 성이 있으므로 

향후 발생될 사용후핵연료의 연소도 추이분석을 해서는 이에 한 분석이 필요하

다. 고리 1, 2호기는 1996년경부터 3.8 wt.%인 핵연료가 장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 

농축도가 계속 사용될 정이다. 고리 3, 4,  1, 2, 울진 1, 2호기는 90년  반

에는 3.6 wt.% 정도인 핵연료가 사용되다가 90년  반부터 4.1～4.2 wt.%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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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tage 5H가 장 되고, 2000년  반에는 4.5 wt.% Vantage 5H가 장 되었다. 표

형원 은 90년  말에는 4.2 wt.% 핵연료가 사용되다가 2000년  반부터는 4.5 

wt.%인 핵연료가 장 되었다. 체 으로 보면, 1995년 이 에는 4.0 wt.% 이하, 

1995년부터 4.0～4.5 wt.%, 2000년  반부터 4.5 wt.%가 용되고 있다. 

  방출된 사용후핵연료 기농축도의 황을 살펴보면 그림 3.2.3-1과 같다. 2003년 

시 으로 4.0 wt.% 이하가 체 물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4.0 wt.%를 기  사용후핵연료의 농축도로 선정하면 기농축도 측면에서 

70% 정도를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 된 핵연료가 방출되기까지는 약 4～5

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92년부터 본격 으로 4.2 wt.%가 많이 장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까지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서 4.0 wt.%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

다. 4.0 wt.% 이상인 핵연료에 해서는 90년  말에 장 된 4.2 wt.% 핵연료가 거

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추이에 한 측결과는 그림 3.2.3-2와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2057년에 발

생된 총 사용후핵연료 , 기농축도 4.5 wt.% 이상이 66%, 기농축도 4.0 wt.% 

이상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총 물량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 

농축도 4.5 wt.%를 과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양은 총 물량의 약 3.5% 정도로 나타

나, 기  농축도를 4.5 wt.%로 설정하면 사용후핵연료의 96.5%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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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1 기 
235U 농축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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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2 기 
235U 농축도에 한 향후 추이.

  장주기 고연소도 핵연료의 이용이 력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고 단  력생산

량에 한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을 상당히 일 수 있다는 경제  이득 때문에 원

자력 선진국들을 심으로 고연소도 핵연료를 개발하기 한 노력이 지속 으로 추

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언 한 것처럼 장 되는 핵연료의 기 농축도

를 지속 으로 높임으로써 노심  핵연료 리체계가 장주기-고연소도 핵연료 도

입체제로 환해 왔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2.3-3은 재까지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발생한 핵연료의 평균연소도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연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가동원자

로의 증가와 더불어 꾸 히 증가하여 가압 경수로의 경우 재 연간 ～200 MTU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방출되는 핵연료집합체의 평균연소도(이하 방출연소도)는 

1980년  반에는 약 30 GWD/MTU 정도이었으나, 80년  말부터 핵연료의 평균농

축도를 3.2 wt.%에서 3.8 wtt.%로 순차 으로 늘리면서 90년  반부터는 약 37 

GWD/MTU정도에 이르다가, 90년  ․후반부터 기농축도가 4.1～4.2 wt.%인 

Vantage 5H 핵연료가 장 되면서 2000년  반에는 방출되는 핵연료의 방출연소도

가 약 40 GWD/MTU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최  방출연소도는 90년  후반에는 45 

GWD/MTU 정도이었으나, 2000년  반에는 55 GWD/MTU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

다. 된 사용후핵연료를 상으로 기농축도와 방출연소도와의 상 성을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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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면 기농축도가 4.5 wt.%인 KSFA의 핵연료가 본격 으로 방출되는 2000년  

․후반부터는 방출연소도가 부분 45 GWD/MTU에 분포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재 발생되고 있거나 향후 발생될 모든 종류의 사

용후핵연료를 표할 수 있는 기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 다. 선정된 기  사용

후핵연료는  17×17 핵연료  배열의 집합체이며 기농축도는 4.0 wt.%, 방출연소도

는 45,000 MWD/MTU이다. 기  사용후핵연료에 해 냉각기간 7년, 10년에 해 

ORIGEN-ARP을 이용하여 안 에 요한 표 인 방사성동 원소에 한 핵종 재

고량을 평가하 으며 평가결과를 MS Access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그림 

3.2.3-4에 도시하 다. 향후 개발된 PSA 도구를 활용하여 안 성평가를 수행할 경

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작성된 형태로 다양한 사용후핵연료의 핵종 재고량을 평

가하여 방사선원항을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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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3 사용후핵연료의 평균 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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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4 기  사용후핵연료 핵종재고량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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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재해 목록 정성  평가 근거

사용후핵연료 장조로의 사용후핵연료 

낙하

핵연료 집합체 하나를 사용후핵연료 

장조로 낙하시키는 사고이므로 선별 

제거 가능

장 비 구역으로 이동  

사용후핵연료 낙하
분석 상

  복
  복에 의해 방사능 물질 

출의 가능성 있으므로 분석 상

장비 장실로의 이동  사용후핵연료 

낙하

낙하 높이에 따른 손상 정도에 따른 

분석 여부 단

격납실에서 이동구역으로의 이동  

사용후핵연료 낙하

낙하 높이에 따른 손상 정도에 따른 

분석 여부 단

비구역에서 격납건물 경계로의 이동 

 사용후핵연료 낙하

낙하 높이에 따른 손상 정도에 따른 

분석 여부 단

Rigging(조범장치) 부실로 인한 낙하
낙하 높이에 따른 손상 정도에 따른 

분석 여부 단

이동  경미한 보수활동 수행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낙하

이송  낙하 높이  운행 속도 등에 

따라 선별 제거 가능

한 감독이나 신호 오류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낙하
실제 운 방법을 고려하여 분석 필요

결함이 있는 기 기 팔, 이블 는 낙하 치에 따른 향 정도에 따른 

표 3.3.1-1 일반 인 인공재해 목록

제 3  사건목록  기사건 선정 

1. 인공재해 목록  기사건 선정 

  재 국내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에 한 개념설계나 상세설계가 이루

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참고문헌  확률론  안 성평가에 한 자료를 

검토하여 인공재해 목록을 작성하 다. 작성된 인공재해 목록에 해 정성 인 재

해도 분석을 수행하여 일반 인 기사건을 정리하 다. 정리된 일반 인 인공재해 

목록은 표 3.3.1-1에 요약된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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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래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낙하
선별 필요

과 으로 인한 크 인 고장으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낙하

장용기를 들어 올리는 것은 크 인 

설계와 운 에 한 부분이므로 선별 

제거

고정자산으로부터 작업 도  

사용후핵연료 낙하

낙하 치에 따른 향 정도에 따른 

선별 필요

조 장치 고장으로 인한 사용후핵연료 

낙하

낙하 치에 따른 고려하여 장용기 

손상 가능성과 핵연료 피복재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별 제거

사용후연료 장조 수  조  실패 
사용후핵연료 장조 분석에서 다루는 

경우 선별 제거

장시설의 구조  결함 분석 상

재장  건물의 구조  결함 분석 상

장건물 내에서의 사용후핵연료의 

콘크리트 바닥으로의 낙하
낙하 치에 따라 선별 제거 가능

아스팔트, 자갈, 모래 등으로의 사용후 

핵연료 낙하

이송  낙하 높이  운행 속도 등에 

따라 선별 제거 가능, 실제 운 방법을 

고려하여 분석 필요

이송과정에서 이동 차량에 한 

충격으로 인한 복

충격에 의한 장용기 손상 정도  

핵연료 피복재의 손상 정도 추정 결과에 

따라 선별 가능

장건물의 장기 인 부식
설계에서 사용후핵연료 장조 구조 

부분 포함 여부에 따라 선별 제거 가능

장용기의 장기 인 부식 분석 상

추가 인 장용기 재 과정 의 복 분석 상

사용후핵연료의 장용기로의 잘못된 

재
분석 상

연소도 추정 실수로 인한 잘못된 재 분석 상

냉각기간 추정 실수로 인한 잘못된 재 분석 상

이동  사고 사고결과에 따른 선별

차폐 기능 상실 분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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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차량 연료로 인한 화재  복
이동 차량의 종류에 따라 선별 제거 

가능

사용후핵연료 장조의 시설 고장

사용후핵연료 장조에 한 평가에 

한 업무 범 에 따라 장시설 PSA의 

분석 상에서 선별 제거 가능

과압이나 가열 차이로 인한 화재 분석 상

장 시설 내 기타 사고로 인한 화재 분석 상

설 제거작업 실패

작업자에게 미치는 향이 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의 출양도 거의 없어 

선별 제거 가능

진공시설 고장 분석 상

이동차량의 화재
이동 차량의 화재 유발 잠재성 물질 

여부에 따라 선별 제거 가능

토양이나 기반시설의 풍화/침식 분석 상

기계  조작 실패로 인한 크 인 고장 분석 상

기  조작 실패로 인한 크 인 고장 분석 상

크 인 고정장치 고장으로 인한 사용후 

핵연료 낙하
분석 상

장시설내의 장치 고장 분석 상

장시설 이동장치의 기계  고장 분석 상

이물질  주변온도 고온으로 인한 배기 

시스템 고장
분석 상

화재로 인한 장용기 고온 분석 상

재료물질 열화로 인한 장용기 건 성 

유지 실패
분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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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인 인공재해 목록으로부터 분석 상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상세 기사건 

목록 선정을 해서는 주논리도(Master Logic Diagram) 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주논리도 개발의 편의를 해 장 시설에 한 운  단계를 분류하여 분

석하는 것이 용이하다. 장시설의 운  단계 분류 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분

류하는 방법이 있다: 

-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후핵연료 재장  건물에서 장용기로 장 하고 장용기

를 하는 단계 (Cask Loading) 

- 장용기를 장패드로 운반하는 단계 (Cask Transfer) 

- 장용기를 보 하고 감시하는 단계 (Cask storage and monitoring)

  장용기 재단계는 다시 사용후핵연료를 장용기로 재, 사용후핵연료가 

재된 장용기를 사용후핵연료 장조에서 비지역으로 이동, 사용후핵연료가 

재된 장용기의 으로 구분된다. 한, 장용기 이송 단계는 사 용 후 핵 연

료가 재된 장용기를 운송차량에 재, 장용기를 장 시설로 이송, 장용기

를 운송 차량에서 보  치로 재 단계로 세분된다.  

   표 3.3.1-1에 요약된 각 운 단계별 인공재해에 한 정성  선별 분석은 분석 

상 시설에 따라 선별 결과가 달라진다. 다음은 문헌 정보와 주논리도 분석을 통

해 얻은 기사건에 한 정성  선별 분석의 이다. 

- 연료 집합체 크 인의 고장은 재물 낙하를 야기한다. 이 기사건은 주논리도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사건이지만, 재장  리지(bridge)나 크 인의 고장은 하나의 

핵연료 집합체를 핵연료 장조에 낙하시키므로 분석 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

별 제거한다. 

- 운 원 조작 실수에 의한 사용후핵연료 장조 크 인에서의 핵연료 집합체의 낙

하도 상기와 같은 이유로 선별 제거한다. 

- 장용기로 핵연료 재 단계에서 장용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제거 기

능이 상실되면 에 손상이 가고 방사능 물질이 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사고가 사용후핵연료 장조 리스크 모델에서 다루어지는 경우는 건식 장시설 분

석에서는 선별 제거한다. 

- 과 에 의한 크 인 고장은 문헌 조사에서 확인된 사고이다. 그러나 장용기를 

들어 올리는 것은 크 인 설계와 운 에 한 부분이므로 선별 제거한다. 

- 장 건물의 구조상의 고장과 장기 부식은 문헌 조사에서 확인된 사건이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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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에서 사용후핵연료 장 구조 부분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별 제거한다. 

- 방사성 물질 제염 실패는 캐스크에 장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증가된 방사능 

노출을 야기할 수 있는 기사건이다. 그러나 사건은 작업자에게 미치는 향이 

을 뿐만 아니라 외부로의 방사능 출양도 거의 없어 선별 제거한다. 

- 사용후연료 장조 수  조  실패사건은 사용후핵연료 장조 분석에서 다루므

로 선별 제거한다. 

- 냉각 덕트의 차단으로 인한 냉각 상실에 의한 장용기 고장은 장용기 설계에 

따라 선별 제거한다. 냉각 통풍구 는 통로가 없는 경우는 고려할 필요 없다.  

- 장용기   비를 하는 동안 시험에 의해 감지되지 못한 결함은 즉각 인 

방사능 물질 출을 야기하지는 않을지라도 향후 보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킬 잠

재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정성  선별분석을 통한 표 인 기사건의 종류  이에 한 설

명은 아래와 같다. 

  1) 장 용기 장  단계에서의 재물 낙하

  사용후핵연료 장조에서 장용기 비 지역으로의 이동을 해 움직이는 동안

의 재물 낙하 사고이다. 낙하는 크 인의 기기 인 결함 는 운 원의 인 오류

로 인해 발생한다. 사용후핵연료 장조에서 장용기 비 지역으로 이동 의 낙

하 시에는 장용기의 량도 무겁고, 장용기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장용

기가 바닥으로부터 높은 치에 있을 수 있으므로 장용기에 향을 주고 연료 피

복 에도 향이 있어 방사능 물질이 출되어 작업자에게 향을  수 있다. 

  2) 장용기 재 의 측면 낙하(Side Drop) 

  측면 낙하는 재물 낙하의 한 부분으로 특정 장치의 특정 고장모드나 운 원 조

작 오류에 의해 발생한다. 낙하 사고 원인이 되는 고장모드로는 약한 조범(Rigging), 

조범장치 고장 는 장용기 지지 (Trunnion)고장 등이 있다. 승인된 경로 밖의 고

정 장치에 장 용기가 걸리게 되는 운  조작 실수도 있다. 사고결과는 장용기

로부터의 출 는 잠재  피복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측면 방향(side 

orientation)으로 인해 장용기의 압력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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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장용기로 장  의 최고 높이로부터 낙하 

  이단(two-block) 재물 낙하는 기기 고장과 운 원 오류가 복합 으로 발생할 경

우 일어난다. 사용후핵연료 장  기간 동안 재물이 치할 수 있는 최  높이는 

크 인 리지(Bridge)에 있는 장용기 바닥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장조까지의 

거리이다(발 소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피트 정도로 가정). 낙하사고는 재물을 들

어 올리는 작업이 시작되고 정지가 되지 않을 때 이단 재물 낙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크 인의 제한치에 도달하기 에 운 원이 비상 정지 버

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조치도 실패하는 경우이다. 이블 고장으로 인해 자유 

낙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된다. 사고결과는 핵연료 피복 의 손상과 장용기 

격납으로부터의 출을 유발하여 장용기의 압력이 높아져 방사능 물질 출을 

래한다. 

  4) 장용기  에 복 

  장용기 복사고의 원인은 조범장치 는 장용기 덮개 지지 의 고장으로 인

한 장용기 회  는 운 원의 조작 실수이다. 사용후연료 장  기간 동안에 

장용기의 덮개는 느슨하게 닫 있다. 사고결과는 핵연료 피복 의 손상과 장용기 

격납으로부터의 출을 유발하여 장용기의 압력이 높아져 방사능 물질 출을 

래한다. 

  5) 재장  건물 구조  결함 

  장용기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임의 는 지진으로 인한 재장  건물의 구조 결

함은 재물의 낙하와 크 인 리지 구조물이 장용기 로 떨어질 잠재성을 

래한다. 여기서는 임의 고장만을 고려한다. 임의 구조  결함은 건물 부식  잘못

된 검사와 보수에 의한 것이다. 사고결과는 핵연료 피복 에 손상을  수 있는 

재물 낙하로 인해 방사능 물질 유출이 래되고, 크 인 리지가 장용기를 친다

면 장용기의 덮개가 열려 사용후핵연료의 노출을 래한다. 

  6)  실패 

   실패는 제조상의 결함, 력의 하, 는 장용기를 검사, 하고 다

루는 과정에서의 인  오류에 의해 발생한다. 장용기  실패 빈도는 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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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하는 감지 오류와 제조  결함에 기반하여 평가된다. 장용기의 상태가 감지

되면 재 인하는 수정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  사고결과는 장용기로부터 불활성

기체의 느린 설이다. 

  7) 사용후핵연료 재 오류 

  사용후핵연료 재 오류에는 높은 연소도를 가진 연료를 재하거나 냉각기간이 

짧은 연료를 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기사건에서는 연소 에 있는 연료에 

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기사건 빈도에 지배 인 인자는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의 기록 리 는 처리장치를 용하고 사용하는 인  오류이다. 재를 한 배

열 치는 기 농축도에 한 연소와 냉각 시간을 평가하여 미리 계획한다. 

  이들 오류의 결과는 장용기 내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내의 온도 상승을 래

한다. 상치보다 높은 온도로 인해 피복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핵분열 물

질이  불활성기체로 출된다. 뿐만 아니라, 수분과 기타 불순물에서의 온도 상

승은  설을 야기하는 화학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열  성

능 실패(thermal failure)는 피복  방벽의 상실에 의한 방사성 핵분열 물질을 출시

키고 장용기 내의 압력 상승의 요인이 된다고 가정한다. 장 용기 출이 발생

하면 방사성 물질이 기로 방출된다. 장 용기 내의 과압은 장용기 비 기간

에 감지할 수 있다. 감지가 되지 않으면  부 를 통과하여 설이 발생한다. 

  8) 열 달 감소

  열 달율 감소는 비 기간 동안에 장비 고장  인  오류에 의해 발생한다. 발

생 가능한 장비고장은 가스 압력 게이지 고장과 한 압력 유지 실패와 부

한 가스 사용에 따른 후속 차에서의 인  오류이다. 사고결과는 피복 과 

장용기 내피(liner)의 과압과 높은 부식률로 인한 장용기로부터의 설이다. 

  9) 재 과정  부식 

  장 기간 동안의 부식 조 을 해서는 사용후핵연료 장  단계에서 장용기로

부터 부식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요하다. 부식 보호 실

패를 유발하는 장비 고장에는 진공계통의 고장과 진공 게이지의 고장이 있다. 부식 

보호 실패를 유발하는 인 오류 사건으로는 진공 벨 독 오류와 장용기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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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evacuation)과 가압 오류 그리고 제조과정에서의 결함 미감지 등이 있다. 가

스 주입 에 수분 제거 실패는 내부 부식을 증가시킨다. 장 용기의 내피가 손상

되거나 결함이 있어서 장용기 내에 남아 있는 수분에 노출되면 부식 반응으로 인

해 노출된 속이나 피복 이 느린 수소 생성으로 인해 산화될 수 있다. 수소는 

설을 통해 공기와 섞이지 않으면 요하지 않다. 부식률은 장용기 내의 온도 상

승과 함께 증가한다.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여러 복합 인 사건은 부식률의 상승과 

부식형태를 증가시킨다. 사고결과는 설로를 만드는  손상의 원인이 되는 

장용기 내부 피복 의 손상으로 수소 뿐 아니라 핵분열 물질이 출된다. 

  10) 사용후핵연료 재 오류 

  사용후핵연료 재 오류의 사고결과는 임의 이다. 냉각 시간이 상보다 길어지

거나 짧아질 수도 있다. 냉각 시간이 짧아서 온도가 높은 연료가 장용기에 담길 

수 있다. 이 경우, 핵연료 가스 공간에 방사능 물질( 부분은 제논과 크립톤)이 증가

하여 장용기 실패 시에 출이 가능하다. 

  11) 장용기 이송 의 낙하 

  운반기기를 보수하는 동안의 인  오류는 장 패드(pad)에 장용기를 재하는 

동안의 재물 낙하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기사건은 이송 에 다양한 거리나 

각도,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캐스크 낙하이다. 사고결과는 격납용기에서의 설

을 야기하고 핵연료 피복 에 손상을 줘 사용후핵연료로부터 생성된 물질을 방출시

킬 수 있는 캐스크 구조물의 응력 증가이다. 

  12) 장용기 이송 의 측면 낙하(Side Drop) 

  기사건 2)의 경우와 같이 측면 낙하는 장비의 특별한 고장모드 는 운 원 조

치에 의해 발된다. 측면 낙하 빈도 평가는 약한 조범(Rigging), 조범장치 고장과 

장용기 지지 (Trunnion)고장 는 운  조작 오류에 의해 승인된 이동경로 밖의 

고정장치에 장용기가 걸리는 사고에 기반을 둔다. 기사건 2)와 차이 은: 1) 

장용기가 약간 가볍다, 2) 장용기 덮개가 완 히 닫  있다, 3) 장용기 바닥으로

부터 운반기기까지의 최  높이는 50피트 정도이고, 4) 장용기가 들어 올려져 있

는 기간이 상 으로 짧다. 최소 거리는 비지역으로부터 이송 통로로 움직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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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cm 정도이다. 사고결과는 격납용기에서의 설을 야기하고 핵연료 피복 에 

손상을 줘 사용후핵연료에서 생성된 물질을 방출시킬 수 있는 측면 방향(side 

orientation)에 의한 장용기 구조물에 한 응력 증가이다. 

  13) 이송  최고 높이에서의 낙하 

  가장 높은 높이는 장용기 비가 완료된 후 비 지역으로부터 이송 지역으로 

움직이는 동안 존재하게 된다. 이론 인 최고 낙하 거리는 장용기를 운반기기로 

내리는 동안에 존재한다. 실제 거리는 재장  건물의 설계에 따라 결정된다. 이론  

최고 낙하 거리는 장비 고장과 이단 재물 낙하를 발생시키는 운 원 조치의 복합

 요인으로 발생한다. 이송 의 이론  최고 낙하 높이는 약 60피트 정도로 기

사건 3)에서 보다 높다. 낙하사고는 재물을 들어 올리는 작업이 시작되고 정지가 

되지 않을 때 이단 재물 낙하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크 인의 제

한치에 도달하기 에 운 원이 비상 정지 버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조치도 실

패하는 경우이다. 이블 고장으로 인해 자유 낙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된다. 

기사건 사고결과와의 차이 은 완 히 된 상태에서의 장용기 구조물의 응력 

증가이다. 

  14) 운반기기 사고 

  이송 경로 상에서의 장용기 낙하나 복을 야기하는 운반기기 사고는 운반기기 

장비고장 는 재장  건물로부터 장시설로 장용기를 운반할 때 포장되지 않은 

갓길로의 운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운반기기 이송 의 낙하나 복에 의

한 향은 건물 내에서의 사고에서 고려했던 것보다 작다. 그러므로 외부로의 설

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고가 발생하면 추가 인 시험과 수리를 하여 재장  

건물 내에서 장용기 검사를 해야 한다. 사고결과는 장용기 구조물에 작은 충격

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장용기 격납에 향을 미쳐 설 잠재성을 가지게 된다. 

  15) 고온 화재 

  장용기 근처에서의 화재는 장용기 구조물의 건 성, 내부 피복 과 차폐에 

열화로 인한 향을 다. 이 화재의 가능성은 재장  건물로부터 시작되는 이송 

경로 는 이송 차량 내부에 하여 조사한다. 600oC를 과하면 성자 차폐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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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되어 장용기 근처의 지역  방사능을 상승시킬 수 있다. 외부 온도가 800oC를 

과하면, 내부 피복  손상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사고결과는 장용기 

격납용기에서의 설을 야기할 수 있는 기기의 두께를 가로지른 열구배에 의한 

장용기에서의 열응력이다. 한, 열로 인한 연료 피복 의 손상 잠재성이 있고, 이

로 인해 사용후핵연료 물질이 설될 수 있다. 

  16) 물리  힘을 동반한 고온 

  이송 에 기계 , 열화 상태로 인한 손상은 폭발에 따른 화재나 장용기에 큰 

힘을 미치는 사고에 의해 발생한다. 사고의 로는 운반기기 는 근처 배 , 고정 

시설 등에서의 화재와 운반기기의 충돌, 폭발이다. 이러한 사고는 운반기기가 제한

된 이동 경로로 매우 천천히 이동하고 장용기가 심각한 외부 인 힘과 온도를 견

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온도에 따라, 을 통

한 설이 발생할 수 있고 핵연료 집합체의 피복 이 손상될 수 있다. 사고결과는 

장용기 구조물에 한 잠재 인 기계  손상, 열화 축 에 의한 내부 압력의 증

가, 피복  손상과 핵분열 생성물의 출이다. 

  17) 운반  부식 

  장 과 이송 단계로부터 이된 장 패드에서의 장용기 자재의 하와 하된 

장용기 상태가 부식에 많은 향을 미친다. 장 패드에 장기간 보 되는 동안의 

내부 부식은 장용기 기 는 을 통한 출 생성에 의해 방사능 물질을 

출시키는 피복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송 의 기계  진동, 고온과 장 

용기 내 습기의 복합  요소들은 장시간 동안의 방사능 물질 출을 래할 수 있

는 화학 반응을 진한다. 날씨와 연 된 외부  요인은 장용기 표면의 품질 

하를 래할 수 있다. 주기 인 검사와 지속 인 감시는 부식 감지와 수정 조치 수

단이 된다. 인 부분의 부식은 기계 인 진동과 속한 화학 반응의 복합  작용

에 의해 이송 단계에서 발될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요인에는 진동에 의한 인 

부분의 코  손상 는 약한  압력, 느슨한 볼트 조임 등이 있다. 사고결과는 

부식 가능성이 있는 성능이 하된 장용기를 패드에 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설경로가 생성되는 것이다. 내부 부식은 연료 피복 에 손상을 주고 사용후핵연료 

생성물이 불활성기체로 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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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과압 

  내부 과압은 높은 열 발생을 래하는 사용후핵연료 재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 

운 원이 상태 감지에 실패하거나 감시계통의 고장 는 감시계통이 고온을 감지하

지 못하게 설계 되면, 내부 압력은 증가한다. 장 기간 동안 상반된 내부 열화 상

태는  압력 감시계통에서의 압력 증가와 장 용기 표면 온도 추이에 의해 감

지될 수 있다. 기사건으로 고려되는 감시계통의 세 가지 고장은 장용기 감시계

통 고장, 고장 상태 인지 실패와 운 원이 주기  검사 기간에 장용기 변화를 감

지하지 못하거나 장용기의 비정상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고결과는 

이나  감시계통을 통해 설을 야기할 수 있는 내부 고압이다. 열화 상승

은 고압의 원인이 되고 이는 잠재 으로 연료 피복 의 손상을 래할 수 있다. 

  19) 고온과 물리  힘 

  장용기의 구조물 건 성은 배 과 장 탱크 는 트랜스포머 등의 고정 시설

에서 발생되는 폭발 는 바지선, 선박, 트럭, 철도 등의 사고에 의한 물리  힘으

로 상실될 수 있다. 여기서는 자연 재해에 의한 것은 분석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장시설의 주  환경에 따라 선별제거가 가능하다. 사고결과는 돌풍에 의한 장

용기에 미치는 피로이다. 물리  힘이 장용기의 치를 변동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면,  감시 계통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연료 피복 은 건 하거나 다른 

문제로 손상될 수 있다. 

  20) 량의 재물에 의한 구조  건 성 상실 

  장용기 건 성은 장용기가 복되거나 바람이나 홍수의 자연  힘 는 패드

의 하부 기  구조물 부식으로 상실될 수 있다. 고르지 않은 장 패드 하부 구조

의 부식이나 토양 침식으로 인해 장용기의 복이나 매장이 발생하고 이는  

감시계통의 손상을 유발한다. 사고결과는 장용기 격납의 설을 야기하는 격납용

기 구조물의 피로를 상승시키거나  감시계통에 손상을 다. 피복 은 다른 문

제들로 인해 건 할 수도 있고 손상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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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재해 목록  주요 자연재해 PSA 방법론  

 가. 자연재해 목록  정성  재해도 분석

  과거의 PSA가 주로 인공재해로 인한 내부사건에 기인한 안 성 평가에 주력해 

왔으나 지진, 홍수  화재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외부사건에 의한 안 성 확립의 

필요성이 두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NRC는 사고 문제의 총체  해결을 해 

수행해야 할 로그램을 개발하 다. 원자력발 소 고유의 험요소를 통합 이고 

체계 인 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단순히 개별원 평가(IPE : Individual Plant 

Examination)라고 하며 외부사건에 한 발 소 취약요소를 찾기 해 체계 인 평

가를 수행하는 것을 외부사건에 한 개별원 평가(IPEEE :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for External Events)라고 한다. 발 소 내부사건  외부사건에 한 취

약요소를 찾기 한 개별원 평가(IPEE : Individual Plant Examination for External 

Events)를 수행하게 되었다. 외부요인에 한 험은 분석 방법의 보수성으로 인해 

과장되었을 수도 있지만 재의 험도 평가 결과는 외부요인에 의한 험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근래 지구온난화 등의 이유로 인해 자연재해가 크게 증

가하고 있으며 2007년 발생한 일본의 니가타 지진으로 인해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

 7기가 가동을 지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원자력시설의 지진 안 성에 한 

우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해 2008년 IAEA는 

ISSC(International Seismic Safety Center)를 설립하고 각국의 원 에 있어서의 지진 

뿐 아니라 자연재해에 한 비 황, 재해 경험자료의 공유, 정보교환 등을 도모하

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외부사건에 한 안 성 평가를 해 고려하여야 할 외부사건의 

용범 를 제일 처음 정의한 것은 미국 NRC의 NUREG/CR-2300[3.1.1-4]이다. 이 

보고서는 원자력발 소의 확률론  안 성 평가지침서이며 1983년에 발간되었으나 

지 까지 큰 변화 없이 확률론  안 성 평가 지침으로서  세계 으로 활용되고 

인용되고 있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확률론  안 성 평가에서 고려해야 

할 외부사건으로 자연재해와 인간으로 인한 재해에 해 정의하고 있다. 외부사건 

PSA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건은 매우 다양하지만 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으

로 실제로 원자력발 소의 안 성 평가에서 고려하고 있는 외부사건은 지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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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국내 상황을 고려한 황 

항공기 충돌(Aircraft 
impacts)

부지에 따라 고려, 원 의 경우 최근 고려하는 추세, 상세 연

구가 필요함

연안 침식(Coastal 
erosion)

외부 침수 향에 포함됨, 해안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상일 경

우 배제 가능

가뭄(Drought)

복수의 최종 열 제거원이 있거나 최종 열 제거원이 가뭄에 의

한 향을 받지 않는 경우( : 한 크기의 웅덩이가 있는 

냉각탑)에는 종종 배제할 수 있음,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

설의 경우 열제거원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건식에 해당) 배제 

가능

외부 침수(External 
flooding)

부지에 따라 고려, 근래 집 호우 등의 우려에 따라 상세 연

구가 필요함

표 3.3.2-1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에 고려해야 할 외부사건의 종류  특징

홍수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연재해에  인공재해가 크게 증

가하고 있으며 특히 911테러 이후 항공기 충돌에 의한 향에 심을 갖고 있고 일

부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미국에서는 2003년 원자력발 소의 험도 정보 활용 기술을 지원하기 해 외부

사건에 한 확률론  안 성 평가 차서를 제시하 으며 2007년 이를 개정하여 발

표한 바 있다[3.3.2-1]. 이 차에서는 주로 지진사건에 한 방법  차를 기술하

고 있으며 나머지 외부사건에 해서는 포 으로 취 하고 있다. 이 차에서 제

시한 외부사건의 종류 역시 NUREG/CR-2300에서 제시한 외부사건을 그 로 인용하

고 있다. 

한편 IAEA에서는 1994년 Safety Series의 하나로 “Safety Assessment for Spent Fuel 

Storage Facility"[3.3.2-2]를 발표하 다. 여기에서는 고려하여야 할 외부사건으로 지

진, 태풍, 화재, 폭발, 항공기충돌, 홍수  량물 낙하 등을 기술하고 있다. 

표 3.3.2-1에는 NUREG/CR-2300에서 제시하고 있는 외부사건들 에서 사용후핵연

료 장시설이라는 특성과 우리나라의 자연조건  추후 건설될 부지조건 등을 고

려하여 평가하여야 할 외부사건들을 선정하고 이들의 특성에 해 기술하 다. 다

만 이들 외부사건들은 부지여건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한 것이므로 추

후 부지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형태 등이 결정되면 추가 인 평가가 필

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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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강풍과 토네이

도(Extreme winds and 
tornados)

부지에 따라 고려, 근래 슈퍼태풍 등의 우려에 따라 상세 연

구가 필요함

안개(Fog) 육상 수송수단이나 항공기가 련된 인공 재해의 빈도를 증가

시킬 수 있음; 사고 자료에는 안개의 향이 포함됨.

산불(Forest fire)
부지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화염이 부지까지 확산될 수는 

없음; 시설 설계와 진화장비는 그 향을 완화시키는데 

함.

우박(Hail) 다른 비산체가 지배 임, 간 장시설의 경우 배제 가능

고조(High tide) 외부 침수 항목에 포함됨, 해안으로 부터 일정거리 유지 시 

배제 가능

여름철 고온(High 
summer temperature)

증발(evaporation), 드리 트(drift), 침투(seepage)  기타 냉각

수 상실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최종 열 제거원이 최소 30일간 

운 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 이따  배제할 수 있음. 
고온으로 인한 공기 냉각 상실 가능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 

간 장시설의 경우 다른 향 검토 필요

허리 인(Hurricane) 외부 침수 항목에 포함됨; 풍력은 극한 강풍과 토네이도 항목

에서 다루어짐. 

산업 는 군사시설 

사고
부지 고유 ; 상세 연구가 필요함

산사태(Landslide) 장실사를 통해 확인해야 함, 일본의 경우 사면 붕괴에 따른 

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사면에 근 할 경우 고려 필요

호수 는 강의 수

(Low lake or river 
water level)

증발, 드리 트, 침투  기타 냉각수 상실 메커니즘을 고려하

여, 최종 열 제거원이 최소 30일간 운 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경우, 습식 장시설에서 냉각수 수원으로 사용할 경우 

고려해야 함.

겨울철 온(Low 
winter temperature)

통상 으로 열응력과 취화는 단치 않거나 시설 설계를 한 

설계 코드나 표 에서 다루어짐; 일반 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종 열 제거원의 결빙에 한 한 경보가 있음.

운석/ 성 충돌

(Meteorite/satellite 
strikes)

모든 부지가 거의 동일한 발생 빈도를 가짐, 재해도 평가를 

기반으로 배제 가능

송유  사고(Pipeline 
accident) 부지 고유 ; 상세 연구가 필요함

폭우(Precipitation, 
intense)

외부  내부 침수 항목에 포함됨. 지붕 하 과 이의 건물 건

성에 한 향은 반드시 검해야 함

소내 장시설로부터 시설 고유 , 간 장시설의 경우 해당여부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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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약품 배출

(Release of chemicals 
from on-site storage)

강의 유로 변경(River 
diversion)

최종 열 제거원 평가 시 고려함; 강의 유로 변경이 해요소

가 될 수 있으면, 통상 으로 한 장소를 마련해야 함. 
상세한 부지/시설 연구가 필요함. 간 장시설(건식)의 경우 

배제 가능

정진운동(Seiche) 외부 침수 항목에 포함됨

지진 활동(Seismic 
activity) 부지 고유 , 국내에서 가장 요한 외부사건항목.

강설(Snow)
발 소는 더 큰 하 에 해 설계됨. 강의 범람을 유발하는 

해빙은 외부 침수 항목에 포함됨. 간 장시설 설계에 따라 

배제가능

토양의 수축-팽창

(Soil shrink-swell)
이 험의 향을 배제하기 해 시설 부지 합성 평가  

부지 개발이 계획되어 있음

폭풍 서어지(Storm 
surge) 외부 침수 항목에 포함됨

운반 사고

(Transportation 
accidents)

부지 고유 , 상세 연구가 필요함

쓰나미(Tsunami) 외부 침수와 지진 사건 항목에 포함됨, 국내에도 쓰나미 경험

이 있음, 쓰나미 재해도 평가에 따라 단 필요

유독 가스(Toxic gas) 부지 고유 , 간 장시설에 때한 향 검토 필요, 상세 연구

가 필요함

도(Wave) 외부 침수 항목에 포함됨

  원자력발 소에 있어서의 자연재해로 인한 외부사건 PSA란 운  는 정지  

외부  요인 즉, 지진, 화재  침수 등에 의하여 래될 수 있는 주요 노심손상 사

고경 들을 악하고 그 발생 빈도를 정량화 하는 것이다. 외부사건 분석 과정을 

통하여 외부사건에 한 원 의 안 성 에서 구조물, 계통, 기기  운 원 직

무의 상  요도를 평가하며, 노심손상 사고에 한 주요 향 인자들을 악하

여 그 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 으로는 원  운 자로 하여  원 의 안

성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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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사건 분석에서 가장 요한 은 인공재해로 인한 내부사건 분석과 다른 특

성으로 인하여 외부사건 분석을 한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외

부사건에 한 발생빈도와 험도와의 계, 그리고 물리 인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 등으로 기기  구조물의 손상을 모델링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외부사건은 분석 목 과 범 에 따라  PSA 수행 수 은 달라질 수 있다. 외부사

건  PSA 분석결과는 내부사건  PSA의 경우보다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게 된다. 

이것은 외부사건의 경우 내부사건에 비하여 경험데이터가 부족하며 새로운 분석기

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공학  단  문가의 단에 의한 의존정도가 높이 때문

이다. 

  외부사건으로 인한 험도 평가 요소는 고려하고자 하는 외부사건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있지만 일반 으로 그림 3.3.2-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재해도 분석, 계통  

구조 응답분석, 구조물  기기의 취약도 분석, 계통  사고경  분석 그리고 결과

분석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다섯 단계의 평가 요소를 수행하여 나온 결과는 발생빈도(Release 

Frequency) 는 피해 수  빈도 (Damage-State Frequency) 그리고 험도이다. 재해

도 분석, 응답 분석(Response Analysis)  취약도 분석에서 얻은 정보는 계통 모델

의 입력 자료로 사용되며, 계통 모델은 외부사건 분석을 해서 내부사건에서 사용

된 계통 모델을 기본으로 하여 외부사건 고유의 모델을 추가하여 하게 재구성

한다. 그 다음 선정된 외부사건에 해당하는 사고경 별로 정량화를 수행하며, 각 사

고경 별로 발생 빈도를 산출한다. 결말 분석(Consequency Analysis)은 외부사건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기 해서 결말 분석 모델을 사용한다. 각 평가요소에 

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재해도 분석: 다양한 크기의 외부사건이 임의 부지에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평가하고 임의의 외부사건으로부터 작용하 의 강도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

다. 재해도 분석에서 재해도 강도(Hazard Intensity)라 불리는 외부사건의 각기 

다른 강도를 지닌 사고경 의 발생빈도가 계산되고 재해도 곡선의 형태로 표

된다.

￭ 계통  구조 응답분석: 특정 재해도 입력 자료에 한 시설의 계통  구조

의 응답을 계산하며, 여기에서의 주요 심사는 특정 구조물  설비의 응답 

결과이다.



- 176 -

￭ 기기 취약도 분석: 해당 구조물  설비의 조건부 손 확률(Conditional 

Probability of Failure)로 정의한다. 취약도란 주어진 외부 하 에 한 구조물 

 설비의 조건부 손 빈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의 무작 성과 불확실성을 감

안한 계산 값을 분포함수(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로 나타낸 것이 

취약도 곡선이다. 

￭ 계통  사고경  분석: 고장수목  사건수목을 사용하여 구조물  설비들

이 외부사건의 향으로 그 기능이 하되거나 이용 불능하게 될 경우를 분

석하며, 외부사건의 특징을 반 하여야 한다. 

￭ 사고경 의 정량화: 각 외부사건들의 사고경 를 정량화 하여 그 결과를 종합

한다. 

그림 3.3.2-1 자연재해로 인한 외부사건에 의한 사고경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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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 자연재해 PSA 방법론

  1) 확률론  지진안 성 평가 차

  확률론  지진안 성 평가(SPSA ; Seismic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에서는 

원자력발 소의 경우 CDF  잠재 인 환경 향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

료 장시설의 경우에는 장 인 사용후핵연료의 손상으로 인한 환경 향을 평가

할 수 있으며 SPSA의 결과를 활용하면 지배 인 내진 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 으로 SPSA는 다음의 4가지 주요업무로 구성된다.

  - 지진재해도 분석(Seismic Hazard Analysis)

  - 구조물/기기의 지진취약도 평가 (Structure/Equipment Fragility Assessment)

  - 계통분석  사고경  분석(Accident Sequence Analysis)

  - 험도 평가(Consequence(Risk) Evaluation)

   가) 확률론  지진재해도 분석

  지진재해도 분석이라 함은 다양한 크기의 지진이 임의 부지에 발생할 수 있는 확

률을 평가하고 이들 지진으로부터 스펙트럼 형상을 결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진

재해도 분석은 그 특성상 결과를 확률론 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확률론  지진재해

도 분석(Probabilistic Seismic Hazard Analysis; PSHA)이라고도 부른다.

  원자력시설 부지에서의 지진재해도는 재해도 곡선으로 나타낸다. 지진재해도 곡

선은 과확률  첨두 지반가속도 등으로 나타나는 지반운동 변수의 계를 그린 

것이다. 지진재해도 분석에서는 역사지진 자료, 계기지진자료 뿐 아니라 활성 단층 

 기타 지진원  자료 등을 이용하여 발생가능한 지진의 규모 등을 추정하고, 거리 

 지반특성에 따른 지진 의 달특성을 평가하여 최종 으로 임의부지에서의 지

진재해도를 평가하게 된다.

  세계 으로 볼 때 부분의 지역이 규모 지진이 발생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

다. 이러한 지역에서 지진재해도 곡선의 작성을 해 실제 강진기록을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지역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재해도 

곡선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지진재해도 곡선을 작성

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논란의 소지가 많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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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재해도 분석 차는 그림 3.3.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원 확인, 부지 주변

의 지진기록 평가, 지반운동 감쇄식 평가, 지진재해도 곡선 작성의 4단계로 수행되

며 그 결과 산출된 확률론  지진재해도 곡선의 를 그림 3.3.2-3에서 보여주고 있

다. 

그림 3.3.2-2 지진재해도 분석 차. 

  과거에 수행된 부분의 SPSA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SPSA에 내재된 불확실성 

 많은 부분이 지진재해도 분석 결과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

이 강진기록이 무하고 역사지진에 한 평가가 문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

고 있어 이로 인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

러한 지진재해도 곡선에서의 불확실성을 이기 해 과거 역사지진  계기지진에 

한 실험  는 해석  연구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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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3 확률론  지진재해도 곡선 .

  확률론  지진재해도 분석에서 어려운 은 근본 으로 한 데이터의 부족에 

기인한다. 즉 정확하게 측정된 지진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정확하게 측정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이를 평가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역사지진기록이나 지

질학  자료가 사용되기는 하나 이는 주로 직 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추정 등에 

간 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문제는 강진기록이 있는 일부 지역에서도 부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지진자료를 평가하는 문가들 사이에 논란을 야기 시키게 되며 

결과 으로 많은 지진재해도 분석에서 다수의 문가를 활용하게 되었다. 과학 인 

기반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된 상태에서 수많은 문가의 견해를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 하는 문제는 지진재해도 분석에서 특별한 문제는 아니며 다수의 문가가 포

함된 최근의 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수 문가에 의한 

지진재해도 분석의 표 인 두 가지 로 1980년  후반 EPRI의 지원으로 이루어

진 미국 동부지역에 한 지진활동성 평가  NRC의 지원으로 LLNL에서 수행된 

연구가 있다. 이 두 연구는 미국 동부의 여러 동일 부지에 한 지진재해도 분석에

서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 으로 인해 연구가 완료된 후 수년 동안 논란의 상이 



- 180 -

되었다.

  EPRI와 LLNL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DOE, NRC  EPR에서는 가장 

최신의 지진재해도 분석 지침을 작성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물로 지진재해도 분석지침을 작성하 다[3.3.2-3]. 연구의 주요 심사는 지구과학 

분야의 기술 인 문제보다는 문가의 활용에 한 문제 을 해결하는데 두었다.

  이 지침이 작성된 후 미국 서부 Nevada의 Yucca Mountain 고  폐기물 처분장

의 지진재해도 분석에서 문가 그룹 평가방법을 성공 으로 용할 수 있었다. 이 

는 원 의 지진재해도 분석과 유사한 범 와 심도를 가지는 것으로 지진재해도 

분석을 성공 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가장 최근의 확실한 를 보여주고 있다.

   나) 시설 답사

  구조물  설비의 지진취약도를 평가하기 에 시설의 답사를 수행한다. 계획

이고 효과 인 답사를 수행함으로써 시설의 주요 정보와 다른 문헌 등을 통한 간

인 방법으로는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시설 답사 은 일반

으로 취약도 분석  계통분석 담당자와 시설 장의 운 원으로 구성된다. 

  답사의 계획  수행에 한 지침들이 여러 가지 제시되어 있으나 원  SPSA에

서의 시설 답사는 일반 으로 EPRI NP-6041[3.3.2-4], SQUG-GIP[3.3.2-5]  

NUREG/CR-4482 [3.3.2-6]의 차  방법에 따라 두 차례의 답사로 이루어진다. 1차 

답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수행하게 된다.

  ① 장조사 계획 수립과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분야를 결정하기 한 계통분석

자  취약도 분석자간의 사  회의

  ② 시설 정상운  상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설 운  등을 고려하여 장조사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장조사 에는 시설 계통을 잘 아는 운 원 는 

력회사 기술자, 정착부 조사를 한 기 기술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장조사를 한 정보 교환을 해 계통분석자, 취약도 분석자  시설 운

원간의 긴 한 의

  ④ 계통분석가의 장조사 내용

     - 설치된 계통에 한 P&IDs(Piping and Instrument Diagram)의 정확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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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재 인 계통 상호작용 확인

     - 각 기기 부품의 치 확인

     - 시설의 특이사항 확인

     - 취약도 분석가에 의해 확인된 기기의 고장모드의 요도

  ⑤ 장조사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 들이 달성되었는지 검토한다.

     - 사건/고장 수목 분석을 수행하기 한 시설 계통 악

     - 계통 상호작용, 의존성  시설 고유의 특성 악

     - 상세한 분석이 필요한 기기 확인  이를 한 자료 확보

     - 취약도 평가를 한 기기 정보 확보

  2차 답사는 1차답사 후 계통모델링을 수행한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1차 답사 

결과, 비분석, 지 까지 획득된 계통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주로 취약도 분석가에 

의해 수행되며, 상세한 취약도 분석이 필요한 기기들에 한 실제 인 물리  분석

에 을 둔다. 2차 시설 답사의 주요 목 은 다음 2가지이다.

  ① 선별제거 되지 않은 기기의 HCLPF 값을 결정하기 한 추가 인 상세 기기정

보 확보

  ② 계통 모델을 입증과 추가 으로 필요한 정보 수집

  2차 답사를 수행하기 에 취약도 분석자는 계산서, 기기검증보고서 등을 이용하

여 선별제거 되지 않은 기기의 설계와 련된 설계기 , 지지부(support)나 정착부

(anchorage system)의 상세, 검증방법 등의 정보를 악해야 한다. 한 기기가 설치

되어 있는 장 상태를 평가하기 해  1차 답사에서 은 기기 사진을 확인해야 

하며, 상기기의 가능한 고장모드를 악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사건/고장 수목

이 최종 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계통분석자는 어떤 기기가 장조사에서 보다 

상세히 조사되어야 하는지 사 에 조언을 할 수 있다. 취약도 분석자는 정착부의 

형태나 크기, 배열상태 보다는 배 의 크기, 모터작동밸 의 상태, 모터작동기의 설

치상태  무게 등 기기의 세부사항을 확인한다.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SPSA를 해서도 시설의 답사는 필수 이며 체 인 

차와 방법은 이상의 시설에 한 사항을 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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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진취약도 분석

  지진취약도 분석은 구조물  기기의 개별 인 내진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이용하

여 취약도 곡선을 작성하는 일이다. 취약도 분석은 확률론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진의 크기에 따른 괴확률로 나타내게 된다.

  구조물  기기의 취약도는 주어진 라메타에 한 구조물  기기의 조건부 

괴확률로 정의한다. 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수행한 부분의 SPSA에서는 지진동 변

수로 첨두 지반가속도 (Peak Ground Acceleration, PGA)를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외

국의 경우에는 지반운동 변수로 스펙트럴(spectral) 가속도나 속도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구조물 는 기기의 부품에 한 취약도 평가는 SPSA에서 요한 업무이다. 사고

추이(accident sequence)는 심각한 지진의 발생에 의해 야기되며 취약도 데이터는 이

러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기에 내진성능이 어느 정도 충분한지를 결정해 다. 취약

도 데이터가 과  는 과소평가 될 경우 사고해석의 결과는 왜곡되고 궁극 으로

는 규제자나 일반 에게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구조물  기기의 취약도 분석은 먼  괴모드를 정의하고 이에 한 취약도를 

평가하는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SPSA를 해서는 부품의 성능이나 기능 인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괴모드를 정의하여야 한다. 구조물  기기는 일반 으로 

여러 가지 괴모드를 가지고 있다. 를 들면 구조물은 균열, 쇄, 항복, 좌굴  

층간변형 등에 의해 괴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형태나 방식에 

따라 상 구조물이 달라짐에 따라 괴모드는 달라진다. 

  구조물의 경우 괴모드는 일반 으로 구조물 자체의 붕괴나 구조물 내부의 안

련 기기의 안 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좌굴의 발생이나 붕괴 등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일반 으로 미미한 구조  손상은 괴모드로 보지 않으나 사용후핵

연료 장시설의 경우 구조물의 손으로 인해 내부에 장된 핵연료가 손상을 입

거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출될 가능성이 있는 손모드는 모두 고려되어야 한

다. 

  구조물  기기의 취약도는 지반응답 변수에 한 조건부 괴확률로 정의한다. 

SPSA에서의 지반응답 변수로는 주로 첨두 지반가속도(PGA : Peak Ground 

Acceleration)이나 부지의 스펙트럴 가속도(local spectral acceleration)의 가속도 변수가 



- 183 -

사용된다. 일반 으로 취약도 곡선은 단일 곡선이 아닌 일련의 곡선으로 나타낸다. 

지진취약도 곡선은 앙값(median)과 각종 불확실성  랜덤성에 한 변동성을 고

려하여 수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취약도 분석 결과 작성된 지진취약도 

곡선의 를 그림 3.3.2-4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3.2-4 지진취약도 곡선 .

  구조물  기기의 지진 취약도 분석은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이용하여 수행한다.

  - 실제 지진경험 자료

  - 취약도 는 성능검증 실험 자료

  - 상세 해석 모델

  - 간략한 해석 모델

  - 설계자료  공학  단

  가장 바람직한 취약도 분석은 실제 지진 경험자료나 실험에 의한 자료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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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으로, 이들 자료는 괴 여부에 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다. 지진 

경험자료나 실험 자료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할 경우에는 간략한 는 상

세한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괴를 측한다. 구조물의 경우 부분 해석 인 방법

이 사용되는데 이는 구조물은 각각에 하여 개별 으로 설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

며 한 주요 괴모드가 결정되면 손쉽게 정확한 거동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해석 모델에는 물리  특성치, 괴기   모델 자체에 내재된 무작 성  불

확실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석 으로 얻은 취약도 곡선은 가능하면 실제 지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여야 한다.

  기기의 경우에는 지진 경험자료나 실험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 이다. 기기의 

경우에는 범 하고 많은 경험자료  실험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며 미국 등의 국

가에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수년 동안 

실험자료를 보완하기 해 지진 경험자료가 활용되어 왔다. 지진 경험자료에는 원

 기기의 지진 경험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원 부지에서 강진이 발생

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기가 화력발 소나 일반 산

업시설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에 강진이 발생한 경험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

할 수 있다. 지진 경험자료를 이용하면 취약도를 보다 실에 가까운 개선된 평가

를 수행할 수 있다.

  설계자료  공학  단을 이용하는 방법은 취약도 분석에 가장 경제 인 방법

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주 인 단에 매우 민감하며, 특히 그 결과가 일부 기술

자의 주 인 의견을 기본으로 하여 결정된 경우 매우 민감하게 된다.

  재까지 취약도 분석을 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어 있다. 이들 방법은 주

인 단  설계도면을 기본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확률론  구조역학 인 방법

을 기본으로 하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이들 방법  표 인 방법들에 해 다음

의 표 3.2.2-1에서 비교하 다.

   라) 계통  사고경  분석

  일반 으로 SPSA를 한 계통분석은 내부사건 계통모델을 기본으로 지진 고유의 

사건을 추가하고 논리  근거에 의해 하지 않거나 선별제거 할 수 있는 모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선별제거의 사례로는 큰 지진 발생 시에 일반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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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지 않은 부분을 제거하거나 지진과는 무 하며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건으로 

시작되는 사건수목 등을 제거한다. 한 발생확률이 매우 낮은 비지진성 고장과 인

 오류 사건의 선별제거 등이 있다. 따라서 SPSA의 계통모델은 지진 유발 고장과 

련된 몇 가지가 내부사건 모델에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내부사건 모델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이 선별제거 됨으로 인해 체로 간단하다.   

FA
SSMRP

Zion Method JAERI

응답

상부 지표면(PGA) 설치장소

입력지진동 설계기 지진동
수십 개의 

모의 지진동

진동모델 선형진동모델(보수 )
비선형모델

( 실 )

해석 선형해석 비선형해석

응답의 

보수성 고려
응답계수로 고려

입력지진동, 

진동모델, 

해석방법을 

복합 으로 이용

응답의 

비선형성 

고려

내력에서 비탄성 

에 지흡수계수

응답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계수

비선형해석을 

제(불필요)

내력

비탄성 

에 지 

흡수계수의 

유무

유 무

손상확률

정도 고

평가 난이도 간편 매우복잡

기타
사고수목과의 

계
직 입력 불가 직 입력 가

표 3.3.2-2 구조물  기기의 취약도 평가방법 비교

  지진에 의해 노심손상에 이르는 사상의 개를 평가하기 해 사고경 의 모델화를 

실행한다. 이를 해 사고경 를 사건수목으로써 모델링 한다. 사건수목 작성 시에는 



- 186 -

계통간의 종속성, 기기간의 종속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델링한 사건수목에 포함되는 시스템의 지진 시 손상확률을 평가하기 하여 각 

시스템의 논리모델을 구축한다. 시스템의 논리모델로서는 표 으로 고장수목법이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건수목의 표제에 응하는 시스템의 성공기 에 근거하

여 표제가 성립하는 조건을 구체화하여 정 사상을 설정한다. 사건수목의 표제에 

응하는 각 설비의 고장수목을 작성한다. 고장수목의 작성에서는, 시스템이 기능손실에 

이르는 요인을 분석하고 논리기호을 사용하여 모델링 하며 이때 모델링에서는 지진동

에 의한 손상과 랜덤고장 등을 고려한다.

   마) 험도평가

  지진에 의한 험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표 인 방법인 사건수목  고장수목을 

사용하여 사고경 의 발생빈도와 노심손상빈도를 평가하며 이들의 불확실성도 포함하

여 평가한다. 험도 평가에서는 지진재해도 평가결과, 구조물  기기의 취약도 평가

결과를 사고경 평가의 입력정보로서 사용한다. 한 험도에 향을 미치는 시스템

과 기기 각각의 기여도 등을 요도지표 등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2) 항공기충돌 안 성 평가 차

  과거 유럽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원자력발 소 설계 시 항공기 충돌에 의한 

향을 평가하여 설계에 반 하 다. 항공기 충돌에 의한 향은 크게 충격하 에 

의한 구조물의 손상, 충격에 의해 발생되는 진동에 의한 내부 기기의 손상  연료

에 의한 충돌 후 화재의 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물의 손상은 충돌 발생 

시 구조물의 균열이나 통 등으로 인해 내부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출될 우려가 

있으며 충돌발생 시 내부에 설치된 안 련 기기가 진동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2차 인 사고를 유발 할 수 있다. 항공기 충돌로 인한 원자력

시설의 향은 다음과 같다.

  - 국부 인 향 : 콘크리트 구조물에 항공기가 충돌할 경우 비교  견고한 엔진

에 의해 국부 으로  콘크리트가 손상을 받아 입, 통 는 배면에서의 

Spalling  Scabbing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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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 인 향 : 항공기 충돌에 의해 발생되는 동  하 에 의해 구조물에 휨변

형 발생

  - 항공기 충돌에 따른 이차 인 화재발생

  원자력 시설에 한 항공기 충돌의 향을 설계에 고려할 때에는 먼  항공기 충

돌 가능성에 한 재해도를 평가하게 된다. 부지의 치나, 비행경로, 민간  군부

 비행장의 치, 비행기 이착륙 빈도 등을 고려하여 재해도를 평가하며 항공기 

추락사고 확률이 10-7/yr 이상일 경우 이에 해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국내에서는 항공기 충돌에 한 재해도 평가결과 이 기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

나 항공기 충돌에 의한 향은 격납용기 설계 시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태풍이나 

토네이도 등에 의한 비산물에 한 충격하 만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등의 유럽국가에서는 팬텀 RF-4E 투기에 한 충격하 을 고려하여 설계하

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911사태 이후 원자력발 소에 한 테러 가능성이 두되면서 항공기 충

돌에 한 안 성에 많은 심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규로 건설되는 

부분의 원자력발 소에서는 항공기 충돌에 의한 향을 설계에 고려하는 추세이다. 

항공기 충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해 원자력발 소의 경우 격납건물 벽체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이  격납건물로 설계하는 등의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항공기 충돌에 한 원 의 안 성을 평가하기 해 일부 연구자

들에 의해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박형기 등[3.3.2-7]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  격납

건물에 팬텀 RF-4E가 돔 정상부  실린더와 돔이 만나는 부분(Springline)에 수직으

로 충돌하 을 경우에 한 탄성해석 결과 철근이 국부 으로 항복 에 도달하며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유럽 국가를 심으로 이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Degen et al [3.3.2-8]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독일 원자력발 소의 철근콘크리트 격납

용기에 RF-4E가 충돌할 경우 통에 한 검토 결과 120cm 두께 이상일 경우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항공기 충돌 치  방향을 최악의 조건을 가

정한 것으로 팬텀 RF-4E에 해서는 격납용기의 격한 붕괴 등에 한 안 성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근래 들어 항공기의 크기  속도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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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함에 따라 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한 2차 인 화재에 의한 향에 한 검

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한 안 성 확인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911사태 이후 NEI의 지원 하에 EPRI에서 항공기 충돌에 한 원  

구조물의 안 성에 해 평가한 바 있다[3.3.2-9]. EPRI가 수행한 분석에 따르면 미

국 원 의 격납건물, 사용후연료 장조, 연료 장용기, 사용후연료  수송용기는 항

공기 충돌시 일부 콘크리트 손상과 철골이 휘어지는 상에도 불구하고 이들 충격

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분석에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보잉 

767-400이 사용되었다. 보잉 항공기는 미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

으며 보잉 767시리즈는 미국 상업용 항공기  747이나 777보다 가장 폭 넓게 사용

되고 있다. 특히 보잉 767-400은 미국에서 운행 인 상업용 보잉 항공기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비록 체 분석결과가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 에게 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NEI는 아래와 같은 일반 인 분석결과를 발표하 다.

 - 미국 내 모든 종류의 원  격납건물에 한 모델 분석결과, 충돌 시 일부 

그러짐이나 콘크리트 편이 발생하긴 했지만 격납건물이 통되지는 않았으

며 비행기 엔진부속, 동체, 날개, 연료 등도 격납건물내로 인입되지 않았음. 

 - 사용후핵연료 장조 모델 평가결과, 충돌지 에서 콘크리트가 깨지고 일부 

손상이 발생했지만 스테인리스강 라이 의 건 성 유지로 장조의 냉각수가 

상실되지 않았고 환경으로의 방사능 출도 없었음.

 - 건식연료 장시설에 한 분석결과, 사용후핵연료를 장하고 있는 캐니스터

는 손되지 않았으며 환경으로의 방사능 출도 없었음

 -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에 한 분석결과 수송용기의 건 성이 유지되어 환경

으로의 방사능 출도 없었음.

  그 이후 NEI에서는 신규 원 의 항공기 충격을 평가하기 한 방법에 한 보고

서를 발간하 다[3.3.2-10].

  앞에서 기술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NRC에서는 2009년 신규원  건설 시 

형 항공기의 충돌에 의한 향을 설계 시 고려하도록 규정을 개정하 다. 이에 따

르면 신규원  신청자는 최 분석을 통해 형항공기가 원 에 충돌 시 운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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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조치에 한 의존도가 어든 상황에서도 다음과 같은 상 가 유지되도록 설

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원자로 노심의 냉각

  - 원자로 격납건물의 건 성

  - 사용후핵연료 장조 냉각  건 성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신규건설

  - 신규 건설을 참조로 한 신규원  인허가

  - 신규 표  설계인증

  - 4개의 기존 설계인증 갱신 시(기존 설계인증이 새로운 규정을 만족하도록 변경

하지 않았을 경우)

  - 제조허가

  - 통합인허가

  이러한 기 의 개정으로 미루어 추후 건설하고자 하는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경우 항공기 충돌에 한 안 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이라 하겠다. 사용후핵연

료 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 소 격납건물에 비해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단되

며 이에 따라 항공기 충돌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항공기 충돌에 한 확률론  안 성 평가는 기본 으로 ANSI Standard[2] 나 미

국 DOE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3.3.2-11]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항공기 충돌에 

한 기본 인 차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지진 PSA와 유사하다.

  - 항공기충돌 재해도 평가

  - 항공기충돌에 한 취약도 평가

  - 항공기충돌에 한 험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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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진해일 안 성 평가 차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지진해일에 한 인식이 무한 실정이었다. 특히 지진해일

이 원자력발 소에 미치는 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단하여 안 성 평가 상

에서 제외되어왔다. 그러나 2004년 12월 26일 발생한 수마트라 지진 시 지진해일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손실이 발생한 이후 지진해일에 한 심이 크게 고

조되었으며 국내에서도 동해안 단층 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국내 원 부지에 발

생하는 지진해일의 고를 산정하는 연구 등이 수행되어 왔다. 지진해일은 우리나

라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아니지만 강진 다발국이 일본에 근 해 

있어 일본에서 서해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해일이 우리나라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국내에서 발생한 과거의 지진해일 기록을 최근에 발생한 동해안의 지진

해일은 부분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그 

향을 미친 것이다. 따라서 국내 원 의 부분이 동해안에 치하고 있어 일본에

서 발생한 지진해일로부터 향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이 동

해안에 건설될 경우 지진해일에 한 안 성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해안으

로부터 가까운 치에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이 건설될 경우 지진해일로 인한 장

용기의 손  유실의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에 한 정보와 피해상황을 보면 다음의 표 3.3.2-3과 같다

[3.3.2-12].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이후에 우리나라 동해안에서는 총 4건의 지

진해일이 발생하 다. 1940년 Kamuimisaki 지진해일은 일본의 북해도 (Hokkaido) 인근

의 Kamuimisaki외해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해 지진에 의해서 발생하 으며 우리나라

는 물론 소련 연해주까지 수 상승이 보고되었으며, 소련 연해주에서는 최  3.5m의 

최 고가 기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묵호에서 1.2m의 최고수 를 기록하 다. 1964

년의 Niigata 지진해일은 일본 Niigata 외해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해 지진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부산과 울산에서는 각각 32cm와 39cm의 수 상승이 기록되었다. 1983년의 

동해 부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에서 측된 가장 큰 지진해일 기록으로서 동해안 역

에서 큰 수 상승이 측되었다. 특히 임원항에서는 4.2m의 고가 측되었고 동해시

와 임원항에서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하 다. 1993년 북해도 남서 지진해일은 

규모 7.8로서 동해안에서 발생한 지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 일본에서는 185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 으며 우리나라 동해안과 연해주에까지 큰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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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지진 규모 피해 최 고

1940. 8. 2. Kamuimisaki 
지진

7.0 국내 피해기록 없음
묵호: 1.2m

나진: 0.5m

1964. 6. 16. Niigata 지진 7.5 국내 피해기록 없음
부산:0.32m

울산:0.39m

1983. 5. 26. 동해 부 지진 7.7
사망1, 실종2, 선박 

81척

건물, 시설 100여건

속 : 1.56m

묵호: 3.9m

임원: 4.2m

1993. 7. 12 북해도 

남서외해 지진
7.8 선박 35척

어망, 어구 2000여 통

속 : 2.76m

묵호: 2.03m

포항: 0.93m

표 3.3.2-3  1990년 이후 동해안에서 발생한 지진해일

  지진해일에 한 확률론  안 성 평가는 일본을 심으로 최근에 시작되었다. 

지 까지의 연구는 부분 지진 발생 시 이로 인해 지진해일이 발생하여 해안으로 

될 경우 고  도의 주기를 산정하는 연구 등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수

마트라 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원 의 지진해일에 한 안 성을 확보하고자 지진해

일 PSA 연구에 착수하 다.

  그 일환으로 2007년부터 IAEA Extra Budgetary Project로 지진해일에 한 국제공

동연구를 추진하여 2010년 3월까지 진행하여 왔다. 공동연구에 참여한 국가는 부

분 태평양 연안에 인 한 국가들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인도, 키스

탄 등이 참여하 다. 이 공동연구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진해일 PSA에 한 공동연

구를 계획하고 있다.

  지진해일 PSA 방법의 체 인 개요를 그림 3.3.2-5에 도시하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해일 PSA는 기본 인 방법이나 차에서 지진 PSA와 크게 다르지 않

다. 다만 지진 PSA에서는 지반운동에 의한 손상빈도를 산정하는 반면 지진해일 PSA

에서는 지진해일에 의한 침수, 력에 의한 손상 등을 다루고 있다는 이 상이하다.

  지진해일 재해도 분석에서는 먼  원자력시설이 치한 부지 부근의 과거의 지진

해일의 기록과 련하는 지진이나 해구형의 지진 에서 지진해일을 일으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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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지진을 선정해 그 발생 빈도를 설정한다. 선정한 지진에 해서 진원 단층

과 그 괴의 시나리오를 검토해 지진해일의 원이 되는 단층 변 의 모델을 설정

한다. 단층 변  모델에 해서 지진해일 해석을 실시해 상 사이트 부근에서의 

지진해일의 고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를 산정한다. 각 지진해일 시나리오의 최

 고와 발생 빈도의 계를 도출해서 그것들을 합산함으로써 지진해일 재해도 

곡선을 산출한다.

그림 3.3.2-5. 지진해일 PSA의 개요 [3.3-13].

  지진해일 발생 시 고별로 쳐오름 해석을 실시해 쳐오름 해석 모델의 불확실성

이나 조 , 풍  등에 의한 수 의 변동을 고려하고 침수 역  침수 수 의 확

률 분포를 각 설비 설치 치에 있어 산출해 침수정도가 설비 높이를 넘는 확률(기

능 상실 확률)을 산출한다.  쳐오름 시의 력이나 토사 이동의 해석을 실시해 설

비에의 향(기능 상실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지진해일로 인한 력이나 토사 등으로 인하여 취수탑 그리고 해수펌  등이 손

상을이 입는다면 노심 냉각계통의 보조계통이 상실되므로 계통의 기능상실에 

의한 원자로의 냉온 정지에 필요한 계통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노심손상에 이를 

가능성이 생긴다. 한 지진해일 고 벨에 의해서 노심손상에 이르는 사고시나

리오는 이와 다를 수 있으므로 지진해일 고별로 기능상실의 가능성이 있는 기기

나 계통을 정리해 그 발생빈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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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면활동 안 성 평가 

  사면활동으로 인한 원자력 시설의 안 성 평가는 부지의 치에 따라 요하게 

두될 수 있다. 사면붕괴는 호우 등에 의한 사면 붕괴, 해빙기 사면붕괴  지진으

로 인한 사면붕괴 등으로 별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호우나 해빙기 사면붕괴의 

경우 그 규모나 충격 면에서 크지 않으며 사면 설계 시 이를 고려함으로써 피해를 

방지 는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으로 인한 사면의 붕괴는 그 규모면에서 

매우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험도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원  부근의 사면에서 지진으로 인한 사면붕괴가 발생했을 경우 

원 의 CDF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

과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한 사면붕괴가 CDF에 미치는 향이 무시할 수 없으며 우

리나라의 경우 울진 원 의 경우 격납건물에 매우 인 하여 사면이 치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부지 치나 장시설의 방식  형태에 따라 사면붕괴

가 미치는 향은 달라질 수 있으나 건식 용기 방식의 장시설이 건설될 경우 사

면붕괴로 인한 토괴의 충격에 의해 장용기의 손이나 도  이로 인한 인  

용기에의 향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5) 기타 외부사건 안 성 평가 차

  지진, 지진해일 등 주요 외부사건 이외의 사건에 한 안 성 평가는 기본 으로 

ANSI Standard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기본 으로 재해도 분석, 취약도 분석  

험도 정량화의 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각 단계별 일반 인 수행방법은 다

음과 같다. 

   가) 재해도 분석

  원자력 시설의 외부사건에 한 재해도 분석 결과는 시설이 치한 부지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재해도 분석은 지진재해도 분석 등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강도의 

외부사건 발생 빈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최신의 입수 가능한 자료와 부지 고유의 정

보를 반 한 부지 고유의 확률론  평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그 분석은 역사  

자료 는 상론  모델 는 이들 두 가지의 조합에 근거를 둘 수 있다. 빈도  

강도 계산을 해 사용된 모델은 최근의 단기 인 빈도 추세에 의해 과도하게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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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취약도 분석

  취약도 분석은 원자력시설의 안 과 련된 구조물, 계통 는 기기의 외부사건 

하 에 한 조건부 손확률을 산정하는 것이다. 취약도 평가에 사용되는 하 강

도 라메타는 재해도 분석에서 사용된 라메타와 동일한 라메타를 사용한다. 

를 들어 지진재해도 분석에서 PGA가 지반운동 변수로 사용되었을 경우 취약도 

분석에서도 동일한 변수에 한 조건부 괴확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취약

도 변수는 외부하 의 종류  그에 따른 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지진의 경우 

PGA, SA(Spectral Acceleration), 속도 등에서 하나의 변수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지진해일의 경우 지진해일의 고, 도의 주기, 잡물의 양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구조물이나 설비의 괴모드가 이들 변수의 하나 는 둘 이상의 향

을 받기 때문이다. 를 들면 지진해일의 경우 력에 의한 구조물이나 설비의 

손, 해일 고에 의한 침수, 잡물에 의한 취수구의 막힘 등 여러 가지 괴모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시설의 취약도 분석은 발 소 고유  SSC 고유의 정보를 활용하여 평가

하여야 한다. 한 한계상태를 평가하기 해서는 실험 데이터, 경험자료, 해석  

평가결과 등이 사용될 수 있다.

   다) 험도 정량화

  외부사건에 한 험도 정량화는 지지사건에 해서와 마찬가지로 계통모델링, 

사고경 분석 등을 통하여 사건수목  고장수목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일반 으로 

원자력발 소의 경우 정량화 지표로서 CDF나 LERF(Large Early Release Frequency)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경우에는 원자력발 소와 달라 

최종 인 환경에 한 향평가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정량화에 이용되는 외부사건에 의한 험도를 나타내는 정량화 지표를 래할 수 

있는 외부사건의 향에 의해 야기되는 모든 요한 기사건과 기타 요한 고장

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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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PSA 도구 개발 방안 

1. PSA 도구 개발 방안 개요 

  일반 인 PSA 수행 차별 주요 모듈과 각 모듈별 흐름도는 그림 3.4.1-1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크게 정보수집, PSA 모듈 개발로 구성되며 개발된 PSA 도구 활용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PSA를 이용한 간 장시설의 안 성평가를 한 정보 수집 모듈은 기

상자료 등과 같은 부지자료, 시설설계  운 자료, 사용후핵연료 특성자료이다. 

  주요 PSA 도구 모듈은 인공재해  자연재해에 한 운 재해도 분석 모듈, 선별

기 을 용한 기사건 선정, 사건수목 분석 모듈, 고장수목 분석 모듈, 사고결말 

분석인 작업자나 일반 에 한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모듈로 구성된다. 개발된 

PSA 도구의 활용분야로는 결말분석 결과와 안 목표  성능목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규제요건 만족여부 확인, 모든 기사건에 한 결말분석 결과를 통합한 시설

체 리스크 평가, 요도 분석을 통한 안 에 요한 시스템, 구조물, 기기 확인 

 이를 이용한 설계개선사항 도출, 안 성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이 있다. 이들 주

요모듈의 기능  개발 계획은 표 3.4.1-1에 요약된 바와 같다. 

  표 3.4.1-1에 요약된 주요 모듈 에서 Project Tree, System Description, Generic 

External Events List, Internal Hazard Analysis 모듈 의 일부 기능은 미국의 

SouthWest Research Institute에서 개발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확률론  안 성

평가 수행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야카산 처분장의 안 성평가보고서의 독립

검토를 해 활용된 PCSA (Preclosure Safety Assessment)[3.4.1-1] 도구의 일부 기능

을 활용하여 개발할 정이다. 한, 확률론  안 성평가의 핵심 모듈인 사건수목 

분석과 고장수목 분석 모듈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여 국내 원자력발 소의 

확률론  안 성평가를 해 활용되고 있는 AIMS PSA Manager 내에 포함되어 있

는 사건수목 분석 모듈과 고장수목 분석 모듈을 활용할 정이다[3.4.1-2]. 한, 작

업자  일반 에 한 방사선피폭선량 평가 모듈은 새로이 개발하여 주요 모듈

과 연계하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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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 PSA 도구 개발 주요 모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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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모듈 주요 기능 개발 계획

Project Tree 분석 로젝트 생성 Windows Menu 활용

System Description
시설  계통 기능 

설명

Windows Menu  Form 

활용

Generic External Events List 주요 자연재해 목록
Windows Menu, Form, 

Table 활용

Internal Hazard Analysis
  FMEA
  What-If Analysis
  Energy Check List
  Human Reliability Analysis

주요 인공재해 목록  

재해도 분석

Windows Menu, Form, 

Table 활용

Frequency Analysis
  Initiating Events
  Event Sequence

기사건 선정  

사건수목 /고장수목 

분석

AIMS PSA Manager의 

ETA, FTA 모듈 활용

Consequence Analysis
  Public and Outdoor Worker Dose
  Indoor Worker Dose

작업자  일반 에 

한 피폭선량 평가

신규 개발  Frequency 
Analysis 모듈과 연계

표 3.4.1-1 PSA 도구 주요 모듈  개발 계획 

2. PSA 도구 주요 모듈 개발 방안 

 가. Project Tree 모듈

  이 Project Tree 모듈은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확률론  안 성평가 수행을 

한 새로운 로젝트를 생성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모듈이다. 새로운 로젝트

를 생성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그림 3.4.2-1과 같은 화면이 도시되며 새로운 로젝트의 

기능 역(Functional Area)을 선택하여 필요한 데이터와의 연결을 통하여 평가를 한 

로젝트를 생성하게 해 다. 로젝트 내의 기능 역과 로젝트 수정화면은 그림 

3.4.2-2에 도시된 바와 같다. 재 PCSA 도구는 처분장의 주요 시스템  계통들로 구

성되어 있으나 이 모듈은 간 장시설의 주요 시스템  계통들의 기능들을 악하여 

수정하여 개발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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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로젝트 생성  수정 화면.

 

그림 3.4.2-2 기능 역  로젝트 수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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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ystem Description 모듈 

  이 System Description 모듈은 Project Tree 모듈에서 시스템의 기능 역이 선택된 이

후에 활성화되며 각각의 시스템의 기능들에 한 설명을 Windows Form 상에서 사용자

가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CSA 도구에서는 그림 3.4.2-3에 도시된 바와 같이 9

개의 입력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스템 기능뿐만 아니라 작업순서, 작업자 활동, 소

트웨어 시스템  참고문헌 입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간 장

시설의 주요 시스템에 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활용될 정이다. 

 

그림 3.4.2-3 System Description 입력 화면.

 

 다. Generic External Events List 모듈 

  이 Generic External Events List 모듈은 확률론  안 성평가 수행을 한 자연재

해로 인한 외부사건의 목록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유지, 리할 뿐만 아니라 자연

재해에 한 재해도분석도 가능하도록 하는 모듈이다. 그림 3.4.2-4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일반 인 자연재해 목록이 도시되며 각 자연재해에 해 정성 인 재해도 분



- 200 -

석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메뉴와 각각에 해 연간 발생 확률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미 작성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에 용 가능한 자

연재해 목록을 기반으로 수정하여 활용될 정이다. 

  각각의 자연재해 목록에 해 부지 특성을 반 한 재해도 분석결과를 입력할 수 있

는 창은 그림 3.4.2-5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 부지 특성을 반 한 재해도 분석결과를 

입력할 경우에는 객 인 자료 분석결과나 한 선별기 을 용하여야 한다. 한, 

검토자의 설명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창과 분석에 활용한 참고문헌을 연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확률론  안 성평가에 용가능한 모든 자연

재해 목록을 포함하도록 개발될 정이다. 

그림 3.4.2-4 자연재해 목록  정성  재해도 분석결과 도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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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부지특성을 반 한 자연재해 

재해도 분석결과 입력 화면.

 라. Internal Hazard Analysis 모듈 

  이 Internal Hazard Analysis 모듈은 시설 운  에 발생 가능한 인공재해 즉, 내부

사건에 한 재해도 분석을 수행하여 기사건을 선정하는 모듈이다. 재해도 분석

을 해서 FMEA, What-If Analysis, Energy Check List, 인간 신뢰도 분석 방법론을 

활용할 정이다. 

  FMEA는 시스템, 공정, 장치  그들의 고장 모드, 시스템이나 시설의 고장 모드 

결과, 그리고 각 고장 모드에 한 험도를 표로 만드는 것이다. 고장 모드는 장치

가 어떻게 고장 났는가 (Open, Close, On, Off, 출 등)에 한 설명이다. 고장 모드

의 결과는 장치 고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스템 응답이나 사고이다. 이는 한 사

고에 충분히 향을 미치거나 직 인 원인이 되는 단일 고장 모드를 확인한다. 

그러나 운 자의 실수는 일반 으로 FMEA에서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잘못된 

조작의 향은 보통 장치의 고장 모드에 의해 설명된다. PCSA 도구에서 활용되고 

있는 FMEA를 수행하기 한 기본 모형(Form)과 표는 각각 그림 3.4.2-6과 3.4.2-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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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된 바와 같으며 이를 기반으로 간 장시설의 주요 시스템이나 기기들에 한 

FMEA 수행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여 활용할 정이다. 

  FMEA 뿐만 아니라 재해도 분석을 한 정성 인 안 성평가 방법론인 What-If 

Analysis, Energy Check List, 인간 신뢰도 분석 방법론들에 한 제 화면은 각각 

그림 3.4.2-8, 3.4.2-9, 3.4.2-10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림 3.4.2-6  FMEA 수행을 한 기본 모형 (Form) 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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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FMEA 수행을 한 기본 모형 (Form) 제 화면.

그림 3.4.2-8 What-If 방법론을 이용한 재해도 분석 모형 (Form) 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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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Energy Method를 이용한 재해도 분석 모형 (Form) 
제 화면. 

그림 3.4.2-10 인간 신뢰도 분석 기본 모형 (Form) 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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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Frequency Analysis 모듈 

  이 Frequency Analysis 모듈은 PSA 방법론  핵심 인 모듈로써 선정된 기사건

에 하여 사고 향을 완화하기 한 시스템이나 기기들의 반응 여부들의 조합으

로 사고 경 를 구성하는 사건수목 방법론과 구성된 사건수목들 분기 에 해 성

공과 실패 확률을 추정하는 고장수목 방법론을 활용하게 된다. 이들 사건수목 분석

과 고장수목 분석을 한 도구로써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재 국내 원자

력발 소를 비롯한 원자력시설의 PSA 수행을 해 활용되고 있는 도구를 활용할 

정이다. 이들 도구들은 AIMS PSA Manager 내에 포함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사건

수목 분석과 고장수목 분석 도구로 CONPAS와 KwTree를 활용할 정이다[3.4.1-2].  

  사건수목 분석 도구인 CONPAS ET Editor(ConEdit)는 Windows 환경 하에서 작동

되는 사건수목 편집기이다. Windows의 장 인 다 창(multiple windows), 마우스를 

이용한 선택, 메뉴(menu)를 이용한 명령수행 기능 등을 기본 으로 가지고 있어 편

리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CONPAS ET Editor의 제 화면은 그림 3.4.2-11에 

도시된 바와 같으며 ConEdit의 기본 기능은 사건수목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것이다. 

KwTree는 Windows 환경 하에서 작동되는 고장수목 편집기 (fault tree editor)이다. 

Windows의 장 인 다 창 (multiple windows), 마우스를 이용한 선택, 메뉴 (menu)를 

이용한 명령수행 기능 등을 기본 으로 가지고 있다. KwTree의 기본 기능은 고장수

목을 입력하고, 수정하는 것이며 제 화면은 그림 3.4.2-12에 도시된 바와 같다. 이

들 사건수목 분석  고장수목 분석 도구들은 별도의 독립된 도구로써 활용될 정

이지만 간 장시설 용 PSA 도구 개발 시 연계작업을 수행하여 사용자 편의성

을 도모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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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1 CONPAS ET Editor 제 화면.

그림 3.4.2-12 KwTree를 이용한 Fault Tree Editor 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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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Frequency Analysis 모듈에 사용될 정인 사건수목 분석과 고장수목 분석 도구

인 CONPAS와 KwTree는 AIMS PSA Manager 내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도구로 활용

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PSA 도구 개발 시 연계작업이 이루어질 정이다.  

 바. Consequence Analysis 모듈 

  이 Consequence Analysis 모듈은 사고 시 기 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인

한 작업자나 일반 에 한 방사선 피폭선량을 평가하는 모듈로써 실외와 실내로 

구분하여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 모듈을 개발하여 활용할 정이다. 

  실외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를 한 모델은 그림 3.4.2-13에 도시된 바와 같다. 실

외 방사선 피폭선량은 가우시안 륨 분산 방정식을 이용하여 기 내 방사성물질

의 농도를 계산하고 필요한 입력변수들은 분포식으로부터 표본추출하여 확률론 으

로 활용하거나 추정에 의한 추정치(point-estimate value)를 사용할 정이다. 기 

내 농도 계산을 한 가우시안 륨 분산 방정식은 아래 식 (1)과 같다.  

그림 3.4.2-13 실외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를 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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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은 풍하방향 거리 x에서의 방사성동 원소 n의 농도(Ci/m3), 은 기 

으로 방출된 방사성동 원소 n의 농도(Ci), r은 방출기간(sec),  , 는 풍하방향 

거리 x와 기안정도의 함수인 수평  수직방향의 분산계수(m), u는 풍속(m/sec), h

는 방출고도(m), H는 기 혼합층 고도(m)이다. 

  풍하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건침 이나 감손(depletion)이 발생하고 륨 내에 남아

있는 농도 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2)

  여기서, 은 방출시 에서의 방사성동 원소 n의 농도(Ci), 은 침 속도(m/sec)

이다. 한, 강수에 의한 습침 (wet deposition)으로 인해 감손이 발생하고 남은 

륨 내의 농도는 아래의 식 (3)에 의해 계산된다. 

                                                     (3)

  여기서, 은 강수량(mm/hr), 는 강수 기간(sec), 는 척도인자이다. 

  기 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건물 와류 향(wake effect)는 기확산인자를 보

정하여 고려하는데 보정된 기확산인자는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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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건물 와류 향을 고려한 수평, 수직 방향의 보정된 기확산인자

이다. 한, 과 은 아래의 식 (6)과 (7)에 의해 계산되는 풍속 보정인자이

며 와 은 아래의 식 (8)과 (9)에 의해 계산되는 와류 향 보정인자이다. 

                            (6)

                            (7)

                      (8)

                     (9)

  호흡에 의한 피폭선량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10)

여기서, 는 호흡에 의한 유효 피폭선량(Sv), 은 풍하방향 거리 x에서의 

방사성동 원소 n의 농도(Ci/m3), 는 방사성동 원소 n의 호흡에 의한 선량

인자(dose coefficient, Sv/Bq), 은 방출 기간(sec), 는 호흡율(m3/sec)이다. 

  방사성 륨에 의한 외부피폭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된다. 

                     (11)

여기서, 는 방사성 륨에 의한 외부피폭에 의한 유효 피폭선량(Sv), 

는 방사성동 원소 n의 방사성 륨에 의한 외부피폭에 한 선량인자(dose 

coefficient, Sv/Bq)이다. 

  지표면에 침 된 방사성 동 원소에 한 외부피폭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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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여기서,  는 지표면에 침 된  방사성물질에 의한 유효 피폭선량(Sv), 

는 방사성동 원소 n의 표면에 침 된  방사성물질에 한 선량인자(dose 

coefficient, Sv/Bq), 은 방사성동 원소 n의 붕괴상수(1/sec), 는 피폭 기간(sec)이

다. 

  실내 방사선피폭선량 계산을 한 개념도는 그림 3.4.2-14에 도시된 바와 같다. 그

림에서와 같이 실내 작업자의 방사선피폭을 야기하는 경로는 사용후핵연료 장조

에서의 작업  기 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피폭과 사용후핵연료에 

한 원격조정 작업  작업실로 방사성물질의 출(leak)에 의한 피폭이 있다. 각각

의 피폭경로에 해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과 방사성 물질에 의한 외부피폭으로 구

분하여 피폭선량 평가가 수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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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4 실내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를 한 개념도 (a) 사용후핵연료 

장조 운  시 출, (b) 원격조정 운 실로부터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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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사고 고속충돌 분야에서는 Targeted aircraft crash에 비한 안 성평가를 

수행하기 한 법규 조사  황분석을 성공 으로 수행하 으며 이는 추후 국내 

사용후핵연료 장시스템이 도입되었을 때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구조손상을 평가하는 기법에 하여 

조사하 고 주요 속재질의 동특성을 시험 으로 취득, 산입력이 가능한 형태의 

자료로 가공하 다. 특정 시나리오가 주어졌을 때 산시뮬 이션을 활용하여 

사용후핵연료 장시스템의 항공기충돌 안 성 평가를 수행하기 한 체계를 

제시하 으며 간단한 제를 통하여 제시된 체계의 타당성을 보 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가체계는 추후 국내에 도입될 사용후핵연료 

장시설의 항공기충돌 안 성평가에 바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사고 과도화재 분야에서는 과도화재 산시뮬 이션을 한 해외 기술 황 

 방안분석을 통하여 과도화재 산 시뮬 이션 방안을 도출하 다. 터 화재 

산시뮬 이션은 화재성장곡선을 이용한 화염의 해석을 통하여 터  

내부에서의 시간에 따른 환경온도를 계산하고 이들 환경온도를 경계조건으로 

고려하여 수송용기의 열해석을 수행하는 방안을 도출하 다. 터 화재  장시설 

건물화재에 한 과도화재 산 시뮬 이션을 수행하여 화염의 온도분포를 

계산하 다. 고도화재 산 시뮬 이션 결과는 차기년도에 수행될 사고 

산시뮬 이션 검증을 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정이다.

  수송사고 조건 분야에서는 방사성물질 운반용기 련 법규에서 원칙 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속 인 가상사고조건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평가하는 

해석기법을 개발하여 제안하 다. 이를 하여 구조해석 소 트웨어를 벤치마킹 

하 고 다수의 유사한 제를 풀어 성능을 평가하 다. 벤치마킹을 통하여 LS-Dyna 

소 트웨어가 효과 평가에 가장 한 소 트웨어임을 알 수 있었다. 개발된 

해석기법을 활용하여 비시험모델에 한 낙하  열시험의 연속 수행 시 

발생하는 효과를 평가하 다. 한, 실제 시험모델을 제작하여 가상사고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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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시험과 독립시험을 각각 수행하여 되는 효과를 정량 으로 평가하 다. 

시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제안한 해석기법의 필요성  타당성을 

검증하 다. 구조해석 분야와 열 해석 분야 사이의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끼리의 응력을 합산하여 응력선형화를 수행하여 응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제안한 효과를 고려한 해석방법은 국내외 규정을 보다 충실히 

모사하기 한 노력의 일환이며 향후 보다 정확한 안 성 평가를 해서는 제안한 

해석기법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확률론  안 성평가 도구개발 분야의 1차년도 목표는 정보수집  PSA 도구 개

발 방안수립이다. 이를 하여 가상부지로써 고리를 선정하 으며 고리 지역에 

한 시간단 의 연간 기상자료를 수집하여 MS Access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한 참고문헌 검토를 통하여 시설설계  운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안 에 향을 미치는 주요 

자연재해  인공재해 목록을 수집하 다. 이들 재해에 한 정성 인 재해도 분석

을 수행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PSA 수행에 필요한 주요 기사건을 선정하 다. 

한 국내 사용후핵연료 특성분석을 통하여 기  사용후핵연료를 선정하 으며 

ORIGEN-ARP을 이용하여 안 에 요한 요 핵종들에 한 핵종재고량을 평가하

여 MS Access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다. 

  PSA 도구 개발 방안은 로젝트 구조, 시스템 구성, 재해도 분석, 사건수목  고

장수목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 확률 분석, 작업자  일반 에 한 피폭선량 평

가를 한 결말 분석 모듈로써 구성하 다. 각각의 모듈에 한 개발방안을 수립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 PSA 도구 개발을 완성할 정이다. PSA 도구는 

사용후핵연료 간 장시설의 안 성평가를 통한 안 성평가보고서 작성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안  목표 달성여부 확인에 활용될 수 있다. 한, 안  목표를 달성하

지 못할 경우에는 반복 인 PSA 수행을 통한 설계개선에도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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