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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robabilistic internal pressure fragility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method. The target structure is one of the containment buildings of typical domestic pressurized water reactors(PWRs). The 

3-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of the containment building was developed with considering the large equipment hatches. To 

consider uncertainties in the material properties and structural capacities, we performed the sensitivity analysis of the ultimate 

pressure capacity with respect to the variation of four important uncertain parameters. The results of the sensitivity analysis were 

used to the selection of the probabilistic variable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ir probabilistic parameters. To reflect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tendon pre-stressing force, the data of the pre-stressing force acquired from the in-service inspections of tendon 

forces were use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median value. Two failure modes(leak, rupture) were considered and their limit states 

were defined to assess the internal pressure fragility of target containment building. The internal pressure fragilities for each failure 

mode were evaluated in terms of median internal pressure capacity, high confidence low probability of failure(HCLPF) capacity, and 

fragility curves with respect to the confidence levels. The HCLPF capacity was 115.9 psig for leak failure mode, and 125.0 psig for 

rupture fail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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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 소 격납건물은 핵반응이 일어나는 원자로에서 

사고 발생 시 방사능 물질의 외부로 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종 차폐벽 역할을 수행한다. 1986년 체르노빌 원자

력 발 소 사고, 2011년 동일본 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 소 사고로 알 수 있듯이 방사능 출사고는 

막 한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사

고로 인한 방사능 출을 방지하기 해 격납건물이 극한내

압 상태에서도 구조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한 평

가와 검증은 단히 요하다. 2013년 12월 재 우리나라

에는 23기의 원 이 가동 에 있고 2020년까지 약 20여기

의 원 이 추가로 건설될 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자력 

발 소 격납건물의 안 성에 한 사회  심이  커지

고 있다. 원  구조물은 50년 후의 사용기간 동안 안 성

에 있어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결정론  방법에서 나아가 구조계(구조, 재료, 시공)  하

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을 고려하여 격납건물의 

확률론  안 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확

률론  안 성 평가 기법은 규모, 비용 등의 측면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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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약이 많은 실증실험을 체할 수 있는 합리 인 

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  격납건물의 안 성은 극한내압성능 평가를 통하여 검

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한 연구가 국내외 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이홍표 등(2009)은 원  격납건물의 극한내

압성능과 괴거동을 측하기 한 용 해석 로그램을 개

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 다. 김선훈(2010)은 원  격납건

물의 3차원 비선형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해석 시스템을 

연구하 다. Hsuan-Teh Hu, Yu-Hon Lin(2006)은 상용

해석 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압경수로형(Presurized Water 

Reactor, PWR) 격납건물의 극한내압에 한 재료비선형 

해석을 수행하 다. 원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 평가의 

해석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에 

한 실험  근과 규제요건의 정립을 해 2001년 SNL 

(Sandia National Laboratories) 주 으로 미국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n)와 일본 NUPEC(Nuclear 

Power Engineering Corporation)이 공동으로 일본 Ohi 

원  격납건물의 1/4 축소 모델에 한 극한내압 성능 실험

을 수행하 다(OECD/NEA, 2005). 최강룡 등(2002)은 

1/4 축소 모델의 PSC 비선형 해석 모델링 기법을 개발하

으며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 다. 문일환 등(2004)

은 1/4 축소 모델 실험을 바탕으로 비 칭요소를 갖는 3차

원 유한요소모델을 구축하여 원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

에 한 비 칭요소의 향을 분석하 다. 한 SNL의 격납

건물 축소 모델 실험을 바탕으로 사고 시 발생하는 내압

과 온도의 향이 해석 으로 연구되기도 하 다(문일환 등, 

2007). Nawal K Prinja 등(2011)은 SNL과 BARC 실험

을 바탕으로 격납건물의 극한내압 능력을 해석 으로 연구하

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구조  건 성 유지 여부에 

한 결정론  평가에 집 되어 왔다. 한 격납건물의 여러 

가지 괴모드에 따라 다른 형태의 방사능 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한 고려도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불확실성 요인들을 고려한 확률론  안정성 평가요구

의 증 에 따라 련 분야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문일

환 등(2009)은 원  격납건물의 기능  괴에 한 확률론

 안 성평가를 수치해석을 통하여 수행하 으며, 함 기 

등(2010)은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시뮬 이션 기법을 

용하여 CANDU형 격납건물의 극한내압하 에 한 확률론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 다. 확률론  방법을 용한 기존 

연구들은 설계상태의 재료 특성치를 용하여 재 상태를 

반 하지 못하고 있거나 민감도 향 인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가  단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한, 기존의 극한내압 취약도 평가에서는 응답의 불확실

성 특성을 추정함에 있어서 재료  구조  특성의 불확실

성, 즉 확률분포 특성을 먼  가정하고 이를 첩함으로써 

응답의 확률분포 특성을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

러나 이 방법은 각각의 재료 변수 불확실성이 응답의 변동성

에 미치는 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확한 결과값

을 도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감도 평가

를 통해 도출된 주요 불확실성 인자들의 변동성을 고려한 수

치해석 모델을 다수 생성하고 각각의 모델들에 한 시뮬

이션을 통해 응답의 불확실성을 직 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가압형수로형(PWR) 원  격납건물을 

상으로 3차원 비선형 유한요소 모델을 이용하여 내압 취약

도 곡선을 도출함으로써 극한내압 하 에 한 안 성을 확

률론 으로 평가하 다. 격납건물의 구조재료  성능의 불

확실성을 고려하기 해 다양한 불확실성 인자에 하여 민

감도해석을 수행함으로써 표 불확실성 인자를 선정하 다. 

일본 Ohi 원  1/4 축소 모델에 한 내압실험(OECD/NEA, 

2005)과 Standard Review Plan 보고서(U.S. NRC, 

2010)등 기존 실험  문헌을 통해 격납건물의 주요 괴모

드로서 출(Leak)과 단(Rupture)을 선정하고, 각각의 

괴모드에 하여 한계상태를 정의하 다. 한 각 괴모

드  한계상태에 해 극한내압에 한 신뢰수 별 취약도 

곡선을 도출하 으며, 극한내압성능을 앙값과 고신뢰도 

괴확률값(High Confidence Low Probability of Failure, 

HCLPF)  신뢰도 수 에 따른 취약도 함수로써 제시하 다.

2. 해석모델  괴모드별 한계상태 정의

2.1 해석모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상 PWR 격납건물은 Fig. 1과 같

이 원통형 벽체, 상부 돔, 3개의 부벽, 기 슬래 , 그리고 

내부 라이  강 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 슬래 를 제외한 

상부 구조물은 리스트 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3개의 

부벽을 통해 벽체와 돔 부분의 원환방향 긴장재를 정착시켰

으며 기 슬래 의 텐던 갤러리를 통해 벽체와 돔을 지나는 

역U형 긴장재를 정착하 다.

원통형 벽체에는 장비출입구, 격납건물 통로, 사용 후 핵

연료 이송구 등의 규모 통부와 여러 기 통부와 기계

 통부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부 철근콘크리트 

보강, 텐던  철근배치 형상 변화 등으로 극한내압 거동에 

큰 향을  수 있는 3개의 규모 통부를 고려하 다.

콘크리트 재료의 비선형성을 고려하기 해 상용해석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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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nite element model of prestressed concrete 

containment building

Variables Value

Dilation angle(Dilation angle in the p-q plane) 36.0

Flow potential eccentricity, ε 0.10

fb0/fc0(The ratio of initial equibiaxial compressive 

yield stress to initial uniaxial compressive yield 

stress)

1.16

KC(The ratio of the second stress invariant on the 

tensile meridian)
0.667

Viscosity Parameter, μ 0.00

Table 1 Material model parameters of concrete

(a) Shape of finite element model of rebar (b) Shape of finite element model of tendon

Fig. 2 Shape of finite element model of rebar and tendon

Ultimate tensile 

strength
1861.6MPa

Section of tendon 54.3cm2

Number of tendon

Vertical direction Reverse U 96EA

Circumferential 

direction of wall
135EA

Circumferential 

direction of dome
30EA

Tensile force 43.4MPa

Table 2 Tendon properties of the containment building

그램 ABAUQS 6.12에서 제공하는 콘크리트 균열 손상 소

성 모델(Concrete Damaged Plasticity Model)을 사용하

여 콘크리트 재료를 모델링하 다. 이 재료모델은 콘크리트 

취성거동을 고려하고 있으며 재료 항복 이후 거동에 해 효

율 으로 모사할 수 있다. 재료 모델의 항복 함수는 Lubliner 

등(1989)에 의해 제안된 식을 Lee and Fenves(1998)가 

보완한 것을 사용하 다. 콘크리트 손상 소성 모델은 다축응

력 상태로 구성되며 흐름 법칙(flow rule)은 일치하지 않는 

흐름(non-associated flow)으로 정의된다. Table 1에 재료

모델을 구성하기 한 변수들을 정리하 다.

기존 연구에서 격납건물에 배근되는 철근의 경우 일반 구

조물에 비해 그 수량이 매우 많고 형상도 복잡하기 때문에 

분산균열모델을 이용한 철근 모델링이 일반 이었다. 하지만 

분산균열모델의 경우 매입철근이 고르게 분포하는 것으로 가

정하기 때문에 격납건물 치별 철근직경의 다양성으로 인한 

구조물 강성 변화  통부 등의 취약부분에 보강된 철근의 

강성 등을 효율 으로 고려하지 못하 다. 본 연구에서는 실

제 배치와 동일한 형상의 철근이 모델링되었으며, 각 치별 

철근 직경의 다양성  규모 통부 주변의 보강된 철근을 

고려함으로써 철근의 항복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을 보다 사

실 으로 고려하 다. 한 실제 배치와 동일한 형상의 긴장

재가 모델링됨으로써 통부 주변의 긴장재 배치를 보다 사

실 으로 모사하 다(Fig. 2).

긴장재의 경우 얇은 강선을 여러 가닥으로 꼬아 만든 구조

 특징으로 인해 명확한 항복 응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가동  시험 보고서를 통해 확인한 긴장재의 극한 강

도의 80%를 항복 강도로 가정하 으며 상용해석 로그램 

SAP2000 15의 재료물성 생성기능을 이용하여 비례탄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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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Range of 

volatility(%)

Case1 Tensile strength of concrete ±30

Case2 Tensile force

±10Case3 Thickness of steel liner

Case4 Strength of steels

Table 3 Assumptions of factors affecting the sensitivity

Items Concrete Rebar Steel liner Tendon

Strength of 

concrete

+ 0.541 1.276 1.165 1.434

- 0.421 1.124 1.007 1.324

Strength of 

steel

+ 0.481 1.220 1.110 1.400

- 0.481 1.186 1.069 1.282

Thickness of 

steel liner

+ 0.486 1.214 1.103 1.386

- 0.476 1.186 1.076 1.372

Tensile force
+ 0.483 1.200 1.089 1.379

- 0.468 1.200 1.083 1.379

Table 4 Analysis results of factors affecting the sensitivity 

(MPa)

계, 항복  등을 포함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정의하 다. 극

한내압하  항 성능은 긴장재에 가해지는 기 응력  배

치된 긴장재의 개수와 한 연 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동  검사를 통해 얻은 긴장재의 긴장력이 원환  수직

방향 별로 균일하게 용되었다고 가정하 으며 그 내용은 

Table 2에 정리하 다. 

2.2 괴모드별 한계상태 정의

격납건물의 내압 취약도 평가를 해서는 내압하 에 한 

괴모드  그에 한 한계상태가 정의되어야 한다. 내압하

에 한 격납건물의 응답과 괴모드  한계상태를 악

하기 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며, 특히 일본 Ohi원  

1/4 축소 모델을 통한 극한 내압 성능 실험(2003)에서 격납

건물의 괴 모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압을 가함에 따라 

먼  격납건물 콘크리트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 으며 내부 

라이  강 의 찢어짐으로 인해 벽체에 물이 새기 시작하

다. 그 후 음  탐지기를 통해 철근의 끊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긴장재의 끊어짐이 확인된 직후 벽체에 

규모 괴가 발생하 다.

격납건물의 괴모드는 내부 방사능 출 여부에 따라 

단되며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출(Leak) : 내부 라이  강 의 찢어짐으로 인해 발

생하는 균열

∙ 단(Rupture) : 긴장재의 괴로 인한 큰 규모의 균열

한계상태는 U.S.NRC의 SRP(Standard Review Plan) 

3.8.1(U.S. NRC, 2010)을 참고하여 각 괴모드별 한계

상태를 정의하 다. SRP 3.8.1에서는 철근, 라이 , 텐던 

등 극한내압하 에 항하는 구조재료의 변형률이 0.8%에 

이르는 것을 한계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Leak 괴모드에 한 한계상태는 라이  강 에 

0.8%의 변형률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하 으며, Rupture 

괴모드에 해서는 긴장재에 0.8%의 변형률 응답이 발생

하는 것을 한계상태로 정의하 다.

3. 격납건물의 불확실성 인자에 한 민감도 분석

3.1 민감도 향 인자 선정

격납건물에 발생 가능한 불확실성 인자를 모두 고려하는 

것은 실 으로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 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극한 내압 취약도 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불확실성 인자를 효율 으로 선정하기 하여 격납건물의 

다양한 불확실성 인자에 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다. 재

료  구조 성능의 확률분포 특성에 한 실측자료 조사 문

헌과 기존에 용되어오던 확률변수 값들을 고려하여 격납건

물 극한내압 성능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되는 민감도 향 인자를 선정하고 그 변동 폭을 가정하

다. 선정된 인자들이 극한내압 성능에 미치는 향을 비교, 

분석하기 해 모두 4가지 경우의 해석모델을 구축하 으며 

Table 3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콘크리트의 경우 재료의 비균질성과 시공오차, 설계수명 

동안의 재료경화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변화율 등이 다른 인

자들에 비해 상 으로 크기 때문에 보다 높은 변동 폭을 

가정하 다. 

3.2 민감도 향 인자 해석결과

앞서 고려한 4가지 경우의 해석모델에 하여 각각 불확

실성 변수의 앙값  양 극단 값의 3가지 경우에 한 해

석을 수행하 다. 콘크리트(벽체), 철근, 라이  강 , 긴장

재에 하여 최  응답이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응력, 변형률

을 측정하 다. Fig. 3에 그 결과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3 (a), (c), (e), (g)를 통하여 볼 때, 각 구조재료

의 항복응력은 사용된 콘크리트와 강재의 강도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콘크리트 강도는 철근과 라

이  강 의 항복응력 도달 시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격납건물 내압하  항에 있어서 콘크리트, 라

이  강 , 철근, 긴장재 순으로 항복응력에 도달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강도 변화에 따라 나머지 구조재료가 항복응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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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alysis results of factors affecting the sensi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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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oncrete Rebar Steel liner Tendon

Strength of 

concrete

+ 12.6 6.3 7.6 4.0

- 12.5 6.3 7.0 4.0

Strength of 

steel

+ 0.0 1.7 2.5 1.5

- 0.0 1.1 1.3 7.0

Thickness of 

steel liner

+ 1.1 1.1 1.9 0.5

- 0.9 1.1 0.6 0.5

Tensile force
+ 0.4 0.0 0.6 0.0

- 2.6 0.0 0.0 0.0

Table 5 Comparing analysis results of factors affecting 

the sensitivity(%)

도달하는 시 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Fig. 3 (b), (d), (f), (h)을 통하여 볼 때, 강재와 콘크

리트 강도 특성이 내압-변형률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

는 확률변수임을 알 수 있다.

Fig. 3 (b)에서 일반 인 콘크리트 인장 괴 기 인 변형

률 0.1%를 기 으로 봤을 때 콘크리트 강도 변화에 따라 

+6.068, -5.998(kPa)의 내압성능 변화가 확인되었다. 

Fig. 3 (d)에서 강재 변형률 한계상태인 0.8% 변형률(SRP 

3.8.1)을 기 으로 하 을때 콘크리트 강도 변화에 따라 

±7.583kPa의 내압하  변화가 발생했으며 강재 강도 변화

에 따라 +2.069, -1.379(kPa)의 내압하  변화가 발생하

다. Fig. 3 (f), (h)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발생하

다. 이를 통해 긴장력의 변동성 는 라이  강 의 두께 변

화 등의 구조  성능이 극한내압 성능에 미치는 향보다 강

재강도와 콘크리트 강도의 변화 등 재료  성질의 특성이 미

치는 향이 더 큰 것으로 단할 수 있다. 한 Leak 괴 

모드(라이  강  한계상태 도달)에 해서는 콘크리트 강도

가 내압하 에 가장 큰 향을 미치지만 Rupture 괴 모드

(긴장재 한계상태 도달)에 해서는 콘크리트 강도보다 강재 

강도의 차이가 내압하  항 능력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강재 강도가 극한 내압하  항에 

주된 역할을 하는 긴장재와 철근의 구조  거동을 결정짓는 

주요 인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Table 4에 민감도 

향 인자 해석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콘크리트, 라이  강 , 철근, 긴장재 순으로 한

계상태 변형률에 도달하 으며, 이는 실험  연구를 통해 밝

진 것과 동일한 결과이다. 해석 기본 모델의 한계상태 도

달 내압하 은 콘크리트 0.481MPa, 라이  강  1.083 

MPa, 철근 1.200MPa, 긴장재 1.379MPa로써 Table 5에 

민감도 향 인자 해석결과를 기본 해석 모델 결과와 비교하

여 나타내었다.

강재강도 변화는 콘크리트 한계상태 변형률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크리트 한계상태가 강

재의 탄성 거동 구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격납

건물의 내압하 에 한 응답에 해 라이 의 두께의 향

은 약 0.5~2% 정도로 콘크리트와 강재에 비해 상 으로 

낮게 나타났다. 긴장력 변화의 경우 철근과 긴장재에 한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긴장력의 증가로 인해 

콘크리트 내압하  항 능력이 0.4% 증가하 으며 이로 인

해 라이  강 의 내압하  항 능력이 0.6%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 긴장력 감소가 콘크리트의 내압하  

항 능력에 상 으로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격납건물 설

계  유지 보수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확률론  극한내압성능 평가  취약도 곡선 도출

기존의 극한내압 취약도 평가에서는 응답의 불확실성 특성

을 추정함에 있어서 재료, 모델링, 하  등의 불확실성 특성, 

즉 확률분포 특성을 정의하고 이를 첩함으로써 응답의 확

률분포 특성을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앞서

의 민감도 평가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각각의 재료 변수의 

불확실성이 응답의 변동성에 미치는 향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료, 모델링, 하  등의 불확실성 인자들의 첩을 

통해 응답의 불확실성을 추정하여서는 부정확한 결과값을 도

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감도 평가를 통

해 도출된 주요 불확실성 인자들의 변동성을 고려한 수치해

석 모델을 다수 생성하고 각각의 모델들에 한 시뮬 이션

을 통해 응답의 불확실성을 직 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용하 다. 이 방법을 통해 재료  구조  특성이 지닌 불확

실성이 응답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향을 정확하게 반 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에서 고려된 구조 재료  구조  특성의 불확실성 

인자는 모두 네 가지로서, 텐던 긴장력, 콘크리트 압축/인장 

강도, 콘크리트 탄성계수, 강재 탄성계수 등이다. 텐던 긴장

력은 가동  검사 결과를 통해 얻어진, 최근의 검사 결과를 

용하여 앙값과 표 편차값을 용하 으며, 콘크리트와 

강재의 재료 특성은 설계값과 기존에 사용되어져 오던 콘크

리트  강재의 수정규분포 표 편차값을 용하 다.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가지는 확률분포 특성이 동시에 고

려된 30세트의 해석 모델을 도출하 다. 확률 변수 세트의 

추출에는 은 횟수의 추출로도 신뢰도 높은 값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Latin Hyper-Cube Sampling(LHS) 

기법(Iman et al., 1980)을 용하 으며, 불확실성 인자들

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수치해석 코드의 입력문을 자동 생성

할 수 있는 Mosique 소 트웨어(Han et al., 2010)를 

용함으로써 다수의 입력문 생성 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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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cture 

mode

Median 

(MPa)
 

HCLPF

(MPa)

Leak 1.086 0.13 0.06 0.7991

Rupture 1.365 0.24 0.04 0.8619

Table 6 Extreme pressure performance evaluation by 

the fracture mode

Fig. 4 Fragility curves of leak

Fig. 5 Fragility curves of rupture

성을 차단하 다. 

30세트의 해석 모델 각각에 한 극한내압 수치해석 시뮬

이션을 통해 각 하 단계 별 응답분포 특성을 도출하 으

며, 이로부터 각각의 하  수 에서 응답이 한계상태를 과

하게 될 Leak, Rupture 발생 확률을 각각 추정하 다. 각

각의 하 단계 별 괴확률 곡선을 회귀분석하여 극한내압 

취약도 곡선의 앙값과 무작  수정규분포 표 편차값

()을 산정하 다. 고려된 불확실성 인자들에 의해 Leak와 

Rupture 각각의 괴모드를 일으키는 하  규모에도 불확실

성이 존재하게 되며, 이 하  규모의 확률분포로부터 불확실

성 수정규분포 표 편차값()을 도출할 수 있다. Leak, 

Rupture 각각에 한 극한내압성능 취약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 볼 때, Rupture 괴모드에 비

하여 Leak 괴가 먼  발생할 것을 측할 수 있으며, 각

각의 괴모드에 한 극한내압성능 앙값은 1.086MPa  

1.365MPa이다. 고신뢰도 괴확률(High Confidence 

Low Probability of Failure, HCLPF) 성능은 95% 신뢰

도에서의 5% 괴확률값으로부터 추정하 으며, Leak의 경

우 0.7991MPa, Rupture의 경우 약 0.8619MPa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각각 설계 내압(약 0.3930MPa)의 2.03배

와 2.19배에 해당하는 값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상 격납건물은 HCLPF 성능으로도 각각의 괴모드에 

하여 설계내압 비 약 2배의 극한내압성능 여유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4  Fig. 5에 Leak와 Rupture 괴모드에 한 

취약도 곡선을 각각 나타내었다. Leak 괴모드에 한 취

약도 곡선의 경우 Rupture 취약도 곡선에 비하여 하  증가

에 따른 괴확률 증가량이 상 으로 은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Leak에 한 무작 성, 즉 무작  수정규분포 

표 편차() 값이 Rupture의 경우에 비하여 더 작기 때문

이다. Leak 괴모드에 한  값이 작게 나타나는 것은 

이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재료  구조 성능 불확실성이 

Leak 괴모드를 발생시키는 구조부재의 응답, 즉 라이 의 

변형률 응답 불확실성에 미치는 향보다 Rupture를 유발하

는 텐던의 변형률 응답 불확실성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

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신뢰도 수 의 변동에 따른 성능은 오히려 Rupture 

괴모드가 변동성이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불확실성 

수정규분포 표 편차() 값이 Rupture의 경우 Leak에 

비하여 약 33% 가량 작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극한내

압의 앙값 성능이 Rupture가 약 25% 큰 데 반하여 

HCLPF 성능에서는 약 7.9%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는 것도 

값이 Rupture 괴모드의 경우 Leak에 비하여 하게 

작기 때문이다.

5. 결    론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기법을 용하여 국내 PWR형 격납

건물의 확률론  극한내압성능을 평가하 다. 재료  구조

 특성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응답의 불확실성에 미치는 

향을 수치해석을 통해 직 으로 반 함으로써 기존의 방법

에 비하여 보다 합리 인 극한내압 취약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을 용하 다. 수치해석을 한 유한요소 모델은 

개구부를 고려한 3차원 Full-Scale 모델이 용되었다. 사

 해석을 통해 상 민감도 향 인자를 분석함으로써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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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 인자를 선정하 다. 기존의 실험 결과  문헌 분석을 

통해 Leak와 Rupture를 괴 모드로 정의하고, 각 괴모

드별 한계상태를 정의하 다. 취약도 평가에는 재료  구조 

성능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추출된 30세트의 유한요소해석모

델이 이용되었다. 각 괴모드에 따라 신뢰도 수  별 취약

도 곡선을 도출하고 HCLPF 성능을 제시하 다. HCLPF 

성능은 Leak 괴모드의 경우 0.7991MPa, Rupture 괴

모드의 경우 약 0.8619MPa로 각각 평가되었으며, 이로부

터 상 격납건물은 HCLPF 성능으로도 설계내압 비 약 

2배 이상의 극한내압성능 여유도를 가지고 있음을 결론으로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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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기법을 용한 격납건물의 내압취약도 평가를 수행하 다. 상 구조물은 국내 표

인 가압경수로형 원  격납건물  하나로 하 다. 비선형 극한내압 해석을 해 규모 개구부를 고려한 격납건물의 3차

원 유한요소 모델을 도출하 다. 재료 특성  구조  성능에 내포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하여 각 변수들의 변동성에 

한 극한내압 성능의 민감도 해석을 수행하 다. 민감도 해석 결과를 통해 확률론  내압 취약도 평가를 한 불확실성 변수 

 분포 특성을 도출하 다. 재의 텐던 긴장력 상태를 고려하기 하여 가동  검사 보고서에 기록된 텐던 긴장력 값을 

앙값으로 용하 다. 설(leak)과 단(rupture)을 괴모드로 정의하고, 각각에 한 극한내압 취약도 평가를 하여 한

계상태를 정의하 다. 각 괴모드에 한 상 격납건물의 내압취약도를 내압 성능 앙값, 고신뢰도 괴확률 성능값, 

신뢰도 수 에 따른 취약도 곡선을 통하여 제시하 다. 설  단 괴모드에 한 고신뢰도 괴확률값은 각각 0.7991 

MPa, 0.8691 MPa로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 내압 취약도, 취약도 곡선, 가압경수로형 격납건물,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괴 확률, 괴 모드, 설, 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