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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초고온가스로 노심 흑연 구조물의 신뢰성 평가 관련 이해를 돕기 위해 원자력급 흑연의 일반적인 특성,

흑연 구조물의 파손 평가 모델 및 이론, ASME 응력 평가 모델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원자력급흑연(Nuclear grade graphite)

초고온가스로는 지속가능성, 안전성, 경제성, 핵비확산
성을 가진 혁신 개념의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으로 2030
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로 2006년부터 국제공동연구가 진
행 중이다. 초고온가스로는 흑연 감속, 헬륨 냉각형 원자
로로 비순환 핵연료주기를 채택하여 노심의 출구온도는
800℃ 이상으로 수소생산이나 석유화학 산업 등의 공정
열 제공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한국과 일본은 열화학 반
응을 이용한 수소생산용으로 초고온가스로를 개발 중이
며 미국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체

의 공정열 제공용으로 개발 중이다. 초고온가스로 노형은
블록형(Block type)과 페블형(Pebble-bed type) 두 가지
개념이 있다. 두 노형 모두 감속재(Moderator), 반사체
(Reflector) 그리고 노심 지지구조물(Core support
structure) 등대부분흑연으로제조된다.

원자력급 흑연은 원자로 노심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고
온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고밀도, 중성자 조사에 의한 체
적변형 및 조사크리프 관점에서 등방성, 중성자 흡수 단
면적과 조사 후 흑연의 방사화를 고려하여 Boron과 불순
물의 함량을 낮춘 고순도이어야 한다. 원자력급 흑연 요
건은 미국 재료시험협회 ASTM D7219-08 Standard

그림 1 초고온가스로 노심 내부 구조: 횡단면/종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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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for Isotropic and Near-Isotropic
Nuclear Graphites과 ASTM D7301-08
Standard Specification for Nuclear Graphite
Suitable for Components Subjected to Low
Neutron Irradiation Dose에 기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핵연료 블록의 경우 코크 필러
(Filler coke) 입자가 미세한 흑연을 사용하게
되며 산화 저항성 관점에서는 고밀도의 흑연을 그리고 파
괴 및 균열저항성 관점에서는 필러 입자가 조대한 흑연이
우수하다. 미국 재료시험협회에서 제시하는 물성 요건 외
에도 중성자 조사에 의한 체적변형, 조사크리프 등의 특
성 자료가 확보되어야 초고온가스로용 흑연으로 선정, 설
계그리고수명예측이가능하다.

흑연구조물파손평가모델및이론

설계방법론에서 취성 물질의 건전성 평가 시 전통적으
로 사용된 방법을 쓸 것인지 대체된 새로운 방법을 쓸 것
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흑연은 준취
성(Quasi-brittle)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론 선정은 흑연의 파손 기준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수행한다. 균열이 확률적으로 자연 발생하는
물질의 경우 두 가지 다른 모델인 Series-systems 모델과
Parallel-systems 모델로 평가한다. Series-systems가 n개의
연결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떠한 연결이라도 연
결 1개가 실패하게 되면 전체 system이 실패하게 되는 모
델이다. 반면 Parallel-systems의 경우 1개의 연결이 실패
해도 n-1개의 연결이 남아 있고 n-1개의 연결이 load를 부
담하게 되지만 전체 시스템을 실패하지 않는 모델이다.
Series-system의 경우 WLT(Weakest Link Theory)가 가장
약한 연결 이론이다.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주로 이 모델
을 사용한다. 시스템의 모든 연결은 받는 응력이 다르거
나 한정되는 응력이 다를 수 있다. 이중 한 응력이라도 실
패하면 구조물은 실패하게 된다. 1926년 Peirce가 처음으
로 WLT 모델을 섬유응력에 적용하였다. Series-system의

경우 유리, 세라믹, 흑연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Parallel-
system의 경우 복합섬유 등에 사용되는 모델이다. Series-
system에 대한 모델로는 와이블 분포, Batdorf 모델,
Burchell 모델이 있다. 흑연구조물과 관련하여 Batdorf 모
델은 다축력에 대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며 Burchell 모델
은hole과 crack 간의관계에대해서정립한모델이다.

흑연 구조물의 파손율 평가는 일반적으로 결정론적 방
법과 확률론적 방법으로 구분된다. 결정론적 방법은 설계
응력(Design stress)과 중앙강도(Median strength) 두 값을
비교하여 안전여유도(Safety margin)를 결정하는 보수적
인 방법이다. 결정론적 방법의 최대 주응력 파손이론은
최대 주응력이 인장강도에 도달하거나 최소 주응력이 압
축강도에 도달했을 때 파손된다고 가정하는 것으로 연성
재료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취성재료에만 적용이 가능하
다. 계산된 강도와 허용응력(부품 설계 시 사용되는 최대
응력 허용치)의 비를 기준으로 안전계수 혹은 안전율을
나타낸다. 흑연은 코크 필러에 바인더(Binder)를 혼합, 성
형하여 2,700℃ 이상에서 흑연화하여 제조된 다공성 소재
로 준취성(Quasi-brittle)의 파괴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기
계적특성은각각의로트(Lot), 배치(Batch)에따라변화할
뿐만 아니라 각 흑연 블록 위치별로 차이를 나타낸다. 따
라서 파손 기준과 변수에 따른 응력 값이 정확히 일정하
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응력과 강도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는 확률론적 평가 방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의 결정론적 방법을 적용하
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결정론적 방법과 더불어 확률론적
방법을함께적용하고있다. 

신뢰도 물리 모델은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그림 2 결정론적 평가/확률론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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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모델(Load/Stress)과 구조물 파손의 기준이 되는 허
용량 모델(Capacity/Strength)을 사용하여 파손 확률을 구
하는 방식이다. 부하와 허용량 모델의 분포나 양상에 따
라서 계산 방법 차이가 있다. 분포로는 확률밀도함수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나 누적분포함수(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를 사용한다. 단일 응력
값에 대한 파손 확률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구조물에 대한
누적분포함수를 작성하여 구하는 방법과 초과확률모델
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모델은 허용량이 결정론
적일때사용가능하다.

ASME 코드응력평가모델

초고온가스로 노심 흑연 구조물의 설계 방법과 기준은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
계산에대한내용은ASME code Section III Division 5에설
명되어 있다. 흑연 구조물의 설계한계(Design limits)는 간
이평가(Simplified assessment), 완전평가(Full assessment),
시험에 의한 설계(Design by test) 총 세 가지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간이평가에서 계산된 최고 등가응력(Peak
equivalent stress)은 직접적으로 허용응력(Allowable
stress) 값과 비교된다. 허용응력 값은 구조신뢰등급(SRC:
Structural reliability class)으로부터 얻어진 목표 파괴확률
(POF: Probability of failure)에 의존한다. SRC-1 등급에 해
당하는 부품의 구조신뢰성은 안전에 중요하며 환경적으
로 열화될 수 있으며 SRC-2 등급은 안전에 중요하지 않고

수명 동안 환경적으로 열화될 수 있고 SRC-3 등급은 안전
에중요하지도않고환경적으로열화열화되지않는다. 

설계하중은 압력, 온도 및 고속중성자속 혹은 손상조사
율 분포와 흑연 구조물에 인가되는 다양한 기계적 하중으
로 분류된다. 허용응력은 특정 원자력급 흑연 등급
(Grade)의물성자료로부터결정된다. 먼저간이평가를위
해 2-파라미터 와이블(2-Parameter Weibull) 분포를 사용
하여재료신뢰도곡선을구한다.

f(x)= { }
μ —⁄

exp[-{ }
μ
];x>0 (1)

p(x)=:)/ f(x')dx'=1-exp[-{ }
μ
];x>0 (2)

여기서, Sç는 scale parameter(characteristic strength
value), m은 shape parameter(weibull modulus) 이다. 와
이블 곡선에 p(x)를 그리면 y=ax+b 형태의 직선으로
그리며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이용하여 직
선화하면다음식과같이표현할수있다.
ln(-ln(F(x)))=-mln(x)+mln(Sç)

위의식은모든 시험점을지나는것이아닌 근사값이기
때문에 와이블 분포의 값과는 m과 Sç 값이 차이가 있으
므로 m'과 Sç'으로 정하고 와이블 파라미터에 신뢰수준
(confidence level, )을 95%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 보정은 조사효과로 인한 강도 측정 시 사용
된다.

x
Sç

x
Sç

x
Sç

m
Sç

그림 3 신뢰도 물리 개념

(a) 초과확률모델과 누적분포함수 (b) 하중과 허용량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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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95%= ,

Sç95%=Sç_exp(-t'(n;0.95)m') (3)
허용응력 기준에는 2-parameter 와이블 분포에 사용된

Sç95%와m95%가 사용되며 압축응력, 인장응력 등은 구조
신뢰등급별 Service level에 따른 POF를 기준하여 결정
된다. 
Design=alentStress(POF)

Design=Sç95%(-ln(1-POF) (4)

이방법은수식이단순하여사용이간단하기때문에많
이사용된다. 설계허용기준에서도간략평가가적용된다.

완전평가에서 구조뮬의 파괴확률은 직접적으로 허용
치와 비교된다. 목표파괴확률 값은 구조신뢰등급과 설계
혹은 하중 수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간이평가가 2-
parameter 와이블 분포라면 완전평가는 3-parameter 와이
블 분포를 사용한다. 완전평가는 흑연구조물에 대해 전체
적인총평가를할수있다. 각각의부피와그부피에대한
확률을 구해서 곱한 값을 이용하여 전체 POF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3-parameter 와이블 분포의 PDF와 CDF식
은다음과같다.

f(x|m, Sç, l)={ }{ }
μ —⁄

exp[-{ }
μ (5)

F(x|m, Sç, l)=1-exp[-{ }
μ
] (6)

여기서 Sç는 scale parameter, m은 shape parameter, l
는 threshold parameter이다. 범위는 x>l,  -¶<l<¶,
m>0, Sç>0이다. l가 추가되어 x 대신 (x-y)로 수식
에 들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2-parameter로 이루어진 와
이블 분포를 변수로 인해 바뀌게 되는 분포를 가진 그룹
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바뀐 분포에 대한 모집단의
확률값의전체생존확률값은다음과같이정의된다.

L=P
1
exp[-{ X‘_ }] (7)

여기서는대상부피이며는전체부피이다. POF=1-L을
이용하여 최종 실패확률을 구할 수 있다. 대개 3-
parameter 와이블 분포는 MLE를 이용하여 근사값이 맞는
지가설검증을하는데사용된다.

시험에의한 설계는재료신뢰도곡선에서유도된여유
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흑연 노심부품의 실험적인 증명이
다. 실험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조건에서
의 모든 부분이나 하중들에 대해 일일이 실험을 해야 되
기 때문에 큰 규모나 많은 수에 대한 방법으로는 적합하
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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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설계허용 파손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