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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 Comparative table of Safety Functions

1. 서 론

최근에 육상과 근해의 자원이 점차 줄어들면서 석유 및 가

스의 채굴과 생산 과정은 극지 및 심해로 이동하고 있고 관련

된 시추 및 생산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양

플랜트는 해상 자원의 채굴 및 생산의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 

물질이 주로 위험한 가스나 오일이고 또 극지 및 심해로 이동

하면서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잠재적으로 큰 화재사고나 폭

발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해양플랜트의 화재사고나 폭발사고

는 구조물, 생산 장비 등에 큰 타격을 주어 막대한 경제적 손

실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작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일

으킨다. 전형적인 해양플랜트 대형 사고의 예인 Piper Alpha 

와 Deep Water Horizon 사고는 해양플랜트 안전공학의 필요

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오일이나 가스 화재 사고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

에 전체 설계과정에 거쳐서 항상 QRA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

며 보다 신뢰성 있는 QRA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화재사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 QRA는 흔히 

Quantitative Risk Assessment와 Qualitative Risk 

Assessment의 약자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데  전자 (정량적 

위험도 평가)는 후자 (정성적 위험도 평가)에서 이루어진 위험

도 분석을 기초로 해양플랜트의 위험도를 추가적으로 정량화

하여 산출하는 것이다. QRA는 1970 후반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먼저 노르웨이에서 시스템적인 연구와 실용검증을 거쳐 

발전하여 왔으며 1988년 Piper Alpha 사건 이후로 해양플랜

트 폭발화재 사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국에서도 QRA 

응용이 널리 전파되었고,  그 이후로도 부단히 체계적으로 보

안되어 왔다. 초기의 QRA는 정량적인 위험도 평가라기보다는 

정성적인 위험도 평가에 더 가까워서, HAZOP, FMEA 등의 방

법을 통하여 사고위험을 식별하고 결정론적 방법으로 사고 위

험의 발생확률, 발생원인, 발생결과 등을 정의하여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고 데이터가 축적되고 

CFD 등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결정론적인 방법보다는 확률론

적으로 사고위험의 발생확률과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이 제안되고 있다. 또한 화재, 가스 확산 및 폭발 시뮬레이션

을 통해, 위험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보다 합리적인 정량

적 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2. 해양플랜트 위험도 평가

2.1 해양플랜트 위험도

IMO 공식안전평가, ISO국제표준을 비롯하여 많은 구제표준

이나 규칙에서 위험도는 사고 위험의 발생빈도와 그 결과의 

곱으로 정의하고 있다. 

Risk = Frequency x Consequency 

사고의 결과를 고려할 때 위험도는 흔히 다음 3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Personnel risk – fatality risk, impairment risk
 Environmental risk 

 Asset risk – material damage, production delay
사람에 대한 위험도는 사망 위험도(fatality risk)를 뜻하며 

경우에 따라 신체 장애 위험도(impairment risk)를 사망 위험

도에 포함시켜 평가할 때도 있다. 사망 위험도(fatality risk)는 

흔히 PLL(Potential Loss of Life)로 나타내고 있는데 쉽게 말

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고에 의해서 초래된 사

망자 수에 그 사고의 발생 빈도를 곱한 값으로 정의될 수 있

다. 신체 장애 위험도(Impairment risk)는 safety function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손상되었을 때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고려한 위험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safety 

function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작업자가 사고로부터 도피, 

탈출하거나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설비와 시스템

을 통칭하여 말하고 있다. Safety function 보통 UK, NORSOK

에서 규정한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

은 표 1과 같다.  

UK Legislation Norway Legislation

Life support SF Escape ways SF

Command SF Temporary refuge

TR Egress SF Supporting structure

Evacuation Evacuation system

Emergency control system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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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ample of Quantified Risks to 
Environment

Fig. 1 Conceptual Procedure of QRA Analysis

환경 위험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해양플랜트로부

터 유출된 가스나 오일로 인하여 발생된 환경피해를 고려하고 

있다. 유출 사고의 결과는 유출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주위 

환경이 유출 전 상태로 회복하는데 까지 필요한 시간으로 정

량화되고 있다. 표 2는 기존에 발생한 환경 오염 사건의 피해

복구 기간을 정량화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재산 위험도는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해양플랜트 장비, 구

조물의 파손, 더 나아가서 사고로 인한 해양플랜트의 운전 정

지 등을 평가하며, 사고의 결과는 그 손해를 경제적 가치로 

정량화하여 평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위험도는 궁극적으로 QRA 평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량화된 수치들이고, 그 값들을 각 규칙이나 

코드에서 요구하는 허용 가능한 위험도 기준과 비교하여 위험

도를 판단한다. 추정한 해양플랜트의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위험도(Acceptable risk)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추정한 위험

도가 허용범위내로 낮추어질 때까지 설계 수정을 반복한다. 

앞서 QRA 평가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였으나 실제 QRA 

평가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상세히 설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림 1은 QRA 평가의 전체적 흐

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QRA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개략

적으로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해양플랜트의 프로세스, 레이아웃, 장비 리스

트, P&ID 등 정보를 바탕으로 HAZOP, FMEA를 수행하여 어

떤 위험이 잠재적으로 존재하는지를 판단한다. 그런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발단 이벤트들(Accident 

initiating events)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위험도 산출 방법인 

ETA(Event tree analysis)를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 다음 절에서는 ETA와 이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추

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2.2 ETA를 통한 위험도 추정

앞에서 HAZID(Hazard Identification)를 통해서 사고의 초

기 사건 리스트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들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위험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초

기 사건들의 발생 빈도를 알아야 한다. 초기 사건들의 발생 

빈도는 흔히 표 3에서 언급한 사고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학적

으로 분석하여 예측 할 수 있다. 그 다음 초기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event tree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가지(branch) 점, 즉 

노드를 결정하여야 한다. 표 4는 노드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

려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해양플랜트의 요소들을 나타내고 있

다. 노드에 대한 결정을 마치면 그림 2와 같이 노드 이벤트의 

확률 모델을 이용하여,  event tree의 각 가지 점에 특정한 확

률 값을 입력한다. 그리고 각 가지를 따라가며 전체 노드에서

의 확률을 곱하여 최종적으로 terminal event의 발생 가능 확

률을 계산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초기 사건의 발생 빈도를 

곱하여 terminal event의 빈도를 계산 할 수 있다. 각 노드의 

확률 모델은 사실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양플랜

트의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분석과 사고 사건이 순서

적으로 전개되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각 terminal event가 일어났을 때 발생 가

능한 결과의 영향을 분석하고 정량적으로 인명, 환경, 재산에 

대한 위험도를 추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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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ffshore Accident Database

Table 4. General Aspects 
for Determining ETA nodes

Fig. 2 Example of ETA 

Fig. 3 Example picture of 
Offshore Plant Fire Accidents

Hazard Recommended data source

Process hydrocarbon 

release 

HSE Offshore hydrocarbon release 

database

Riser/pipeline leak PARLOC database

Blowout SINTEF Blowout database

Collision COAST traffic database

General DNV WOAD 

General

Detection of leaks Flaring

Ignition Fire fighting system

Emergency shut down Explosion and fire

Blowdown Escalation

3. 해양플랜트 화재사고 및 

경감 시스템 

3.1 해양플랜트 화재의 종류 

해양플랜트 화재는 그림 3과 같이 크게 제트화재, 풀 화재 

그리고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로 

분류될 수 있다. 제트화재는 액화되어 있던 가스가 저장탱크

나 흐르는 배관으로부터 누출된 후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가 

되고, 누출속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길이의 화염을 형성하는 

화재이다. 제트화재는 해양구조물의 주요한 사고발생원인 중

의 하나이며 흔히 높은 화재하중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파손, 

저장탱크나 배관의 파손, 추가적인 화재확산 등의 영향을 미

치고 있다. 풀 화재는 오일이 누출되어 어느 정도 수평방향으

로 넓은 면적의 풀을 형성하였을 때 점화원에 의하여 점화되

고, 화재 발생과정에서 액체 기름 속에 함유되었던 저탄소 탄

화수소가 지속적으로 기화되면서 연속적으로 연소되는 화재

이다. BLEVE는 액체연료가 담겨져 있는 저장탱크가 주위의 

화재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연료 중의 저탄소 

탄화수소의 압력이 점점 증가하여, 어느 이상의 압력에 도달

하면 탱크는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면서 발생

하는 화재이다.

 

3.2 해양플랜트 화재 경감 시스템

해양플랜트의 화재 경감 시스템은 크게 active fire 

protection 과 passive fire protection 으로 나뉠 수 있다. 

Active fire protection에는 많은 경감 시스템들이 포함되어 있

는데 그 중 주요 시스템으로는 water deluge system, foam 

system, water mist system 등이 있다. Passive fire 

protection은 고온에 잘 견디고 낮은 열전도율을 가진 방화 재

료로서, 보호하려는 대상물의 표면에 도포되어 화재가 발생하

였을 때 먼저 화염에 노출되면서 감싸고 있는 내부 보호 대상

물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지연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3.2.1 Active fire protection system

    
 Water deluge와 foam system은 해양플랜트 deck위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Water deluge 시

스템의 경우 보통 프로세스 구역 내 가스나 오일의 저장탱크 

주변에 노즐을 설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탱크 표면을 

냉각시켜 BLEVE가 발생할 수 없게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해

양플랜트에서 대체 가능한 방법으로 흔히 water deluge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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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ample of Offshore Plant Foam System

Table 5. Example List of Offshore Plant Fire 
Mitigation System

Table 6. Example List of Offshore Plant Passive 
Fire Protection Material

탱크 표면에 PFP를 도포하여 BLEVE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도 

많다. Foam system의 경우 고정식 또는 이동식 monitor가 

deck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비교적 큰 화염의 화재가 발생하

였을 때 선원이 다가가 monitor의 방향을 조절하여, 화재가 

발생한 위치로 대량의 foam을 뿜어 화재를 진압하는 시스템

이다 (그림 4). 그리고 뿜어져 나온 foam은 화염과 연료의 접

촉을 차단하여 더 이상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을 한다.   

Water mist system은 주로 기관 구역에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노즐에서 분무되는 물 입자의 99%가 1000 μm 이하이

기 때문에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주위의 환경을 냉각하는 작용

을 한다. 또한 water mist의 증발에 의한 수증기 생성과 체적

의 팽창으로 인해 연소물 주위의 산소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표 5는 해양플랜트 구역별 설치된 화재경감 시스템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3.2.2 Passive fire protection system

해양플랜트에서 PFP를 사용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PFP를 도난 경로나 피난처의 

구조물 표면에 도포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물이 붕

괴되어 도난 경로를 가로 막거나 피난처의 파손을 일으켜 인

명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프로세스 구역 

내 가스나 오일의 저장탱크, emergency equipment에 도포되

어 BLEVE의 발생을 방지하고, 화재 발생시 emergency 

equipment의 파손으로 인해 2차적인 escalation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구역 내 일부 장

비나 모듈을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에 적용하여 장비 파손을 

막고, 추가적인 escalation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해양플랜트에 적용되는 PFP는 반드시 그 성능을 제3의 독

립기관의 테스트를 거쳐 신뢰성 검증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PFP의 주요 성능 지표는 화재에 대한 저항력을 나타내

는 것으로서, 감싸고 있는 내부 구조물 부재나 장비가 처음으

로 치명적인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정의된다. 

그 외에도 PFP의 속성에는 장시간의 내구성, 방식

(anti-corrosion), 폭발에 대한 저항력, 설치 요구조건 등이 있

으며 모든 속성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만족하여야 비로소 사용

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PFP 재료의 속성에 따라서 적용 

될 장비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표 6은  흔히 사용되고 있

는 PFP재료의 성능을 비교하고 있다.

  

그 중에서 Epoxy는 보통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 그 중 

하나는 화염에 노출되면 물리적,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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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ample picture of Offshore plant Passive 
Fire Protection System

Fig. 6 Standard Fire Curves – 
Temperature vs. Time

Fig. 7 Standard Fire Curves –
Temperature vs. Time

체적이 부풀어 낮은 열전전도를 유지하는 재료이고, 다른 하

나는 고온에서 직접 승화되면서 주위의 온도를 급격히 낮춰주

는 재료이다. Epoxy는 하이드로카본 화재와 제트화재에 대한 

저항 성능이 뛰어나고 부식에 대한 저항능력도 강하다. 특히 

다른 PFP 재료에 비해 가벼우면서도, 비슷한 화재 저항 성능

을 보장하기 때문에 해양플랜트에서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하지만 Epoxy의 단점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인체에 해로

운 독성가스를 방출하기 때문에 작업자의 활동이 많은 구역에

서는 사용할 수 없고, 다른 PFP 재료에 비하여 비용도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시멘트 재료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 해양플랜트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육상플랜트에서 많이 

사용된다. 

재료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위에서 설명한 Epoxy와 시멘트 

이외에도 PFP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 좋은 재료가 많다. 그 

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가 세라믹이나 광물질로 만들어

진 방화 섬유이다. 이런 섬유 재료는 비용이나 무게 면에서 

유리하고 높은 온도에서의 절연 기능도 뛰어나다. 하지만 화

염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었을 경우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직

접적인 화염에 노출되는 프로세스 구역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면에 특수 코팅 처리를 해야 한다. 해양플랜트에서는 흔히 

섬유재료를 이용하여 화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구역의 장

비들을 직접 감싸 보호하기도 한다. 혹은 섬유재료를 사이에 

둔 판넬로 내부격벽을 만들어 파티션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

다. (그림 5 참조) 

 

 

4. 해양플랜트 화재시뮬레이션 및 

비선형 구조해석 

4.1 경감시스템을 고려한 화재시뮬레이션

앞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사고데이터의 DB와 CFD 

기술은, 각각 정량적 위험도 평가와, 실질적인 화재, 폭발, 가

스 확산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여 발생 가능한 사고의 결

과를 미리 예측 가능케 한다고 언급하였다. 다음에서는 여러 

가지 화재 경감시스템들을 반영하여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

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비선형 구조해석을 하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하여 설명한다. 

기존의 열 하중을 받고 있는 구조물의 구조해석은 보통 

ISO나 ASTM, NPD 등의 기관에서 규정한 표준 화재 모델에 

대해 시간에 따른 온도나 heat flux와 같은 열하중을 계산하는

데,  보수적인 평가가 항상 우려 되고 있다. 그림 6과 7의 제

트 화재와 하이드로카본 화재는 각각 SINTEF, NPD에서 정의

한 표준이고, Cellulosic 화재는 ISO/BS/IMO에서 정의한 표준

이다. CFD 수치 화재 시뮬레이션은 각 모듈에 있는 장비들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비롯하여 topside 모듈의 주요한 파라미터 

중의 하나인 조밀도(congestion)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보다 

실질적인 열 하중 값을 얻을 수가 있다.  

 

화재 수치 시뮬레이션 상용 프로그램 중 하나인 

KFX(Kameleon FireEx)는 특히 spray module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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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xample of DTM 
(Discrete Transfer Model)

Fig. 9 Presentation of Solid Angle 
& Radiation Intensity

Fig. 10 Presentation of Radiation Intensity 
through Gaseous Medium (Left) & Division of 

Solid Angle (Right)

Fig. 11 Sequence of Preparing Test Model

Fig. 12 Picture of Test Model (GeniE)

active fire protection의 대표적인 예인 water deluge 시스템

이 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생성되는 주변의 CO2, H2O, 그으름  등 혼합기체는, 저온

에서 화염으로부터 오는 열복사를 흡수하거나 산란시킬 수 있

고, 또 고온에서는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열복사를 방출할 수 

있다. KFX 프로그램은 화재가 일어나는 과정에 생성되는 혼

합 기체 매질의 흡수율과 방사율을 시간에 따라 고려하고 수

치해법인 DTM (Discrete transfer model)을 이용하여 복사 열

전달 현상을 구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DTM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우선 그림 8과  같

이 열복사가 Pj 로부터 시작하여 Pi로 전달된다고 할 때 시작

점 Pj의 표면을 그림 9의 오른쪽 구와 같이 자오선방향과 위도

선 방향에 따라 여러 개의 등 간격 또는 부등 간격으로 잘라서 

N개의 solid angle을 형성한다. 그리고 매개의 wall point (예: 

Pj )에서 자신의 solid angle 개수만큼 복사선(ray)을 각 방향

으로 발사하여 정의된 도메인 공간을 관통하게 한다. 

 

  

그림 10은 점 Pj 로부터 발사된 복사선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에서 나타낸 복사선은 Pj 로부터 출

발하여 Pi 에 이르기 까지 총 7개의 컨트롤 볼륨을 지나고 있

으며 각 컨트롤 볼륨을 지날 때마나 공간속에 있는 복사 강도

는 기체 매질에 의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복사열전달 방

정식(RTE)을 만족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Pi 점에 도달하였을 

때 복사선의 복사 강도를 계산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점 Pi 에 

도달하는 나머지 방향의 복사 강도를 모두 계산한 다음 그것

을  Pi 의 solid angle에 따라 전부 적분을 하면 점 Pi 가 받게 

되는 복사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Water deluge 시스템의 영향과 누출된 연료의 양에 따른 

화재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DNV GeniE, USFOS, 

KFX를 이용하여 그림 11, 12, 13과 같이 간단한 테스트 구조물 

모델을 만들었고 앞에서 언급했던 해양플랜트의 3개 주요화재 

중에서 풀(pool)화재를 선택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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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icture of Test Model (KFX)

(a) Pool depth = 3 mm

(b) Pool depth = 4 mm

(c) Pool depth = 5 mm

Fig. 14 Results of Pool Fire Simulation with Three 
Different Pool Depth

Fig. 15 Picture of Pool Fire Simulation before and 
after Water Deluge System Activation

풀 화재의 크기는 9x9m2 이고 사용한 연료의 화학성분은 

C12H26이다. 그리고 연료의 량은 두께에 따라 3가지 경우로 나

누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50s와 100s에서의 최대 heat 

flux의 크기를 그림 14에서 보여주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해 볼 때 50s에서 3가지 경우의 

최대 heat flux는 모두 250kw/m2 정도이다. 이것은 연료의 

양이 충분 할 때 동일한 면적의 풀 화재의 최대 heat flux는 

연료의 양에 상관없이 모두 비슷한 값을 가진 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서로간의 다소 차이는 화염의 섭동 때문에 

기인된 것이라고 판단 할 수 있다. 100s일 경우 연료 두께가 

3 mm, 4 mm인 화재는 연료가 거의 고갈되어서 화재가 더 

이상 유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대 heat flux 값은 비교적 작

은 값의 최대 heat flux를 보여 주고 있으며 연료 두께가 5 

mm인 화재는 연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240kw/m2 의 최대 heat flux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연료가 충분히 있을 경우 풀 화재의 처음 

0-40s 동안은 시간에 따라 heat flux가 증가하는 천이

(transient)과정이고, 그 이후는 화염의 섭동에 의한 미세한 

차이는 발생하나 전체적으로 균일한 heat flux 값을 갖는 정

상상태(steady)를 유지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 했

듯이 시나리오 기반의 사고 결과를 예측함에 있어서 흔히 최

악의 시나리오를 선정하게 되고 이런 시나리오는 보통 누출

된 연료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화재가 유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앞서 설명했던 풀 화

재의 2가지 상태의 진행과정 때문에 실제 화재 CFD 수치 시

뮬레이션은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누출된 연료가 전부 고갈 

될 때까지 수행 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0-100s사이의 과정

만 수행하여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최대 heat flux 값만 

알아내도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번에는 water deluge의 영향을 구현하기 위하여 앞서 

수행하였던 시뮬레이션에서 풀 연료의 두께를 10 mm로 바

꾸고 deluge가 작동 될 최대 heat flux 값을 150kw/m2 로 

정하여 다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림 15는 water 

deluge가 작동되기 전과 작동 된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약 32s 좌우에서 국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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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 Water Deluge case  

Fig. 16 Effect of Water Deluge System

(b) Water Deluge case 

 (a) Specific heat

(b) Conductivity

Fig. 17 Temperature Dependent Material Property 
presented in Euro Code

heat flux가 150kw/m2 를 초과하게 되어 water deluge가 작

동이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그 이후로 아주 짧은 시간 내

에 water deluge가 주위의 환경을 냉각시키면서 heat flux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6은 water deluge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사전에 지정한 10개 모니터링 위치에

서의 시간에 따른 heat flux의 값을 보여준다.

4.2 시간에 따른 열전도 해석

앞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얻은 heat flux 분포를 가지고 

구조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열전도 해석을 수행하여야 한

다. 이 연구에서는 USFOS 중의 Faths 모듈을 이용하여 시간

에 따른 구조물의 비정상 열전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Faths는 KFX 프로그램과의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 KFX 

시뮬레이션에 얻은 heat flux 분포를 이용해 열전도 해석을 수

행할 수 프로그램이다. Faths와 KFX 사이 인터페이스의 주요

원리 중 하나는 앞서 설명하였던 화재의 두 가지 상태의 진행 

특성을 충분히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검증하기 위

하여 전에 수행하였던 5mm 두께의 화재 경우를 연료가 완전

히 연소 되게끔 시뮬레이션 시간을 100s에서 300s로 연장하

여 다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두 개의 시뮬레이

션을 거쳐 얻은 heat flux 분포를 가지고 열전도 해석을 수행

해본 결과 그림 18 (Temp_indecy 부분)과 같이 예상대로 서

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Faths와 USFOS 사이의 인터페이스는 처음 연료의 양에 상

관없이 KFX 시뮬레이션 동안의 heat flux 분포를 전부 Faths

로 넘겨주고, 만약 Faths에서 지정한 열전도 해석시간이 KFX 

시뮬레이션 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는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Faths는 연소 과정을 ‘정상상태’로 인식하고 KFX의 마지막 

스텝에서의 heat flux 값을 초과된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마

지막 열전도 해석이 끝날 때까지 사용한다. 

다음 열전달 해석과정에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구조물 

재료의 물성 값들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Euro code에서 제시

한 온도에 따른 재료의 물성 값 (그림 17)을 이용하여 열전달 

해석을 다시 수행해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 그림 18 에서 확

인 할 수 있다. Euro code에서 제시한 온도에 따른 재료의 비

열과 열전도도 그래프와 그 물성 값을 이용하여 수행한 열전

달 해석 결과를 결합하여 볼 때 600℃ 이하에서는 온도에 따

른 물성 값들이 영향을 적게 받지만 600-800℃ 사이에서 재

료의 비열 값이 급격한 변화로 열전도 해석결과에 비교적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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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s KFX Fire Simulation case

(b) 300s KFX Fire Simulation case

Fig. 18 Result of Thermal Conduction Analysis 
with Temperature Dependent Material Property

(a) No PFP case

(b) PFP case

Fig. 19 Result of Thermal Conduction Analysis

Fig. 20 Comparison of Two Critical Points before 
and after applying PFP  

 

이어서 PFP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10 mm 두께

의 100s 동안의 화재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다시 Faths

를 통하여 열전달 해석을 수행해보니 최대 온도가 1000 

~1100℃ 범위에 놓이는 비교적 극단 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

다 (그림 19). 이런 극단 적인 최대 온도를 피하기 위하여 PFP

를 1000~1100℃ 범위에 도달 하는 부재에 부분적으로 적용

하여 다시 해석한 결과 온도가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0의 그래프는 해석 결과 중에서 높은 온도의 

영향을 받는 임의의 두 개 위치를 선택하여 PFP가 있는 경우

와 없는 경우에 대한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프를 보면 PFP가 적용 되었을 경우 두 위치에서의 온

도는 PFP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아주 많이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Faths 모듈을 통한 열전달 해석을 통해서 높은 

온도 영향을 받는 부재의 위치를 판단 할 수 있고 거기에 따

라서 구조물에 PFP를 적용해야 할 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4.3 온도분포를 고려한 구조해석

Faths 열전달 해석을 통해서 얻은 구조물의 온도 분포를 

가지고 계속하여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최종적으

로 구조물의 최대 변형량, 붕괴 시간 등을 구할 수 있고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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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equence of Two Different Methods of 
Structural FE Analysis 

Fig. 22 Picture of Jet Fire Simulation 

Fig. 23 Result of Thermal Conduction Analysis

Fig. 24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by Method a

과를 이용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하거나 QRA 평가 중 결과

(consequence) 해석을 수행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USF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림 21와 같이 두 가지 방법으

로 비선형 구조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a)의 경우는 열전달 해석에서 얻은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beltemp file)를 그대로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하는 방법이고 

(b)의 경우 우선 열전달 해석을 통하여 얻은 온도분포를 사전

에 체크하여 각 요소가 경험하게 되는 최대 온도를 전부 찾아

내어 하나의 열 하중 case로 묶어서 정의한다. 그리고 Euro 

code에 근거하여 각 온도에서 감소된 재료의 항복강도를 요

소마다 새롭게 정의하여 최종적으로 각 요소가 자신의 최대 

온도에 도달한 경우에 대하여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는 방

법이다.

방법(a)는 시간에 따른 모든 온도분포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각 time step 

마다 모든 온도 분포 정보를 사용하므로 해석시간이 많이 걸

리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방법(b)는 구조물의 최대 열 하중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석을 수행하기 때문에 해석시간이 짧

고 방법(a)로 계산한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빠르

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에 따른 구조해석이 

아니기 때문에 임의의 지정한 시간에서의 구조물의 거동을 확

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 구조모델을 대상으로 위에서 

설명한 (a),(b) 두 가지 방법으로 그림 22와 같은 모델을 대상

으로 제트 화재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그림 23과 같은 열전

달해석 결과를 얻었다. 다음 그림 24, 25와 같은 구조해석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두 그림을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방

법 (a), (b) 모두 같은 위치에서 고온에 의한 부재의 붕괴현상

을 보여주었지만 그 부재의 최대 처짐 양의 계산에 있어서 다

소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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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Result of Structural Analysis by Method b

5. 결 론

 정량적 QRA평가에 관련된 연구에 있어  발생 가능한 최

악의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CFD 시뮬레이션을 거쳐 사고의 결

과를 분석하는 과정은 이미 많이 연구 되어 왔다. 하지만 DB

를 근거로 한 시나리오 선정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불확실 요

소들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각 노드의 확률 모델을 가지고 

정량적인 위험도를 추정하는 ETA 해석과정에서도 그 모델의 

정도가 많이 떨어지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확률 모델에는 

QRA 엔지니어의 주관적 판단이 많이 섞여 있으므로 추정한 

위험도에는 보수적인 요소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위에서 언급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여 보다 정도 높은 QRA 

평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CFD, 구조해석을 통하여 예

측한 사고의 결과를 ETA 해석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이론 

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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