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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a new version of PRO-LOCA program was released. Using the program,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can be 
evaluated considering fatigue and/or stress corrosion crack growth and the effects of various parameters on the integrity of pipes in 
nuclear power plants can be evaluated quantitatively. The analysis results can be used to establish an inspection plan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important parameters in a maintenance plan. In this study, sensitivity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the program for 
several important parameters including sampling method, initial crack size, number of initial fabrication flaws, operation temperature, 
inspection interval, operation temperature and nominal applied bending stress. The effect of parameters on the leak and rupture 
probability of pipes was evaluated due to fatigue or stress corrosion crack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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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문제가 국내 중요한 이슈 중 하

나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리 1호기를 비

롯하여 한울 6호기 까지 총 2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

거나 정비 중에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이 큰 이

슈가 되는 만큼 설비의 구조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부분에 걸쳐 여러 가지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
히, 원전 배관의 파손은 방사능 유출과 직결되므로 각

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이유로 원전 설계 시 배관

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 하지만 원전 특성상 장시간 운전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에 따른 배관에서의 결함 및 

균열 생성 등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원전 배관의 파손을 막고 파손되기 전에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건전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결정론적 해석 방법을 토대로 한 건전성 

평가의 한계는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를 충분히 고

려하기 힘들고, 배관의 건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확률론적 건전성 평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확
률론적 건전성 평가 방법이란 원전 배관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의 특성을 확률론적으로 분석하

여 평가에 적용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불

확실한 변수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

보다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결과 

또한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배관 파단에 관하여 확률론

적 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NRC에서는 Win-PRISE 프로그램1)을 개발하였고, 박재

학 등2)은 원전 배관의 파단확률을 구할 수 있는 P-PI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데이터를 고려하여 파단확률

과 누설률 등의 많은 결과 값을 계산하였다. 조영기 등3)

은 P-PIE 프로그램과 PRO-LOCA 프로그램을 비교하기 

위하여 동일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프로그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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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비교분석하였다. 김선혜 등4)은 PRO-LOCA(V. 3.7)
을 이용하여 PWR(pressurized water reactor) 원전 밀림관 

노즐 이종금속용접부의 PWSCC문제를 실제 데이터를 

고려하여 민감도 해석을 실시하였다. 
원전 배관의 확률론적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 PRO-LOCA(V. 3.7)5)는 최근에 

개발된 확률론적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이므로 보다 정확한 이론식과 

해석방법들이 사용되었으나 적용 경험은 많지 않은 실

정이다. 따라서 PRO-LOC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전 

배관의 확률론적 건전성 평가를 하기에 앞서 주요 변

수들의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평가 프로그램인 

PRO-LOCA를 이용하여 BWR(boiling water reactor)에 

대한 주요 변수의 변화가 관통 균열(through-wall crack, 
TWC), 및 파열(rupture) 확률 등에 대하여 민감도 해석

을 실시하였다.

2. PRO-LOCA 프로그램

PRO-LOCA 프로그램에서 입력 변수들은 Table 1과 

같이 9가지 섹션으로 구분되어 있다. 
재료특성(Material Properties) 섹션에서는 여러 가지 

재료의 해석을 지원한다. 지원하는 재료의 종류는 탄

소강, 스테인리스강, 캐스트 스테인리스강 그리고 니켈 

합금이 있으며 각 재료 마다 더욱 세분화하여 선택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강의 경우에는 Type 
304, Type 316, Type 316L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재료

의 물성치를 입력할 수 있는 변수로는 탄성계수, 항복

강도, 극한강도, Ramberg-Osgood 모델 상수 등을 입력

Table 1. Recipe document of PRO-LOCA.(V. 3.7)

Section Contents

Program Control Inputs plants type, iteration number, radius, 
thickness

Random Variables show the random variables

Material Properties
elastic modulus, yield strength, 
ultimate tensile strength, 
Ramberg-Osgood constants 

Normal Operating Loads pressure of pipe, temperature, axial 
stress

Inspection inputs detect leak rate, POD

Transient Inputs earthquake, vibration

Initiation inputs crack generation mode

Original PRO-LOCA Inputs multiple crack model, reactor, COA 
Bins

RASCAL.TXT input data

할 수 있으며, 각 변수는 그것의 확률분포함수 종류를 

선택하고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입력해야 한다. 재료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Ramberg-Osgood 식
은 다음과 같다6). 

  






 




 (1)

여기서 는 응력, 은 변형률, 는 탄성계수, 와 은 

실험에서 구해지는 상수이고 각 재료마다 다르다. 일
반적으로 은 0 ~ 5의 값을 갖는다.

그 밖에 초기균열을 가정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응력

부식에 의해 생성되는 균열을 고려할 수 있다. PRO- 
LOCA 프로그램에서 피로균열 성장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

여기서 는 균열길이, 은 하중 사이클수,  는 응

력확대계수(stress intensity factor) 범위이고, 와 은 

실험에서 구해지는 상수이다. 이때  의 단위는 

m/cycle,  의 단위는 MPa․m1/2이다.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식(2)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7,8).



 ∆   (3)

여기서 는 환경의 영향을, 는 온도 의 영향

을, 은 응력비 의 영향을 고려한 수정계수이다. 
과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4)

  ×exp       

이때 식 (4)에서 온도 의 단위는 ֯F이다. 그리고 공기 

중 피로에 대하여 식 (4)의 계수들은  = -19.9,   = 

8.12E-04,  = -1.13E-06,  = 1.02E-09로 주어진다. 

는 대수정규분포 특성을 보이며 중앙값과 오차율은 

재료에 따라 Table 2와 같이 주어진다. Table 2에서 

은 하중의 증가시간[s], 와 는 의 대수를 취한 값

들의 중앙값과 오차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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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dian and error factor of modifying factor Ef

Material exp(m) exp(1.645s)

Type 304 stainless steel BWR 
normal water chemistry 

  


Type 304 stainless steel BWR 
hydrogen water chemistry 

  


Type 316NG stainless steel BWR 
normal water chemistry 

  


Type 316NG stainless steel BWR 
hydrogen water chemistry 1.7 4.0

Type 304 stainless steel PWR 
primary water chemistry 

 4.0

PRO-LOCA에서 사용되고 있는 응력부식 균열성장 

모델은 PWSCC(primary water stress corrosion cracking)
와 IGSCC(intergranular stress corrosion cracking)로 나눌 

수 있다. PWSCC 초기 설정 균열성장 모델의 Alloy 600
에 대한 일반적인 형태6)는 다음과 같다.



     (5)

여기에서 K는 응력확대계수이고 단위는 MPa․m1/2이

다. 식(5)에서 9는 하한 응력확대계수(threshold of stress 
intensity factor)이고, ≤ 이면 더 이상 균열이 성장

하지 않는다. 또한 A는 확률변수인데 일반적으로 대수

정규분포로 가정되며, 325℃에서 대수를 취한 값의 평

균은 –27.34, 표준편차는 1.02가 된다. 이때 균열성장

속도 da/dt의 단위는 m/s이다.
IGSCC에 대한 초기 설정 균열성장 모델9)은 다음과 같다.



    (6)

여기에서 계수 A가 확률변수가 되며 A가 대수정규

분포를 보일 때 몇 가지 재료에 대한 A의 대수 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Table 3과 같다. 이때 균열성

장속도 단위는 m/s, K의 단위는 MPa․m1/2이다.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for the lognormal 
distribution of the crack growth rate coefficient A for different 

water chemistries and materials1)

Material Chemistry Mean Standard deviation

304 NWC -29.735 1.264

304 HWC -30.985 1.362

316NG NWC -30.964 0.882

316NG HWC -32.130 0.885

3. 민감도 해석 

민감도 해석은 BWR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기본 해

석 자료(BWR1)10)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가지 조건에 

변화를 주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WR에 대한 

해석 결과만 다룰 것이다. 해석에 사용된 컴퓨터의 운

영체제는 Window 7 (64bit)이고, 메모리는 4G이다. 해
석에 소요된 시간은 반복 횟수(iteration)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echo 파일을 통하여 입력 변수를 확인하였

다. 결과 값은 Output 파일로 출력된다. 출력된 결과 값

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Battelle사의 BWR 모델의 

해석 결과 값과 비교하였다10). 민감도 해석은 피로균열

성장과 SCC 균열성장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PRO-LOCA를 이용한 민감도 해석을 실시하기 위하

여 Recipe Document를 사용하여 각각의 경우에 맞는 

해석 조건을 입력하였다. 기본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조건은 동일하고 한 가지 변수에 변화를 주어 해석을 

실시하였다. 
BWR1의 기본 해석 조건은 Table 4와 같다. 결함은 

배관의 Alloy 182 용접부에 가정하였다. 균열의 최대 

생성 개수는 6개 이며 제작 시 발생한 결함의 개수는 0
으로 가정하였다. 배관의 외경은 457.2 mm이고, 두께

는 25.4 mm이다. 항복강도(대수정규분포)는 평균 156 
MPa에 표준편차 15.6 MPa이고, 극한강도(대수정규분

포)는 474 MPa에 표준편차 47.4 MPa이다.

Table 4. BWR1 case conditions

Item Value

Maximum Number of Cracks 6

Number of Fabrication Flaws 0

Monte Carlo or Adaptive Monte Carlo

Diameter, mm 457.2

Wall thickness, mm 25.4

Yield strength, MPa (mean/std dev) 156/ 15.6 Lognormal

Ultimate strength, MPa (mean/std dev) 474/ 47.4 Lognormal

Ramberg-Osgood (n) 3.35   Constant

Ramberg-Osgood (F) 642/ 64.2 Lognormal

Jic 834/ 83.4 Lognormal

J-R curve C 366/ 36.6 Lognormal

J-R curve m 0.8     Constant

Fatigue crack growth coefficient, C, m/cycle 3.4E-8/ 2.1E-8 Lognormal

Exponent for fatigue crack growth, n 1.65  Constant

Initial half crack length, mm 6 Constant

Initial crack depth, mm 3 Constant

Half crack length for fabrication flaws, mm 3/ 0.15 Lognormal

Crack depth for fabrication flaws, mm 1.5/ 0.075 Log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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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은 피로균열성장에 대하여 적응적 표본추출법

(adaptive sampling)과 Monte Carlo 시뮬레이션법을 각

각고려하여 계산한 관통균열(through-wall crack) 발생

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반복 횟수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적응적 표본추출법이란 모든 부분에서 균일하

게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서 표

본의 추출 개수를 늘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정확도

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두 가지 추출법을 이용하여 

동일하게 10,000회 반복계산을 실시한 결과 관통균열 

발생확률 및 파단확률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Monte 
Carlo 시뮬레이션법을 이용하여 100,000회의 반복계산

을 실시한 경우 이른 시간에서도 확률을 예측하였으며, 
초기에는 낮은 확률을 나타내고 시간이 지날수록 

10,000회의 결과 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파단확

률이 높아지다가 뚝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검사주기를 120개월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검사 

시기에 맞춰 파단확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Fig. 1. Effect of sampling method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fatigue crack growth

Fig. 2. Effect of sampling method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SCC growth

Fig. 2는 SCC성장에 대하여 적응적 표본추출법과 

Monte Carlo 시뮬레이션법을 각각 고려하여 계산한 관

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피로균열성장과 전체적인 경향은 유사하게 나

타났다.
Fig. 3은 피로균열성장에 대하여 초기결함의 크기가 

관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나타낸 것이다. 결과 값은 균열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에 대한 것이다. Table 4와 같이 초기 반 균열길이

(intial half crack length) 6 mm, 깊이 3 mm와 이 크기의 

2배인 초기균열을 고려했을 때 초기균열의 크기가 큰 

경우에 관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이 모두 높게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는 SCC성장에 대하여 초기균열의 크기가 관통

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

이다. 피로균열상장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초기균열의 

Fig. 3. Effect of initial crack size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fatigue crack growth

Fig. 4. Effect of initial crack size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SC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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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fabrication flaw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fatigue crack growth

Fig. 6. Effect of fabrication flaw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SCC growth

크기가 커짐에 따라 관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 모

두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5는 피로균열성장에 대하여 제작결함이 관통균

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나타

낸 것이다. Table 1과 같이 1/2 평균 결함길이 3 mm 표
준편차 0.15 mm, 평균 결함깊이 1.5 mm 표준편차 

0.075 mm의 제작결함을 가정하였다. 계산결과 제작결

함이 고려된 경우 고려되지 않은 경우 보다 관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제작결함의 

개수가 많을수록 관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은 높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6은 피로균열성장에 대하여 제작결함이 관통균

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나타

낸 것이다. 피로균열성장과 같은 제작결함을 가정하였

으며, 제작결함이 많을수록 관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

확률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7.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fatigue crack growth

Fig. 8.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SCC growth

Fig. 7은 피로균열성장에 대하여 온도에 따른 관통

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나

타낸 것이다. 580F, 590F, 600F 모두 같은 값이 나타났

다. 피로균열은 온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

인하였다.
Fig. 8은 SCC성장에 대하여 온도에 따른 관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높아질수록 파단확률은 높게 나타났다. 
피로균열상장의 결과와는 다르게 SCC의 경우 온도에 영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9는 피로균열성장에 대하여 일차굽힘응력이 관

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일차굽힘응력은 PRO-LOCA 상에서 일

정하게 작용한다고 가정된다. 일차굽힘응력이 75 MPa
에서 100 MPa로 증가하였을 때 파단확률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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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nominal bending stress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fatigue crack growth

Fig. 10. Effect of nominal bending stress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SCC growth

Fig. 10은 SCC성장에 대하여 일차굽힘응력이 관통

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나

타낸 것이다. 일차굽힘응력이 75 MPa에서 100 MPa로 

증가하였을 때 파단확률은 소폭 증가하였다. 피로균열

성장과는 다르게 SCC성장의 경우 일차굽힘응력의 영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11은 피로균열성장에 대하여 검사주기가 관통

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나

타낸 것이다. 결과 값은 균열검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에 대한 것이다. 검사주기는 10년과 20년으로 가정하

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10년 주기로 검사하는 것과 비

교하여 20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할 경우 파단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관통균열 발

생확률의 경우 일부구간에서 10년 주기로 검사하는 것

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에 대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12는 SCC성장에 대하여 검사주기가 관통균열 발

Fig. 11. Effect of inspection interval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fatigue crack growth

Fig. 12. Effect of inspection interval on th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due to SCC growth

생확률과 파단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나타낸 것

이다. 피로균열성장과 마찬가지로 검사주기가 길어질

수록 파단확률은 높게 나타났으며, 일부구간에서는 이

와는 다르게 나타났으므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확률론적 건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PRO-LOCA를 이용하여 원전 배관의 민감도 해석을 실

시하였다. 

1) 적응적 표본추출법과 Monte Carlo 추출법은 관통

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반복시행 횟수가 증가할수록 파단확률이 이른 시간에 

확인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파단확률은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2) 초기결함의 크기와 제작결함의 개수는 관통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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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

였다. 초기결함의 크기가 클수록, 제작결함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파단확률은 증가하였다.
3) 온도와 일차굽힘응력은 피로균열성장의 경우 관

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SCC성장의 경우 관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

률 모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온도가 높아

질수록, 일차굽힘응력이 증가할수록 파단확률이 증가

하였다.
4) 검사주기는 관통균열 발생확률과 파단확률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검사주기가 짧을수록 

파단확률은 감소하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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