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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학설비에 대한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를 위해

서나 원자력 배관에 대한 파단전 누설(leak before 

break, LBB) 개념의 적용을 위해서는 배관이나 압력용

기에서의 누설확률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배관에 대한 누설확률의 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는 배관에 대한 포괄적

인 누설확률을 구한 후 평가 대상 배관에 대한 구체적

인 정보를 고려한 조정계수를 곱하여 누설확률을 평가

하는 것이다. 이때 조정계수는 배관의 두께나 사용 연

수 및 사용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 다른 한 

가지는 배관에 초기 결함을 가정한 후에 이 균열의 성

장해석을 행하여 관통균열이 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하고, Monte Carlo 방법을 이용하여 누설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포괄적인 누설확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981년 

Thomas1)가 배관과 압력용기에 대한 포괄적 누설 및 파

단 확률을 이용하여 대상 배관과 압력용기에 대한 누

설 및 파단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하였고, Lydell2)

은 Thomas에 의하여 제안된 방법을 수정한 방법을 제

시하였다. API RP-581 코드3)에서도 배관의 파손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며, 배관에 대한 파손확

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파손확률을 구하는 방법4,5)도 

제시되고 있다.

가정된 균열의 성장해석을 이용하여 누설과 파단확

률을 구하는 방법으로는 PICEP6), PRAISE7,8), PRO- 

LOCA9,10)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원자력발전소 배

관해석에 사용되고 있다. 박재학11,12)은 한국원자력안전

기술원과 함께 배관에서의 누설과 파단확률을 구할 수 

있는 P-PIE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배관에서의 누설확률을 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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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PIE is a program developed to estimate failure probability of pipes and pressure vessels considering fatigue and stress corrosion 
crack growth. Using the program, crack growth simulation was performed with an initially existing crack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initial crack depth distribution on the leak probability of pipes. In the simulation stress corrosion crack growth was considered and several crack 
depth distribution models were used. From th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initial crack depth distribution gives great effect on the leak 
probability of pipes. The log-normal distribution proposed by Khaleel and Simonen gives lower leak probability compared other exponential 
distribution models. The effects of the number and the quality of pre-service and in-service inspections on the leak probability were also 
examined and it was recognized that the number and the quality of pre-service and in-service inspections are also give great effect on the leak 
probability. In order to reduce the leak probability of pipes in plants it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inspections. When in-service 
inspection is performed every 10 years and the quality of inspection is above the very good level, the leak probability shows nearly constant 
value after the first inspection for an initially existing c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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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P-PI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관에 대한 파손확률을 계산하여 초기 균열크기 분포 

특성 및 비파괴검사 특성이 파손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주요 변수가 누설확률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검사 회수와 검사 성능의 

중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2. 누설확률을 구하는 방법

2.1 포괄적 누설확률 데이터의 이용 

우선 포괄적 누설확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배관에 대

한 누설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1981

년 Thomas1)는 배관과 압력용기에서의 누설확률이 대

체적으로 ∼year  범위의 값을 가진다고 

하였다.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변수이다. 

  (1)

여기서 는 배관 모재부분의  값, 는 배관 용접

부의 값이다. 는 배관의 크기나 형상이 누설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도입된 변수로, 

  로 정의되는데, 는 배관의 평균직경, 은 

길이, 는 배관 두께이다. 또한 식(1)에 포함된 50의 값

은 용접부의 누설확률이 모재부에 비하여 50배 큼을 

의미한다. 

그리고 누설확률 의 대표 값으로 다음 식을 제시

하였다.

 ∼ 
 (2) 

여기서 는 플랜트 노화계수(plant age factor)로 플랜

트의 가동연수를 고려한 계수이며, 플랜트가 10년 가

동된 경우   이고, 20년 가동된 경우   .378이 

된다. 즉 가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의 증분은 점차 

감소된다. 

2000년 Lydell2)은 Thomas1)가 제시한 방법을 수정한 방

법을 제시하였다. 우선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3)

여기서 를 용접부 패널티계수 (weld penalty factor) 

라고 하고, Thomas의 경우 의 일정한 값을 사용

하였으나 Lydell은 경우에 따라 다른 값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Lydell의 해석에서   
로 정의

하여 Thomas의  정의와 동일하나 는 다음과 같이 

상이하게 정의하였다.

    (3)

여기서 은 설비의 배관에서 원주방향 용접이 행해진 

부위의 수이며, 1.75의 값이 곱해진 이유는 용접부에서 

열영향부까지 포함하는 경우 용접부 폭의 1.75배 정도 

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배관 파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배관 

누설 혹은 파단확률을 구하려는 연구도 계속되고 있

으며4,5), 배관의 파손확률의 예를 Table 1에서 보여주

고 있다. Table 1은 영국의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에서 주고 있는 데이터이다13). 배관의 길이 

1 m당 1년 동안의 파손율(failure rate)을 보여주고 있

다. 표에서 구멍크기(hole size)는 배관에 발생되는 구

멍의 크기를 의미하며, 구멍크기가 클수록 배관 내 유

체의 누설률도 증가한다. 또한 길로틴(Guillotine)은 배

관의 파단을 의미한다. Table 1에서 볼 때 동일한 크

기의 파손에서 배관의 직경이 커질수록 파손율은 점

차 작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관의 파손확률을 API RP-581 코드3)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 식을 통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 

   ∙  ∙ (4)

여기서 는 시간의 함수로 표시되는 파손확률, 

는 포괄적 파손빈도(generic failure frequency), 는 손

상계수(damage factor), 는 관리시스템계수(management 

system factor)이다. 

Hole size 
Pipe diameter (mm)

0 - 49 50 - 149 150 - 299 300 - 499 500 - 1000

3 mm diameter 1 × 10-5 2 × 10-6 - - -

4 mm diameter - - 1 × 10-6 8 × 10-7 7 × 10-7

25 mm diameter 5 × 10-6 1 × 10-6 7 × 10-7 5 × 10-7 4 × 10-7

1/3 pipe diameter - - 4 × 10-7 2 × 10-7 1 × 10-7

Guillotine 2 × 10-6 5 × 10-7 2 × 10-7 7 × 10-8 4 × 10-8

Table 1. Failure rate per m per year for pipe diamete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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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균열성장 시뮬레이션을 이용하는 방법

배관에서의 누설 및 파단확률을 구하는 다른 방법으

로 초기 균열을 가정한 다음, 균열의 성장을 시뮬레이

션하고 이를 통하여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 있다. 박재

학11)은 P-PI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누설확률과 파단 

확률을 구하였다. P-PIE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해석이 행해진다11).

(1) 배관 내면 표면에 균열 길이 및 깊이가 어떠한 

확률분포를 따르는 초기 표면균열들을 가정한다. 

(2) 가동전 비파괴검사를 시뮬레이션 한 후 발견된 

균열은 보수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초기 균열분포에서 

제외시킨다. 

(3) 시간을 증가시켜 가며 해석을 행한다. 현 해석 

단계의 시간을    라 하자. 여기서 는 시

간의 증분이다.

(4)  시간동안 응력부식에 의하여 새로 생성된 균

열을 균열분포에 포함시킨다.

(5) 균열들에 대한 응력강도계수(stress intensity factor, 

SIF)를 계산한다. 이때 고려되는 응력들은 압력과 굽힘 

모멘트 등에 의한 기계적 응력과 열응력, 지진응력, 진동

응력 및 잔류응력 등이다. 이들 응력들은 데이터로 입력

되거나 별도의 모듈에서 계산된다.

(6) 피로나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의 성장량을 구한다.

(7) 성장된 균열에 의하여 배관이 파단되거나 누설

이 발생되는지 검토한다.

(8) 파단되거나 누설이 발생되는 경우 파단회수 또

는 누설회수에 1을 더한다.

(9) 해당 시간에 가동중 비파괴검사가 행해지는 경

우 이를 시뮬레이션 하고, 발견된 균열은 균열분포에

서 제외시킨다.

(10)   의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단계 (3)에서 

단계 (9)까지의 해석을 반복하여 행한다. 여기서 

은 주어진 시간이다.

(11) 충분한 시뮬레이션 회수가 될 때까지 단계 (1)

에서 단계 (10)까지의 해석을 반복하여 행한다.

(12) 시뮬레이션 회수와 파단회수 또는 누설회수로

부터 파단확률 또는 누설확률을 계산한다. 

3. 누설확률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

3.1 초기 균열크기 분포 및 발생빈도 

균열 성장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누설확률을 구할 경우 

초기 균열크기 분포와 균열의 발생빈도, 균열성장속도, 

검사성능 등이 누설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값이 알려져야 한다. 

우선 현재까지 제안되어 있는 값들을 검토하고, 이들 변

수들이 누설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균열 깊이 를 지수분포나 대수정규분포로 나타낼 

수 있다. 지수분포의 경우 확률밀도함수는 다음 식으

로 표현되며, 는 균열 깊이의 평균과 동일하다.

  


  ≤ ≤∞ (6)

Marshall은 균열 깊이 를 지수분포로 나타내고 = 

6.248 mm(0.246 inch)의 값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Harris 등14)은 Marshall의 값은 보수적으로 크게 취한 

값이라고 하고, = 1.702 mm(0.067 inch)의 값을 사용하

는 경우 228개의 표면균열 데이터에서 구해진 Becher와 

Hansen의 대수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가 된다고 하였다. 

균열 깊이 를 대수정규분포로 나타낼 경우 확률밀

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7)

여기서 는 균열 깊이의 중앙값이고 는 형상모수

(shape parameter)이다. 과 에 대한 값으로 다음과 

같은 값들이 주어지고 있다9,14). 페라이트 강의 MMAW 

(manual-metal-arc weld) 용접부에 대해서는,

  
 ln  (8)

   ln (9)

으로 주어지고, 페라이트 강 TIG 용접부에 대해서는, 

 

  
 ln  (10)

   ln (11)

으로 주어진다. 여기서 는 배관 두께이며 단위는 inch

이다.

균열의 종횡비분포는 균열의 깊이와 관계가 없다고 

가정된다. 다만 b<a인 경우는 배제된다. 종횡비분포는 

지수분포 혹은 대수정규분포로 나타내고 지수분포인 

경우의 확률밀도함수는 다음과 같다. 

   when   

 when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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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고, 는 균열 깊이, 는 표면에서의 

균열 길이이다. 

균열발생빈도도 누설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프로

그램에서 균열의 존재확률은 용접체적의 지배를 받는

다고 가정된다. 용접체적에는 열영향부까지 포함되고 

용접부 폭은 배관두께의 두 배정도로 가정되며, 이 경

우 용접체적 는 다음과 같다.

  
 (13)

여기서 는 배관의 내경이다. 

단위체적당 균열이 존재할 확률을 
로 나타낸다면, 

Harris 등15)은 
값은 대략적으로 ∼×∈의 

범위를 가진다고 하고, 대표적인 값으로 
  ∈

을 제안하였다. 

winPRAISE8)와 PRO-LOCA9) 프로그램에서는 배관 

내면의 용접부 길이 25.4 mm(1 inch)당 균열 개수 

에 대하여 다음 식을 사용하고 있다.

 

   larger










expor
    

(14)

 

여기서 는 배관 두께이며 단위는 inch이다. 식에서 주는 

값은 검사가 행해진 후의 값이다. 검사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는 식에서 계산된 값에 12.8을 곱하여야 한다8). 

3.2 균열성장 속도 

응력부식 균열성장 모델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5)

여기서 는 응력확대계수(stress intensity factor)이고, 

≤이면 균열이 성장되지 않으며, A와 n은 재료

에 따라 주어지는 상수이다. 계수 A가 확률변수로 표현

된다. 

피로균열 성장에 대한 일반적인 식은 다음과 같다.



 (16)

보다 일반적인 형태의 피로균열 성장모델로 다음 식

이 제안되어 있다9).



TR material chemistry
× (17)

여기서 는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 수정계수로 하중의 

증가시간(rise time) 과 재료 및 환경에 따라 변한다. 

는 온도의 영향을 은 응력비의 영향을 고려

한 수정계수이다.

3.3 비파괴검사 성능 

프로그램에서 가동전 및 가동중 비파괴검사를 고려

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불검출확률은 다음 식과 같

이 표현된다8).

     

    ln


 (18)

여기서 는 균열면 면적이 A인 균열이 발견되지 않

을 확률이고,  , , 는 상수들이다. 만약 균열 길이 

2b가 탐촉자 직경 보다 작으면 균열의 면적은 

 으로 주어지고, 만약 2b가 보다 큰 경

우는  으로 주어진다8).

 와 같이 A가 균열 깊이 a에 대하여 선형

적으로 변하는 경우 식(18)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n


 (19)

여기서 는 값이 0.5가 되는 균열 깊이, 은 크기

가 큰 균열에서 예상되는 의 최소값이다. Griesbach 

등17)은 4가지 단계의 비파괴검사 품질에 대하여 Table 

2와 같은 값을 제안하였다.

Table 2. PND curve parameters for four performance levels
17) (h 

is the wall thickness of the pipe)

Inspection Performance Level a*/h ε ν

Marginal 0.65 0.25 1.4

Good 0.40 0.10 1.6

Very good 0.15 0.02 1.6

Advanced 0.05 0.005 1.6

4. 주요 인자의 영향

4.1 초기 균열크기의 영향

누설확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의 한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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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균열 크기이다. 가정된 균열크기가 누설확률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원주방향 반타원형 표면균열 1개가 배관 내면에 존재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배관은 외경이 406.4 mm (16 

inches)이고 두께는 12.7 mm로 가정하였다. 배관 재료는 

저합금강이고,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 성장만을 고려하였

다. 성장속도는 식(15)에서 A= 3.29×10-17, = 0, n= 4.0

의 값을 사용하였다. 이때 의 단위는 이고 

의 단위는 m/s이다. 성장속도로 사용된 값들은 참

고문헌 16에서 General Electric 모델의 저유황곡선(low 

sulphur line)으로 주고 있는 값으로 288℃ 정도의 온도에

서 저합금강에 대한 SCC 성장률 데이터의 보수적인 상한

계를 나타내는 값이다.

재료의 항복강도는 234 MPa, 극한강도는 534 MPa, 

탄성계수는 E= 184 GPa의 값을 사용하였고, 다음 식과 

같은 Ramberg-Osgood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 = 1.57, 

= 4.59의 값을 사용하였다18). Ramberg-Osgood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20)

여기서 은 변형률, 는 응력, 는 참조응력(reference 

stress)으로 항복강도와 동일한 값이 사용되었고,    

이다. 

가동전 및 가동중 행하는 비파괴검사에서 검사 품질

로 Table 2의 좋음(Good)에 해당되는 값을 사용하였다. 

배관에는 축방향으로 112.6 MPa의 응력이 작용한다고 

가정하였다. 

초기균열 깊이의 영향을 보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의 균열 깊이 분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① = 6.25 mm인 경우의 지수분포

② = 1.70 mm인 경우의 지수분포

③ = 1.848 mm (0.07275 in.), = 0.3512인 경우의 

대수정규분포

④ = 1.318 mm (0.0519 in.), = 0.5102인 경우의 

대수정규분포

분포 ③과 ④의 경우는 페라이트 강의 MMAW 용접

부에 해당되는 값으로 각각 배관두께 0.5 in. 및 1.0 in.

를 식(8) 및 (9)에 대입하여 얻어진 값이다. 또한 는 

사용하는 길이 단위에 무관하게 동일한 값을 가진다. 

각각의 분포를 그리면 Fig. 1과 같다. 그림에서 볼 

때 지수분포는 균열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존재 확률

Fig. 1. Crack depth distributions. 

이 서서히 감소되는 반면 대수정규분포는 급격히 감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 6.25 mm인 경우의 지수분

포는 다른 분포에 비하여 깊은 균열의 발생확률이 너

무 높아 보수적으로 설정된 분포임을 알 수 있고, = 

1.70 mm인 경우의 지수분포도 대수정규분포에 비하여 

깊은 균열의 발생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균열 깊이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초기 균열 깊이가 

= 1.70 mm인 경우의 지수분포와 = 1.848 mm, = 

0.3512인 경우의 대수정규분포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

하여 누설확률을 구하였다. 이때 가동전 검사는 행하

지만 가동 중에는 검사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였고, 균열의 종횡비는 대수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보았

다. 이때 종횡비의 중앙값으로 1.158, 형상모수 값으로 

0.383의 값을 사용하였다. 

해석 결과는 Fig. 2와 같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균열 

1개에 대한 누설확률을 가동시간의 함수로 나타내었다. 

30년 가동 후의 누설확률이 지수분포의 경우 1.731×10-3

이고, 대수정규분포의 경우 9.29×10-6이 얻어졌다. 결과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용되는 균열 깊이 분포에 

따라 누설확률이 많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누설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균열 깊이 

분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Fig. 2의 누설률은 1개의 균열이 존재하는 경우의 값

이므로 용접부 단위 길이에 대한 누설확률을 구하기 위

해서는 얻어진 누설확률에 균열이 존재하는 빈도를 곱

하여야 한다. 식(14)에 의하면 두께가 12.7 mm인 경우 

용접부 길이 25.4 mm당 균열의 존재 빈도는 0.00355개

이고, 용접부 1 m당 빈도는 0.1398개이다. 따라서 30년 

가동 후의 용접부 길이 1 m당 누설확률은 지수분포의 

경우 2.42×10-4이고, 대수정규분포의 경우 1.299×10-6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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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eak probability for an existing crack. 

4.2 가동중 검사 회수의 영향

가동중 행하는 검사가 누설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해석에서 가동전 검사는 행하는 것으로 하

였고, 비파괴검사의 성능은 Table 2의 좋음(Good)에 해

당되는 값을 사용하였다. 초기 균열 깊이는 = 1.848 

mm, = 0.3512의 대수정규분포로 가정하였다. 

Fig. 3에서는 가동중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 10년에 

한 번 검사를 하는 경우, 5년에 한번 검사를 하는 경우

의 누설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30년 가동 후 검사를 하

지 않는 경우의 누설확률이 9.29×10-6, 10년에 한 번 검

사한 경우는 1.010×10-6, 5년에 한 번 검사 하는 경우는 

1.465×10-7으로 낮아지고 있다. 

Fig. 4는 검사회수가 누설확률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검사를 행하지 않는 경우는 누

설확률의 증가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검사를 행하

는 경우는 증가율이 낮아 졌다가 가동시간에 따라 다

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Effect of the number of in-service inspections on the 
leak probability for an existing crack. 

Fig. 4. Effect of the number of in-service inspections on the 
leak failure rate for an existing crack.

4.3 검사 품질의 영향

검사의 품질이 누설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

다. 검사를 행할 경우 결함이 발견되지 않을 확률은 식

(18)과 식(19)로 표현되고 검사 풀질에 따라 계수 값들

은 Table 2와 같이 제안되고 있다. 배관의 두께가 12.7 

mm인 경우 각 검사 품질에 따른 미검출확률을 균열 

깊이의 함수로 나타내면 Fig. 5와 같다. 검사 품질이 나

쁜 경우 검사 후에도 크기가 큰 균열이 존재할 가능성

이 높음을 알 수 있다. 

Fig. 6은 검사 품질이 누설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보

여주고 있다. 가동중 검사는 행하지 않고 가동전 검사

만 행한 경우이다. 가동전 검사의 품질에 의해서도 누

설확률의 차이가 많이 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동전 

검사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설비 가동기간 동안 누

설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은 가동전 검사와 함께 10년에 한 번씩 가동중 

Fig. 5. Probability of non-detection as a function of crack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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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the inspection performance level on the leak 
probability of an existing crack when only pre-service 

inspection is performed.

Fig. 7. Effect of the inspection performance level on the leak 
probability of an existing crack when in-service inspection is 

performed every 10 years. 

검사를 행한 경우의 가동기간에 따른 누설확률의 변화

이다. 검사 품질이 매우 좋음(Very good) 이상인 경우

는 10년 뒤에 행하는 가동중 검사 시의 누설확률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됨을 볼 수 있고, 검사 

품질이 좋음(Good)인 경우는 10년 후에 행하는 가동중 

검사 시의 누설확률에서 조금 더 증가하고 있으나 증

가율은 가동중 검사 이전에 비하여 아주 낮아지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로부터 가동 중에 행하는 검사가 

누설확률을 낮추는데 아주 중요함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초기균열을 가정하고, 응력부식에 의한 균열성장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배관에서의 누설확

률을 해석하였고, 초기균열 깊이 분포, 검사 회수 및 

검사 품질 등 주요변수들이 누설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초기 균열의 깊이 분포가 누설확률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Khaleel와 Simonen이 제안한 

대수정규분포를 사용한 경우 Harris 등이 제안한 지수

분포로 가정한 경우보다 작은 누설확률을 얻었다. 

2. 가동전 검사만을 행하는 경우 검사 품질이 누설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검사 품질에 따라 

가동 중의 누설확률이 많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검사 품질을 높이는 것이 누설확률을 낮추

는데 아주 중요하다. 

3. 가동전 검사와 가동중 검사를 행하는 경우 검사 

회수 및 검사 품질이 누설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았고 누설확률에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기 균열만을 고려하고 생성 균열을 고려하지 않는 경

우에는 검사 품질이 높은 가동중 검사를 행한 후 누설

확률이 증가하지 않고 거의 동일한 값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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