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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유도초음파기술을 적용할 원전배관 선정을 위하여 원전배관의 손상사례를 조사하

다. 원전배관 손상사례에 대한 유도 초음파기술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원전

손상배관 위치, 형태, 공간 등 기하학적 인자들로 인하여 유도초음파검사법의 적용

이 어렵거나 다양한 배관 규격, 배관 재질, 지지대, 용접부 등으로 인하여 특정한 

계통이나 부품을 선정하여 일일이 모의 배관을 제작하고 유도초음파 검사법을 적용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원전배관을 대표하는 규격과 재질의 

모의 배관(탄소강, 스테인레스강 및 인코넬 690)을 제작하 다. 앞으로 제작된 모의 

배관에 인공결함을 가공하여 유도 초음파 신호를 취득할 것이다. 모의배관 인공결

함에 대한 유도 초음파 신호 분석을 근간으로 하여 원전 배관에 대하여 유도 초음

파검사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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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In order to apply the guided ultrasonic techniques to the pipes in nuclear 

power plants, the cases of defective pipes of nuclear power plants, were 

investigated. It was confirmed that geometric factors of pipes, such as location, 

shape, and allowable space were impertinent for the application of guided 

ultrasonic techniques to pipes of nuclear power plants. The quality of pipes, 

supports, signals analysis of weldment/defects, acquisition of accurate defects 

signals also make difficult to apply the guided ultrasonic techniques to pipes of 

nuclear power plants. Thus, a piping mock-up representing the pipes in the 

nuclear power plants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The artificial flaws will be 

fabricated on the piping mock-up. The signals of guided ultrasonic waves from 

the artificial flaws will be analyzed. The guided ultrasonic techniques will be 

applied to the inspection of pipes of nuclear power plants according to the basis 

of signals analysis of artificial flaws in the piping mock-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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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원전발전소에서 취약부분은 고온, 고압 환경의 배관부에서의 corrosion, 

erosion 및 균열발생이며 이 결함들이 성장하는 경우 배관부의 누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1차 계통의 배관부 누설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배관을 통한 방사능 유

출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관부의 부식 및 균열에 대한 정확한 검사기

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인 경우 PWR 형, CANDU 형 원전의 탄소 및 저 합금

강 배관부에서 배관 감육이 이미 보고되고 있으며 1986년에는 웨스팅 하우스 

822MWe PWR 형 원전과 동급인 Surry unit 2에서 배관부의 파손사고가 보고된 

바 있다. 원 배관부의 부식에 의한 감육현상은 배관부 내부의 Flow-Accelerated 

Corrosion(FAC) 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FAC는 온도, 압력, PH 등과 

같은 배관부의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 큰 향을 받는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의 

배관부의 부식상태에 대한 비파괴적 조기 진단기술의 필요성이 요구된다[1].   

  초음파 탐상 검사법에 사용되는 탐촉자는 일반적으로 접촉방식과 비접촉방식

으로 나눌 수 있다. 탐촉자와 검사체가 접촉해야 하는 단점을 해결하는 대표적인 

비접촉식 초음파 탐상법으로는 전자기 음향 탐촉자 (EMAT : Eletromagnetic 

Acoustic Transducer)가 대표적이다. EMAT는 초음파 송수신의 기구만이 압전

식 초음파 탐상법과 다를 뿐 유사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탐촉자 설계에 따라 

초음파 모드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므로 비접촉식 초음파탐

상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EMAT는 제조상태 또는 기차 바퀴와 같이 움직

이는 상태의 검사체 표면 및 내부결함 탐상, 고온상태에서 재료 내부결함탐상, 

유도초음파를 이용한 배관결함탐상 등에 이용되고 있으며 초음파의 전달을 위한 

접촉매질이 필요없이 초음파를 송수신하므로 잔류응력이나 결정이방성 그리고 

재료의 미세구조 평가 등과 같은 재질평가에도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2]. 자기

변형 센서를 이용하여 결함을 탐상하기 위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주

로 미국 SwRI(Southwest Research Institute)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방법은 다른 초음파탐상법이나 와전류 탐상법에 비해 설치하기에 간단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많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자기변형 메커니즘에 의해 배

관에서 가능한 모든 진동모드의 유도 초음파를 발생시킬 수 있다. 자기 바이어스

의 방향과 교류 자장의 방향을 선택함에 따라 비틀림진동 모드(torsional 

vibration mode T(0,n)), 종진동 모드(longitudinal vibration mode L(0,n))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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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 진동모드(flexural vibration mode F(m,n))를 발생시킬 수 있다[3]. 

  본 연구에서는 유도초음파기술을 적용할 원전배관 선정을 위하여 원전배관의 

손상사례를 조사하 다. 원전배관 손상사례에 대하여 손상배관 위치, 형태, 공간 

등 기하학적인 요소 그리고 손상배관 재질, 지지대 및 용접부의 신호해석 및 정

확한 결함신호 획득 관점에서 원전손상배관에 대한 유도 초음파검사기술 적용가

능성을 검토하 다. 향후 원전배관 규격의 모의 표준배관을 제작하여 모의 표준

배관의 인공결함에 대한 유도 초음파의 신호해석을 근거로 하여 원전 배관에 유

도 초음파검사기술을 적용하여 앞으로 원전배관의 결함여부 및 결함위치를 판별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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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원전배관 손상사례

제1절 국내 원전배관 손상사례

        

1. 울진2호기 1차기기 냉각해수 계통 열교환기 후단배관 손상(1999.12.15)[4]

  가. 사고개요

 울진2호기 1차기기 냉각해수계통 열교환기(1SEC002/004RF)후단 배관에 pin 

hole 이 발생되어 점검결과 배관내부에 심한 부식현상이 발견되었으며 부식이 진

행중인 부위가 배관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배관 손상원인 파악

과 향후 2호기 O/H 기간중 배관 교체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 배관 손상위치 및 배관특성

    손상위치는 1차기기 냉각해수계통 열교환기(004RF)후단 모관 확관부위이다. 

그림 1은 배관손상부위를 나타낸다. 배관특성은 재질은 탄소강, lining은 합성고

무 재질(Neoprene), 배관직경은 28"(711mm), 배관 유체학적 특성은 SEC P'p의 

운전능력 향상과 열교환 능력 향상을 위해 방출구에서 siphon을 형성시켜 부압

유지하게 되어 있다.

  다. 배관 손상원인 및 손상정도

    손상원인은 가동년수 증가에 의한 확관부와 곡관부의 유속변화에 의한 

lining 손상가능성으로 보고, 배관의 유체학적인 특성인 부압 향으로 lining 접착

력 약화에 기인한 해수 침투 가능성으로 보며, 배관내부 부식현상 검토결과 국부

적인 부식이 발생된 점으로 미루어 배관 제작시 제작 결함이나 재질상 문제점으

로 본다. 배관손상의 주된 원인은 단정하기 어려우나 상기 세가지 복합적인 원인

으로 추정된다. 

  손상정도는 확관부에 pin hole 직경 20-25mm, 확관부 내부에 직경 350m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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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형태 심한부식 및 감육현상발생, 배관 내부전체에 확관부와 직관부 부위에 

부식 진행중인 융기 돌출된 9개소로 추정한다.

  라. 배관교체 작업방안 검토

     (1) 손상 확관부만 교체

       장점은 작업 소요일수 단축되고 공사비가 절검되는 반면 단점으로는 배

관 전반에 진행중인 부식으로 배관 손상 가능성이 잔존하고, 확관부의 lining 작

업이 현장에서 수행됨으로 lining의 기 성 및 내구성이 약화되고 마지막으로 현

장용접을 인한 기존 lining 손상 가능성 및 보강작업이 필요하게 되는 점이다.

     (2) 손상 spool 전체 제작 처리방안

        장점은 배관 spool 전체 교체로 배관 손상 가능성이 해소되고 lining 작

업 기 성 및 내구성 강화되는 것이고 단점은 배관 spool 전체 교체시 설치상 어

려움 대두되는 점이다. 

     (3) 배관 재질을 해수에 강한 스테인레스 재질로 교체하는 방안 

        장점은 해수에 대한 내부식성이 강하며 준 구적으로 향후 배관 교체작

업이 불필요하고, lining 작업이 불필요하고 전체 spool을 2-3개 부분으로 제작하

여 수송 및 설치가 용이한 점이고 단점은 재료비가 고가인 점이다. 

  상기 세 가지 교체방안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결과 배관의 전체적인 부식과 설

치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준 구적으로 사용가능한 (3)의 배관 재질을 스테인레스

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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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배관손상부위.

           

2. 월성 2호기 냉각재 정화계통 고장 및 정비현황(2002.07.23)[5]

  가. 사고개요

  2002년 7월 11일 원자로 건물 내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어 누

설부위 식별을 위한 현장점검을 수행하던 중 냉각재 정화계통 격리밸브 

3335-MV2의 배관연결부에서 중수가 증기형태로 누설되는 것을 발견하고 7월 17

일 누설부위 정비를 위해 원자로를 수동 정지하 다. 비파괴 검사결과 결함은 밸

브와 배관의 용접연결부 내면부위에서 시작하여 외면으로 성장된 것으로 추정된

다.

  나. 누설점검 

     배관 균열로 인한 계통의 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원자로의 주요 운전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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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자로 출구헤더 압력 및 온도, 가압기 수위 및 중수저장탱크 수위 등을 확인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음을 확인하 다. 운 기술지침서 준수상태를 점검하기 위

하여 금번 냉각재정확통의 중수누설을 사업자는 운 기술지침서의 정의에 따라 

“확인누설”로 해석하 음을 확인하고 운 기술지침서의 요건을 준수하 음을 확

인하 다. 원자로 건물(R501) 내 냉각재 정화계통 격리밸브(3335 MV 02)와 Tee 

배관 연결용접부에서 미량 누설 확인하 다. 그림 2는 정화계통 누설부위 사진을 

나타내며 그림 3은 정화계통 개략도를 나타낸다. 발전소 정지후 자분탐상검사

(MT)를 수행하여 용접부 표면에 약 24mm 균열발견하고, 방사선 투과시험검사

(RT)를 수행하여 냉각재 계통으로 연결되는 6" 배관과 격리밸브(MV2)의 용접연

결부에 약 98mm의 균열발견 하 고, 내부 액체침투 탐상시험(PT)을 수행하여 

밸브측 용접부 상단에 약 91mm의 균열을 발견하 다. 파단면 및 미세조직 검사

를 통해 정확한 균열 및 전파기구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균열부 시편 및 탁본을 

채취하 다. 건설당시 촬 한 방사선 투과시험 필름을 재 판독하여 균열부위의 

밸브 용접부에서 root undercut 또는 lack of fusion으로 추정되는 지시가 판독되

었다.

   다. 결함발생원인

  비파괴검사(MT, RT, PT, VT), 누설부 시편채취 후 육안점검 및 건설시 RT 

필름 재판독 등 결과를 종합하면 균열은 밸브 측 용접부 root undercut 부위에서 

시작하여 응력부식 또는 부식피로에 의해 배관표면으로 성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보수계획의 적합성 검토

     적용코드의 적합성, 교체품 및 용접재료의 자재성적서, 용접방법, 비파괴시

험방법, 압력시험 등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검토하고 보수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에 의거하여 용접부의 균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제출도록 하고, 또한 탄소강 용

접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용접작업 후 용접부의 비파괴시험은 용접부가 상온으로 

떨어진 시점부터 48시간 이후에 수행도록 하 다.

  현장설치 및 보수작업검사를 위하여 격리밸브 및 엘보에 연결된 Tee는 용접부

의 절던 및 연삭 작업과 새로운 용접부의 개선작업 후 가용접을 수행하여 설치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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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조치사항 및 대책

     보수를 수행한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용접부의 

온도가 상온으로 떨어진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후 수행한 비파괴검사(VT, 

MT, RT)결과를 확인하 다.

  용접부 건설기록 검토 및 조치사항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용접사가 수행한 용

접부를 포함하여 냉각재 정화계통의 모든 용접부위에 대한 건설기록을 확인하

다. 균열부에서 채취한 시편 분석결과에 따른 축 조치사항을 수립하여 시행하

다. 금번 보수용접부에 대해 차기 계획 예방정비 기간중 재차 비파괴검사(RT)를 

수행하여 건전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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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정화계통 누설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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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정화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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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성 4호기 원자로 냉각재 누설 보수를 위한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발생일 : 2003. 4. 19)[6]

 가. 사건 요약   

 월성 4호기 100% 원자로출력에서 원자로건물내 공기중 삼중수소 농도가 2003년 

4월 11일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점검한 결과, 원자로냉각재계통에서 소량의 냉각재 

누설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수를 위하여 4월 19일 05:01에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하

다.

정지 후 점검결과 누설부위는 핵연료채널 N-20 채널마개의 봉부위로써 봉부

위에 약 폭 2 mm정도의 눌린 자국이 발견되었다. 한수원은 채널마개를 교체하 으

며 교체 후 누설이 중지되었다. 채널마개 교체이후 현장점검팀이 원자로건물 내부를 

3차례 정  조사하 으나 추가 누설부위가 없음을 확인하 다.

현장조사 결과 원자로냉각재 누설률은 기술지침서 제한치(200 kg/hr) 이내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한 외부로의 방사선 방출량은 일일 최대 14.6 Ci이며 이는 일일 관

리기준치의 약 4.9%정도임을 확인하 다. 금번 사건에 의한 방사성 물질방출 등은 

미세한 수준이었으며 원자로 안전성은 확인되었다.

 나. 사건발생 원인

  냉각재 누설은 핵연료 채널 N-20 채널마개의 봉디스크에 눌린 자국을 통

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는 웑로 냉각재 누설부위 위치를 나타내며 

그림 5는 채널마개를 나타낸다. 채널마개는 핵연료채널의 끝을 봉하고 핵연

료 재장전을 위한 통로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채널마개 설계의 기본

은 종단이음의 봉관에 대한 면 봉을 해주는 금속성 디스크이며, 봉디스

크는 종단이음의 홈에 걸리는 턱에 의해 고정되는 마개본체에 의해 유지되고 

지지되었다. 채널마개의 봉디스크는 ASME SA-564이며 봉부위는 니켈플

레이트가 부착되어 압착시 봉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봉 접촉면에 이

물질이 끼어 봉부위에 눌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사한 경우로써 

2000년 8월에 월성 4호기에서 봉디스크가 손상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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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건발생시 발전소 운전상태의 적합성 

  원자로 수동정지전 원자로건물내 삼중수소 농도는 최대 45.2 DAC로 삼중수

소감시기의 경보치인 150 DAC의 30% 정도 으며 냉각재 누설은 최대 7.6 

kg/hr 정도로 기술지침서 제한치(200kg/hr)의 3.8%정도 다. 또한 일일 삼중

수소 배출량은 자체설정 관리기준의 5% 이내로 유지되었다.

라. 안전성 평가

 냉각재 누설률은 기술지침서 기준치 200 kg/hr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로서 

누설로 인해 원자로의 안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었다. 월성4호기 냉각재 누설과 

관련하여 원자로건물의 삼중수소 농도가 증가되었던 2003년 4월 12일부터 4월 

18일 기간동안 점검을 수행한 작업자는 총 35명이었다.

 이들 작업자에 대한 집단선량은 총 5.73 man-mSv로 평가되었으며 동 작업자들

에 대해 전자개인선량계 (EPD 또는 ADR이라고도 함)로 평가된 외부피폭 방사

선량의 경우, 최고 피폭자의 선량은 1.16 mSv 다.

 또한 삼중수소에 의한 내부피폭 작업자는 총5명으로 평가되었으며 동 작업자들

의 소변시료 측정결과에 의한 선량평가 결과는 최고피폭자의 선량이 3 mrem으

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사선작업관리는 작업 시작전 피폭저감화(ALARA) 회의를 통하여 도출된 방

사선작업관리 계획서에 근거하여 수행되었으며 고농도의 삼중수소 오염구역 출

입작업자에게 휴대용 자가호흡기와 연속공기공급호흡기 등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지급하여 내부피폭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여 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냉각재가 누설된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원자로 건물 외부로의 일일 삼중

수소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제한구역경계에서의 주민피폭선량 계산결과는 최대 

피폭자가 0.02 μSv로 잠정 평가되었으며 이 결과는 일반인의 선량한도인 1 mSv

의 0.002 %에 해당되는 값으로 환경에 미친 향은 거의 없었다.  

 

마. 개선 및 보완요구사항

   금번 사건의 보완조치 후속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의 후속조치가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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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자로건물내 Feeder Cabinet 'C' 지역의 공기중 삼중수소 농도 시료채취 점

검 주기를 차기 계획 예방정비시까지 현상태로 유지된다. 취외된 N-20 핵연료채

널 Plug에 대한 손상원인 정 평가 수행방안을 강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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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원자로 냉각재 누설부위 위치(N-20 핵연료채널 채널마개).

누설부위누설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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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채널 마개(Channel Closure) 위치.

 4. 고압터빈 후단 배관 누설에 따른 출력감발 중 주급수계통 과도현상         

     에 의한 원자로 정지(2004.07.11)[7]

  가. 사건요약

  광2호기는 7월 4일 제14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정상운전 하던 중 7월 10

일 23:10에 고압터빈 주증기 입구배관 응축수 배수 배관 용접부에서 증기가 누설

되는 것을 확인하고 누설부위 정비를 위하여 7월 11일 02:40부터 출력을 감발하

기 시작하 고 원자로 출력 80%에서 주급수 펌프 'C' 를 정지하고 이 후 원자로

출력 40%에서 주급수 펌프 'A'를 감속하 다. 이 과정에서 주급수 헤더 압력 및 

주급수 유량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역지 밸브의 누설증상으로 판단하고 주급수 

펌프 'A' 출구밸브를 차단한 후 펌프를 정지하 다. 이후 증기발생기 수위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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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하여 증기발생기 'C'의 고수위에 의하여 터빈 및 원자로가 정지되었다.

  고압터빈 입구배관 응축수 배수배관 용접부 누설원인은 용접불량에 의한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주급수계통의 과도현상은 주급수 펌프 'A' 정지과정에서 주급

수 제어실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원자로 안전성에 미치는 향은 없었으며 외부환경으로의 방사

능 누출은 없었다. 

  나. 조사내용 및 확인사항

    (1) 고압터빈 주증기 입구배관 응축수 배수배관 누설

     (가) 관련계통 및 배관용접

    응축수 배수배관의 기능은 발전소 운전중 고압터빈 주증기 입구 배관의 응

축수를 연속적으로 배수하기 위한 것이다. 누설배관은 이번 제14차 계획예방정비 

중 탄소강 배관의 감육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교체 보수한 스테인레스강 배관이

다(탄소강 배관의 감육점검은 2" 이상의 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누설이 발생한 부위는 주 터빈계통의 고압터빈 조절밸브 후단에 있는 1.5" 

직경의 Tee와 1" 직경의 배관과의 용접연결부이다. 동 배관의 품질등급은 R등급

이고 재료는 스테인레스강(ASTM A312 TP 304)으로써 용접재료는 ER 

308L(SFA-5.9)이고 용접방법은 GTAW를 사용하 다. 

    (나) 누설부위 보수 및 누설원인 조사

       현장점검 중 7월 10일 23:10 에 해당 배관의 누설을 혹인한 후 원자로출

력을 80%로 감발하여 보수작업을 시도하 다. 그런 증기누설이 계속적으로 증가

하여 원자로 출력을 40%까지 낮추는 과정에서 원자로가 정지되었다. 원자로 정

지후 증기누설이 멈추었으며 이후 누설부위를 연삭 제거한 후 보수용접작업을 

수행하 다. 이로 인해 결함원인 규명에 필요한 용접부 시료채취가 불가능해졌

다.

 누설 발생당시의 증기분출 현장사진에 따르면 소켓용접부 12시 방향위치에서 

증기가 분출되기 시작하 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필릿 용접부의 원주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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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확대되어 결국 Tee와 배관이 분리되었다. 

    (다) 용접부 결함원인 검토

     ① 용접부 피로 및 부식 향

    결함부위는 고압터빈 조절밸브 후단 배관(28")에서 소구경 배관(1.5" 및1") 

으로 분기되므로 해당 배관 및 용접부에 진동은 있으나 (계통운전온도 및 압력: 

270℃, 45.5㎏/㎠), 배관교체 시공 후 약 1주일 정도 운전 중에 누설이 발생하

으므로 고주파 피로에 의한 결함 가능성은 없었다. 운전기간 및 증기 환경을 고

려할 때 부식에 의한 결함으로 보기 어려웠다.

    ② 용접부 소켓 간격유지

   소켓 용접부에 대한 RT 검토결과 Tee와 배관간의 허용간격은 2mm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소켓과 배관의 허용간격 불만족이 용접부 

결함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유사 용접부 5개소에 대한 추가 RT 결

과, 3개소에서 허용간격 불만족이 확인되었으므로 동일 용접사에 의하여 수행된 

기타 배수배관 용접부위(약 350개소)에 대해 신뢰성을 확인 할 필요가 있었다.

  이상의 검토결과로 볼 때 금번 누설 용접부의 결함 원인은 용접사의 용접불량

일 가능성아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주급수 계통 과도현상 검토

   주급수 펌프 'A'출구 역지밸브 내부결함 및 누설여부검토 할 때 주급수 펌프 

'A' 출구 역지밸브(AE-V020)는 18" Swing Type(제작사:Velan Valve Co.)이며 

점검주기는 1주기로 제14차 계획예방정비 기간중 분해점검결과 이상이 없었다. 

  운자로 정지 후 수행한 분해점검 결과 외관상 내부누설을 발생시킬 만한 결함

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주급수 모관의 압력이 감소하고 정상적으로 운전 중이던 주급수 펌프 

'B' 의 유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때 금번과 같이 주급수 펌프 2대( 'A' 및 

'B')운전 중 1대를 정지하기 위해 펌프를 감속운전 할 때에는 주 급수 펌프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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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로 설치된 경우 정상속도로 운전 중인 펌프(펌프 'B')로부터 감속운전 중인 펌

프(펌프 'A')로 유로형성이 가능하며 주급수 펌프출구 역지밸브 전후단의 낮은 

유체압력차로 인하여 디스크가 들려 역지밸브를 통한 역류가 가능하며 이러한 

현상이 금번 과도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은 주급수 펌프 'A' 

출구 역지밸브(AE-V020) 상태를 나타내며 그림 7은 터빈 증기배관 배수계통 도

면을 나타내고 그림 8은 증기누설 부위 사진을 나타낸다.

      

               그림 6. 주급수 펌프 'A' 출구 역지밸브(AE-V020)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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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7. 터빈 증기배관 배수계통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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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증기누설 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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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원전배관 손상사례

1. 쓰루가 2호기 스테인레스강 엘보우 손상현황 및 원인분석[8]

가.  사고 개요

  1999년 7월 12일 오전6시경,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시 (그림 1 참조) 소재 쓰루

가 2호기 화학 체적 제어 계통 (CVCS; Chemical & Volume Control System)의 

재생열교환기 입구 엘보 배관의 균열에서 51톤의 원자로 냉각재 누출 사고가 발

생하여 12일 밤 직원을 격납용기로 들여보내 누설 부위의 앞/뒤 밸브를 차단하

여 사고발생 약 14시간 30분 후인 밤 8시 29분에 누설을 정지시켰다.

  균열 발생 부분이 감시카메라의 사각 지대에 있어, 누설 위치를 찾는데 반일이 

걸려 누설을 멈추게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나.  사고 경위 추정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은 정상운전중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수위를 조절하고 원

자로 냉각재의 수질을 유지하며, 붕산농도를 조절하여 원자로 출력을 조정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보조계통중의 하나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쓰루가 2호기에서는 냉각재 상실사고가 발생하 을 경우 붕산수를 원자로내에 

주입하는 비상노심냉각기능의 일부인 고압안전주입의 주요 안전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언론 보도 등의 자료에서는 주요 변수에 대한 자료가 불명확하다. 정확

한 사고 추이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발전소 운전 자료가 

필요하다.

-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설계자료

- 안전주입신호 (Safety Injection Signal) 발생여부 및 발생 시간

- 가압기 수위 및 압력 변화

- 체적제어탱크의 수위변화

- 비상 및 비정상 운전절차서



- 21 -

- 발전소 운전 일지 등

  현재는 자료가 부족하여 가압경수로형 원전의 일반적인 설비 특성과 사고후 

대응조치를 근거로 몇 가지의 사건의 진행상황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추

정은 극히 부족한 자료 만을 근거로 추정된 사고 경위이다.

  사건의 추이를 볼 때 SI 신호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SI가 발생하면 RCS에서 외부로 냉각재가 유출되는 유로를 폐쇄하게 된다. 이번

에 균열이 발생한 Letdown(유출) 배관도 격리 밸브에 의해 폐쇄되어 유출이 중

단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설은 사고 발생 14시간 후 육안으로 누설 부위를 파

악하고 격리밸브를 폐쇄함으로써 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Letdown line에서의 누설량이 충전유량을 초과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가압기 수위와 압력은 상당시간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압기 수

위가 계속 감소하 다면 LOCA절차서로 진입하게 되며, 또한 가압기 압력과 온

도가 계속 감소하 다면 원자로가 자동으로 트립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에 따른 원자로 정지 후 RCS 감압과 냉각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

기에 대부분의 누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CVCS의 letdown은 RCS 압력이 

감소하면 유출유량이 감소한다.

  일반적인 웨스팅하우스에서 설계한 PWR의 VCT의 전체 용량은 약 

3000gallons 이며 정상 운전중에는 이의 1/3인 약 1000gallons(~4.5톤)을 유지하는 

상태로 운전된다. 따라서 안전 주입이 없었다면 사고후 초기 (1.5시간이내)에 

VCT 수위가 감소하여 수원이 letdown에서 재장전수 저장탱크( RWST)로 전환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운전원 조치 추정

 - 운전원은 원자로가 자동정지 되지 않으면 비정상절차서 (abnormal 

operating procedure)에 따라 운전을 수행한다. 이번 사고와 같이 누설부위

가 확인되지 않은 일반적인 일차냉각재누설 절차서는 누설부위를 확인하여 

누설을 중단시키거나 누설부위가 확인되지 않고 누설량이 기술지침서의 제

한치를 초과할 때는 원자로를 정지하고 비상절차서에 진입한다.

- 이번 사고의 경우 Letdown line에서의 누설량이 충전유량을 초과하지 않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압기 수위가 감소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

며, 절차서의 체계상 사고 진단 절차를 거쳐 일반적인 원자로 트립 절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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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회복 절차에 진입하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또 다른 이

유로는 냉각재상실사고 비상절차서에는 letdown line의 격리가 요구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격리가 사고 발생 후 14시간 경과 후에 격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이번사고에서는 사고이후 운전원의 판단 및 조치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사고후 원자로 수동정지가 약 40분후에 이루어 졌기 때문에 상당시간 RCS

가 RCS 저압력 트립 설정치 이상으로 압력이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때의 유출유량은 상당한 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빠른 시간 내에 VCT가 고갈되었다면, letdown에서부터 VCT사이에

서 누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 대부분의 발전소가 누설사고 후 letdown과 충전유량을 확인하게 된다. 이때 

letdown 유량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만약 유량계가 

재생 열교환기 후단에 있었다면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유량확인이 가능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사고 원인  및  분석

- 1996년에도 쓰루가 2호기의 동일 시스템에서 약 1톤의 냉각재 누설이 있었

으며, 당시 원인으로는 배관의 제작공정 중에 표면에 아연 불순물이 부착되

어 균열로 진전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번 사고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

이 아닌가 하는 보도가 있다.

이번 사고는 스테인레스 배관에 대한 전형적인 파단 전 누설 (LBB, Leak 

Before Break) 현상을 보여준다.

- 열교환기는 다른 부품보다 큰 온도차가 발생하는 부품이다. 균열 발생 원인

으로는 엘보우의 비틀림 현상과 내부의 균열이 열피로에 의하여 균열이 성

장하여 파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림 9는 엘보우 관통균열의 외관 관

찰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엘보우에 응력이 많이 걸리고 침식이 발생

하므로 직관부보다는 두께를 두껍게 보강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7월18일 조사에서 배부 표면에 광범위한 변형이 퍼져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이 변형은 외부 표면의 44 리의 균열 상단부와 맞닿은 위치에서 배관의 용

접부까지 약 41 리에 걸쳐 있다. 현재로는 소성변형에 의한 함몰인지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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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발견된 것보다 더 긴 손상의 가능성도 

있다.

마.  사고 평가

- 과거 몬쥬 고속증식로의 2차 계통의 나트륨 누설 이상의 심각한 사태로 여

기는 보도도 있다. 그 이유는 나트륨은 공기중 고체로 변화되어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이 안되나, 냉각재는 증기로 변화되어 격납건물 외부

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실제적

으로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보도되었다.

- 일본내 다른 원전의 누설사고와의 비교 : 1979년 (소화 54년) 관서전력의 다

까하마 2호기 누설사고(95톤) 다음으로 다량의 냉각재가 누설된 경우이다 

(이것은 사고 초기 누설량이 89톤으로 추정 보도될 당시의 비교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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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엘보우 관통균열의 외관 관찰사진.

2. 일본 하마오까 원전 1호기 잔열제거계통 증기 배관 파단사고 예비분석        

   (2001.11.7)[9]

 가. 사고개요

  2001년 11월 7일 오후 5시경 시즈오카현 하마오까에 위치한 하마오카 원전 1

호기(중부전력 소유 비등형 경수로 출력 540MWe)에서 정상출력운전 중에 고압

냉각주입(high pressure coolant injection:HPCI)계통의 터빈구동 펌프 기동시험

을 수행하던 중 동 계통의 터빈구동 펌프가 자동적으로 정지했고 원자로 격납건

물 약 10여 개소에 위치한 화재감지기가 작동하 다.

  원인은 원자로 건물 2층의 잔열제거계통(residual heat removal system)증기 

배관인 잔열제거 열교환기에 연결된 배관 1개가 완전히 파단된 것이다. 그림 10

은 하마오까 원전 1호기의 잔열제거계통 증기 배관파단 부위 개략도를 나타내며 

그림 11은 배관 파열부 사진 1 그리고 그림 12는 배관 파열부 사진 2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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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고로 원자로를 긴급히 냉각시킬 수 있는  비상노심 냉각계통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ECCS) 의 일부인 고압노심 냉각계통이 이용 

불능 되었고 방사능을 포함한 증기가 원자로 건물로 누설되어 화재 경보기가 울

렸지만 건물 외부로의 방사능 누설은 없었다고 보고 되었다. 

  파단된 배관은 내경이 15cm, 두께가 1.1cm인 탄소강이고 주중기 배관에서 분

기된 배관으로 파단 부위는 원자로의 잔열을 제거하는 잔열제거 계통과 연결된 

배관이 "L" 자 형으로 굽어진 엘보 부분이다. 이와 같이 잔열제거계통 증기 배관

의 완전한 파단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사고이다. 

  중부전력측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에 1호기의 원자로를 수동으로 정지시키

고 긴급조치를 취하 다. 중부전력의 확인 결과 비상노심냉각계통의 하나인 고압

냉각주입계통에서 잔열제거 열교환기로 분기되는 증기배관의 엘보가 파단으로 

인해 증기가 누설되었고 또한 고압냉각 주입계통 터빈 펌프의 기동시험 직후 고

압냉각 주입펌프 구동용 증기 추출배관에 위치한 밸브들이 자동적으로 닫혔기 

때문에 증기의 누설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하 다. 그러나 배관 판단의 원인은 아

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추후 상세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경제 산업성 산하 

원자력 안전 보안원은 이 사건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고 특히 배관 내부결함을 

인해 배관이 완전히 파단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상세한 원인을 조사 중에 있

다.

   본 사고는 BWR에서 비상노심냉각이 필요할 때 이 안전계통이 작동하지 않

아 노심의 용융 등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하는 

것으로 일차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러한 guillotine rupture 가 다른 안전

관련 배관에는 일어날 수 있지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이차적인 중요

한 의미를 가진다.

  파단된 배관부분의 검사 도중 원자로 용기에서 냉각재가 누출되고 있는 사실

을 또한 발견하 다. 조사결과 원자로를 관통하는 89개의 제어봉 구동장치(CRD)

들 중 1개에서 제어봉 구동자치를 관통하는 하우징(stainless steel)용접부에 발생

된 균열로 인해 누수가 발생된 것을 잠정 확인 하 다. 그러나 이는 이번 잔열제

거계통 배관 파단 사고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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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0. 하마오까 원전 1호기의 잔열제거계통 증기 배관파단 부위 개략도. 

    

    

                            그림 11. 배관 파열부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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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배관 파열부 사진 2.

   나. 사고진행과 사고후 조치

       사고 보도 자료들을 종합해서 이번 사고의 발생경위를 다음과 같이 추정

해 볼 수 있다.

       - 고압주입계통(HPCI) 정기시험을 위해 진동펄프를 기동(가압경수로의 

터빈구동 펌프에 사용되는 증기는 방사능이 없는 터빈에서 나온 증기를 대기로 

보내지만 비등 경수로 터빈 구동펌프에 사용되는 증기는 방사능이 포함되어 증

기를 응축기로 보낸다. 

       - 고압냉각주입계통 터빈구동 펌프 가동중시험(in-service testing)수행을 

위해 증기 추출배관정렬

       - 터빈펌프 기동을 위한 증기추출 관련 밸브개방

       - 잔열제거 열교환기의 증기추출 배관 파단(내경 15 cm)

       - 원자로 건물 내부로의 증기방출로 인한 화재 경보발생(비등경수로의 

특성상 주증기는 방사선을 포함)

       - 시험중인 고압냉각주입 펌프의 터빈 정지밸브가 자동으로 닫힘으로서 

펌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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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에 증기추출배관 관련밸브가 자동으로 닫힘으로써 사고종료

       - 수동으로 원자로 정지 후 사고조사

   다. 사고원인분석

       하마오까 원전 1호기 잔열제거계통 증기배관 판단사고는 비상노심냉각계

통의 일부인 고압냉각주입계통에서 잔열제거 열교환기로 분기되는 증기배관의 

엘보우 파단으로 인해 고압냉각주입계통이 이용불능되어 비상노심냉각계통이 부

분적으로 기능상실실 되고 방사능 증기가 누설된 것으로 파단의 상세원인은 현

재 조사중에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고 진행과정 일본의 보도자료 파단부의 사진자료 등 여러 

가지 정보로부터 판단할 때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은 크게 수격현산(water 

hammer)순간적인 강압에 의한 증기폭발 그리고 이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아직 안 밝혀져 있으나 파단 부위에 반복적

으로 가해지는 재료의 피로 파단배관의 설계변경 잘못 또는 인적오류의 개입으

로 추정하고 있다.

     (1) 수격현상발생으로 인한 파단 가능성사고의 발생직전에 수격현상의 특징

인 금속 파편음을 작업자가 들었다는 점에서 사고의 일차적인 원인을 수격으로 

보고 있다.

  수격현상의 발생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번 하마오까 원전 1호기 사고는 

고온증기를 수송하는 배관내에 과냉각 응축수가 존재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응축수에 의해 수격현상이 발생하 다면 잔열제거계통의 배관에 들어있는 포

화수증기가 낮은 온도의 배관벽에서 응축되어 배관에 존재하 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 시험을 통하여 밸브를 작동하는 순간에 과냉각 응축수가 배관으로 

들어가서 배관내에 포화 수증기가 급냉각되고 들어오는 물의 관성력으로 가압이 

되어 순간적으로 응축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현상으로 응축된 물이 잔열제거 계통배관에 순간적으로 흐르게 되어 물이 

채워져서 유동이 막힌 부분의 관벽과 부딪쳐서 수백기압의 충격파를 발생시킴으

로써 배관을 순간적으로 파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격현상에 의해 파단이 발생되었다면 파단된 배관부위에는 제작결함, 운전중 

열화효과, 부식-침식 등의 현상이 존재했을 가능성과 이러한 현상들이 수격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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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충격파와 결합되어 순간적인 배관 파단을 가속시켰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재료피로로 인한 파단 가능성

         고압냉각주입 펌프의 반복되는 시험으로 배관 내부에 존재하는 저온의 

물과 고온의 수증기에 기인한 열피로 및 수격에 의한 배관의 피로 누적으로 배

관내면에 균열이 발생하 거나 혹은 탄소강의 부식에 의한 감육으로 배관의 두

께가 얇아져 70 기압의 배관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

다.

      (3) 급속한 감압에 의한 수증기 폭발에 의한 파단 가능성

         유입구에서 주증기 관과 연결된 배관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고압노

심 주입계통의 밸브를 열면 잔류계통이 급격히 감압되므로 이로 인해 잔열제거 

계통의 모터 구동밸브보호용 고온의 물이 수증기 폭발을 일으켜 배관을 파단시

킬 가능성도 있다.

      (4) 수격과 재료피로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

         엘보 부위가 고압냉각주입 터빈 펌프의 반복적인 시험으로 재료피로 

가 어느 정도 누적된 상태에서 수격 현상으로 발생하지만 위의 사고 원인은 1차

적인 것으로 근본적인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잔열제거계

통 증기배관을 엘보 형태로 1993년에 변경 후 8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왜 

지금 사고가 일어났느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는 그 답을 찾기 어려웠다. 사고

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단 부위에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재료의 피로 배관의 시

공 잘못이나 시험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인적오류 등의 개입으

로 수격이 발생되었다는 의견도 고려할 수 있다.  

 3. 일본 미하마 원전3호기 배관 파단사고(2004.8.9)[10]

 가. 사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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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8월 9일 관서전력주식회사의 미하마 3호기에서 2차 계통인 복수계통의 

배관이 파열되어 고온의 2차계 냉각수가 유출되고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는 사건

이 발생하 다. 동 사고는 가압 경수로형 원전의 2차 계통 배관파열에 해당되며 

사고직 후 원자로 안전배수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해 

발전소 터빈건물에서 작업하던 작업자 5명 이 사망하고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 다.

  미하마 3호기는 정격출력 운전중이 으며 8월 9일 15시 22분에 주 제어실에 

화재경보기 신호가 발생하 다. 운전원은 경보발생지역이 터빈건물 2층임을 인지

하고 현장점검결과 건물 내가 증기로 꽉 차 음을 확인하 으며 2차계 배관으로

부터 증기 혹은 고온수가 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 다. 운전원

은 15시 26분에 긴급 부하감발을 착수하 으나 15시 28분에 “3A SG 급수 증기

량 불일치 trip”경보가 발생하고 원자로 및 터빈이 자동정지하 다. 사고시 발전

소 주요변수의 변화에는 주목할 만한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원자로는 8월 10

일 23시 45분에 저온 정지 상태에 도달하 다.

  운전원은 터빈건물 내 점검을 실시한 결과 17시 30분에 건물 2층에 있는 탈기

기의 천정부근에 위치한 #4급수가열기로부터 탈기기로 가는 A 계열의 복수배관

이 파손되었음을 확인하 다. 이후 원자력 보안 검사관도 동일한 상황임을 확인

하 다. 

  동 원전은 2004년 8월 14일부터 제21차 정기검사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고발생 당시 터빈건물에는 총 105명의 관서전력 직원 및 협력기업의 사원들이 

정기검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 중에 파손된 A 계열 복수

배관 근처에서 작업중이던 작업자는 파손부위에서 분출된 증기 및 고온수에 의

해 화상을 입었으며 이중 5명은 사망하고 6명은 부상을 입었다.    

  관서전력의 사고발생 전후의 운전변수 조사결과 파손발생 전에 파손징후를 인

지할 만한 징후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하 으며 이번 사고를 유발할 어떠한 

특별한 운전조작도 없었다. 

 나. 규제기관 대응조치

    원자력안전보안원(이하 보안원)은 사고발생 후 즉시 보안원 심의관을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에 따른 대책마련에 착수하 다. 8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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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보안원은 총합자원 에너지 조사회 산하의 원자력안전보안부회 원자로소위원

회를 개최하고 미하마 3호기 2차계 배관파손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 다. 조사

위원회는 2명의 위원을 즉각 현지에 파견하고 8월 11일 제1차 조사위원회를 개

최하 다. 

  8월 11일 이후 보안원은 원자력연구소 및 일정규모 이상의 화력발전소의 운

자들로 하여금 배관두께관리의 이행상황을 보고토록 지시하 다. 8월 13일에는 

미하마 발전소에서의 현장검사를 통해 파손부위에 대한 조사 및 발전소 관련자

와의 면담을 실시하 다. 추가하여 8월 30일에는 파손부위를 보수 및 점검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보고서를 제출도록 하 다. 또한 보안원은 지방정부인 후쿠이현

의 미하마정 등 지역에서 조사 및 검토된 진행상황을 직접 설명함으로써 이 사

고에 대한 책임을 밝히는 노력을 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원인을 밝히고 규명된 문제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기 위해 6

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배관파손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와 현상을 해명

하기 위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를 수행키로 결정하 다. 보안원은 최종결과를 

얻기 전에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조사위원회에서 논

의된 사항을 근간으로 하여 조사결과의 중간요약을 정리하 다.

  다. 사고 향

    (1) 원자로에 미친 향

       미하마 원전 3호기는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이 증기발생기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지고 이 열로서 터빈을 돌리는 가압경수형 원자로이다. 기본적으로 가압경

수로 원전의 2차측 냉각수내에는 방사성물질이 없기 때문에 화력발전소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가압경수로의 2차측은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을 방출하는 방식으

로 원자로를 냉각하는 역할을 하므로 원자로설비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점에서 

볼 때 1차측 뿐만 아니라 2차측 계통을 포함한 전 계통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차계통의 손상이 원자로에 미치는 향에 대한 평가는 원자로시설의 안전

심사를 통해 주급수관 파단사고 주증기관 파단사고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가압경수로 원전설비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심사지침에 근거하여 안전성 

평가분석이 수행된다. 금번사고는 복수계통 배관의 파열로 인해 2차계통의 냉각

수가 계통 외부로 방출되고 증기발생기에 공급하는 급수가 일부 중단되어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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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열제거 능력이 감소됨으로 인해 원자로에 향을 미쳤기 때문에 주급수관 

파단사고에 준한다. 그림 13은 미하마 3호기 2차 계통 및 사고발생부위를 나타내

며 그림 14는 파단부 사진을 나타낸다.

  금번사고에서 원자로의 안전과 관련된 계통들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원

자로 압력, 온도 및 기타 주요변수들이 안전심사 시에 수행된 안전성 분석에서 

평가된 결과보다 심각한 향을 나타낸 것은 없었다. 

  보안원은 본 사고에 대해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에 근거한 사고의 잠정등

급을 0+로 평가하 다. 11명의 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등급은 낮게 평가

되었으며 그 이유는 INES가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향 및 인체에 대한 방

사선의 향에 따라 그 심각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2) 주변환경 향

      소외 방사선 감시기 및 배기 덕트 감시기의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고 전

후에 유의할 만한 변동사항이 없었음 2차 냉각재 누출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에 

아무런 방사선 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3) 누설량 평가

      관서전력으로부터의 보고에 의하면 파손된 배관으로부터 방출된 2차계 냉

각수량은 약 885 ton 정도이다. 이는 2차 보충수 탱크로부터 공급된 량 탈기기에

서의 수위 감소 및 배간에 보유된 물의 량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운전 중에는 

2차 계통의 보유되는 수량은 약 1100ton이다.

 라. 추정되는 배관파손 메카니즘   

    동 조사를 수행한 결과 판명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파손된 배관은 탄소강이며 편류를 일으키기 쉬운 부분인 오리피스 후단에서  

    발생함. 

  - 급수 및 복수계통의 pH, 용존산소, 기타 수질 데이터는 제어치 이내 값을    

   유지해 왔음.

  - 파열부위 근처의 복수온도는 약 140℃이며 이 온도에서 침부식이 발생하기  

    쉬움.

  - 배관 내면은 크게 감육되었고 표면 전반에 걸쳐 묽기 비닐 형상으로서 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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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특성을 보임.

  - B loop 유사부위에서 배관 내면에도 유사한 감육현상을 보 으며 물고기 비  

    닐 형상이 보임. 

   상기로부터 문제의 배관파손 원인은 침부식으로 평가되며 운전시간 경과에 

따라 벽면두께가 점진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감소된 배관 두께 및 배관

의 불충분한 강도가 운전 시의 하중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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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미하마 3호기 2차 계통 및 사고발생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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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4. 파단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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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원전배관 사고통계

                       

제1절 국내 사고통계

  국내 원전배관 사고 통계에서 표 1은 국내원전 안전등급 배관손상통계를 나타

낸 것이고 표 2는 경수로 원전 1차 배관손상기구 그리고 표 3은 국내원전 손상

통계(1999-2001)를 나타낸 것이다. 표1에서 원자로형별 손상유형은 Wall 

thinning(no leak), Crack/Leak, Wall thinning/leak, Pinhole/Leak 등이며 손상원

인은 FAC, Vibration, Corrosion, Weld Error, Thermal fatigue 등이다. 표2에서 

열화부위는 Main coolant piping and nozzles, Dissimilar metal welds, Elbows, 

Cast stainless steel piping, Stainless steel welds, Surge line nozzles, Surge 

line nozzles 등이며 파손모드는 Through-wall coolant leakages, Ductile 

fracture, Cracking leading to leak 등이다. 표 3에서 국내원전 호기별 손상계통

(고리3, 고리4, 광1, 광2)은 SG A Loop의 V026 후단 주급수배관, SG B 

Loop의 V048 후단 주급수배관, SG C Loop의 V049 후단 주급수배관 등이다. 

광2호기 손상계통은 CVCS HV-003 전단 2" socket 용접부, CVCS V1080 전단 

2" socket 용접부, CVCS V1367차단밸브전단 2" socket 용접부, CVCS 

BG-FHV003 전단 2" elbow socket 용접부 등이다. 1차측 SEC 계통열교환기 

train A 후단 배관 확관부위(#1), 1차측 SEC 계통열교환기 train B 후단 배관 확

관부위 등이다.월성2호기 손상계통은 SG 3번 저온관에 연결된 냉각재 정화 계통 

복귀배관 용접부 등이다. 국내원전의 결함유형은 MF-FAC, 손상(균열), 누설,  

P/H 발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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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국내원전 안전등급 배관손상통계

원자로형 손상계통 배관직경(in) 손상유형 손상원인

WH-3 Loop(8)

MFWS 18  Wall thinning(no leak)  FAC

CVCS
2  Crack/Leak  Vibration

3/4  Crack/Leak     Vibration

NSCWS 6  Wall thinning/leak  Corrosion

RCS 3/4  Pinhole/Leak  Weld Error

ESWS

28
 1 Wall thinning (no leak)

 1 Pinhole/Leak
 Corrosion

10  Pinhole/Leak  Corrosion

KSNP(8)

AFWS 1  Pinhole/Leak  Welding error

CVCS 3/8  Pinhole/Leak  Welding error

ESWS

8  Wall thinning/leak  Corrosion

36  Pinhole/Leak  Corrosion

PSS 3/8  Crack/Leak  Thermal Fatigue

RCS 3/4  Pinhole/Leak  Welding error

CANDU(4) Purification 4 Crack  Thermal fati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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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경수로 원전 1차 배관손상기구

열화부위 열화인자 열화원인 파손모드

Primary

coolant

pipes 

-Main coolant piping and   

 nozzles

-Dissimilar metal welds

-System operating

 transients

-High temp.(coolant)

 Low-cycle

 fatigue

 Through-wall

 coolant

 leakages

 Elbows

 

-System operating

 transients

-High temp.(coolant)

 Low-cycle

 fatigue

 Through-wall

 coolant

 leakages

 High temp.
 Thermal

 embrittlement
Ductile fracture

 Cast stainless steel       

piping
 High temp.

 Thermal

 embrittlement

-Through-wall 

 coolant leakage

-Brittle

 fracture

 Stainless steel welds  High temp.
 Thermal

 embrittlement

-Through-wall 

 coolant leakage

-Brittle

 fracture

Pressuri

zer

 Surge line nozzles

-Plant operating

 transients

-Hydrotests

-PWR coolant

 Fatigue

 (thermal)

 Cracking

 leading to leak

 Spray line nozzles  Spray actuations
 Fatigue

 (thermal)

 Cracking

 leading to leak

 Heater sheathes and

 sleeves

 Thermal-induced    

  rubbing

-PWSCC

-Wear

 Cracking

 leading to leak

 or small LO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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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국내원전 손상통계(1999-2001)

호기 계통 결함유형 조치사항

고리3

 SG A Loop의 V026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26 후단부위교체

 SG B Loop의 V048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48 후단부위교체

 SG C Loop의 V049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49 후단부위교체

고리 4

 SG A Loop의 V049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26 외면육성용접

 SG B Loop의 V049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48 외면육성용접

 SG C Loop의 V049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49 외면육성용접

광 1

 SG A Loop의 V026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26 후단부위교체

 SG B Loop의 V048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48 후단부위교체

 SG C Loop의 V049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49 후단부위교체

광 2

 SG A Loop의 V026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26 후단부위교체

 SG B Loop의 V048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48 후단부위교체

 SG C Loop의 V049 후단 주급수배관  MF-FAC  V049 후단부위교체

 CVCS HV-003 전단 2“ socket 용접부  손상(균열)  제거, 재용접

 CVCS V1080 전단 2“ socket 용접부  손상(균열)  제거, 재용접

 CVCS V1367차단밸브전단 2“ socket

 용접부
 손상(균열)  제거, 재용접

 CVCS BG-FHV003 전단 2“ elbow

 socket 용접부
 손상(균열)  엘보우 1개소 교체

광 3
 1차측 시료채취계통 V-213후단 delay 

 coil의 3/8" tube socket 용접부
 누설  임시보수

울진 2

 1차측 SEC 계통열교환기 train A 후단

 배관 확관부위(#1)
 P/H 발생  SS 재질로 교체

 1차측 SEC 계통열교환기 train A 후단

 배관 확관부위(#2)
 P/H 발생  SS 재질로 교체

 1차측 SEC 계통열교환기 train B 후단

 배관 확관부위
 P/H 발생  SS 재질로 교체

월성 2
 SG 3번 저온관에 연결된 냉각재 정화

 계통 복귀배관 용접부
 균열

-배관교체

-엘보우 1개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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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외 사고통계

  다음은 국외 원전배관 사고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는 OPDE 사고통계를 

나타낸 것이고 표5는 미국에서의 탄소강 배관감육 손상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4에서 원자로형별(PWR, BWR, PHWR, RBMK) 결함형태는 P/H-Leak, 

Severance, Crack-Full, Crack Part, Small Leak, Leak, Wall Thinning, Rupture, 

Reportable Indication, Deformation, Buckling/Distortion 등이다. 표 5에서 미국 

사고 원자로는 Oconee 3, Browns Ferry 1, Oconee 2, Calvert Cliffs 1, Trojan, 

Haddam Neck, Hatch 2, Surry 2, Catawba, Sequoyah, Fort Calhou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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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OPDE 사고통계[11] 
 

No. PLANT TYPE POS EVENT TYPE

1  PWR  CSD-Cold Shutdown  P/H-Leak

2  PWR  Power Operation  Severance

3  PWR  CSD-Cold Shutdown  Crack-Full

4  BWR  CSD-Cold Shutdown  Crack Part

5  PWR  Power Operation  Small Leak

6  PWR  Power Operation  Leak

7  PHWR  Power Operation  Wall Thinning

8  BWR  CSD-Cold Shutdown  Crack Part

9  BWR  Power Operation  P/H -Leak

10  BWR  Power Operation  Leak

11  BWR  Power Operation  Small Leak

12  BWR  CSD-Cold Shutdown  Wall Thinning

13  BWR  Shutting Down  Severance

14  PWR  CSD-Cold Shutdown  Small Leak

15  BWR  HSD-Hot Shutdown  Small Leak

16  PHWR  Power Operation  Large Leak

17  PWR  Power Operation  Large Leak

18  PHWR  CSD-Cold Shutdown  Crack Part

19  BWR  HSD-Hot Shutdown  Rupture

20  BWR  Commissioning/Pre-operational Testing  Small Leak

21  PHWR  Power Operation  Severance

22  PWR  Commissioning/Pre-operational Testing  Small Leak

23  BWR  Refueling  Crack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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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No. PLANT TYPE POS EVENT TYPE

24  PWR  Low Power Operation  P/H-Leak

25  BWR  Starting up  Small Leak

26  BWR  CSD-Cols Shutdown  Crack-Full

27  BWR  Refueling  Crack-Part

28  PWR  Hot Shutdown  Small Leak

29  PWR  Commissioning/Pre-operational Testing  Rupture

30  PWR  CSD-Cold Shutdown  Wall Thinning

31  PWR  Hot Standby  Small Leal

32  PWR  CSD-Cold Shutdown
 Reportable

 Indication

33  BWR  CSD-Cold Shutdown  Deformation

34  RBMK  Power Operation  Small Leak

35  RBMK  CSD-Cold Shutdown  Crack-Part

36  RBMK  Power Operation  P/H-Leak

37  PHWR  CSD-Cold Shutdown  Wall Thinning

38  PHWR  Refueling  Small Leak

39  PHWR  Power Operation  Small Leak

40  RBMK  Power Operation  Rupture

41  PWR  Hot Standby  Small Leak

42  PWR  CSD-Cold Shutdown  Buckling/Distortion

43  RBMK  CSD-Cold Shutdown
 Reportable

 Indication

44  BWR  CSD-Cold Shutdown  Wall Thinning

45  PWR  CSD-Cold Shutdown  Wall Thinning

46  BWR  CSD-Cold Shutdown
 Reportable

 Ind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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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미국에서의 탄소강 배관감육 손상통계

Plant Description Reference Year

Oconee 3

 Extraction line pinhole leak  NRC IN 82-22 1976

 Replace erosion/corrosion thinned elbow  NRC IN 82-22 1980

Browns

Ferry 1

 Failure of 8-inch discharge line on the MSR  

 drain pump
 INPO SER 41-82 1982

Oconee 2
 Failure of a 3-to 10-inch expander down 

stream of a reheater drain tank
 INPO SER 23-85 1983

Calvert

Cliffs 1

 Rupture of a 16-inch elbow in a branch line  

 from a cold reheat stream line
 INPO LER 88-84 1984

Trojan  Failure of 14-inch heater drain piping  NUREG 1344 1985

Haddam

Neck

 Pipe rupture downstream of a feedwater     

 heater

 INPOLicensee Event  

 Report (LER)

 305-85006

1985

Hatch 2
 Rupture of a 20-inch to 16-inch reducer in   

an extraction stream line

 INPO LER

 366-86010  
1986

Surry 2  Rupture of a 18-inch Main Feedwater Line  NUREG 1344 1986

Trojan  Failure of a 14-inch main feedwater line  NUREG 1344 1987

Surry 2  Failure of a 16-inch main feedwater line  NUREG 1344 1989

Catawba  Failure of a 4-inch main feedwater line  IN 92-07 1991

Sequoyah  Failure of 16-inch Condensate Piping  IN 95-11 1994

Surry 2  Cavitation erosion of letdown line orifices  IN 98-45 1996

Fort

Calhoun
 Rupture of 12-inch extraction stream piping  IN 97-8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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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적용방안

  유도초음파기술을 적용할 원전배관 선정을 위하여 다음 기준에 의해 검토되었

다.

가. 사고에 의한 관심 대상 배관 계통

나. 연속성에 대한 장애물(밸브, 행거, 용접부 등)이 적은 배관 계통

다. 접근성이 용이한 배관 계통

이러한 기준에 의한 적용 가능한 원전 부품으로는 

가. 증기발생기 전열관 (인코넬 튜브)

나. 복수기 튜브 (Ti-튜브)

다. 중수로 결함연료 탐지계통(DN) 튜브

라. 중수로 피더관 등이다.

앞 장에서 기술한 원전배관의 손상사례를 보면, 손상배관 위치, 형태, 공간 등 유

도 초음파검사법의 적용에 적절치 않는 기하학적인 요소를 갖고 있고 또한 손상

배관 재질, 지지대 및 용접부와 결함부의 신호해석 및 정확한 결함신호의 획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배관규격 모의 표준배관을 제작하여 유도 초음파 검

사법을 최적화 하여 적용하려고 한다. 모의 원전표준 배관은 5 장에서 상세히 기

술하 으며 이에 근거하여 제작하여 EMAT 및 자기변형에 의한 유도초음파를 

발생시켜 표준결함에 따른 시험장치의 교정(calibration)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다음 축방향 및 원주방향의 인공결함에 대한 유도초음파 신호를 획득하고 결함

의 크기 및 형태에 따른 유도초음파의 신호를 해석할 예정이다. 모의 표준배관의 

인공결함에 대한 유도 초음파의 신호해석을 근거로 하여 원전 배관에 유도 초음

파검사를 적용하여 결함신호를 검출하고 원전배관의 결함여부 및 결함위치를 판

별할 계획이다.

  또한 앞에서 기술한 적용 가능 원전 부품에 대하여는 전열관과 복수기 튜브는 

제작사를 통해 튜브를 확보하거나, DN 튜브와 피더관은 동일 규격에 해당하는 

튜브를 구입함으로 실험실에서 유도 초음파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함으로 향후 

현장 적용시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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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모의배관 설계제작

제1절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 모의배관 제작

 1. 설계

   모의배관은 그림 19과 같은 탄소강 배관 및 스테인레스강 배관 제작도면에 

의거하여 제작되었으며, 2개의 P-P Butt Weld, 2개의 P-E ButtT Weld, 그리고 

양 끝단은 10T 강판을 용접하여 관막음 처리가 되었으며 관내에 물을 채우기 위

한 밸브가 3개 설치되었다. 그림 15는 모의배관 형상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16은 

Elbow 및 관막음을 나타낸 것이다. 지지대는 PE재질을 이용하여 가능한 Guide 

Wave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 으며, 바닥에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스테

인레스강을 사용하여 내구성을 가지도록 하 다. 

          

                

        그림 15. 모의배관 형상.

      

탄소강 모의배관 재작에 사용된 재질은 ASTM A106/ASME SA106 Seamless 

Tube, 스테인레스강 모의배관 제작에 사용된 재료는 ASTM A312/ASME 

SA312 Seamless Tube이며 두 재료 모두 6"/SC80 규격이다. 그림 20은 탄소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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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재질에 대한 상세정보를 나타내었고 그림 21은 스테인레스강 배관재질에 대

한 상세한 정보를 나타내었다.

     

 그림 16. Elbow 및 관막음.

2. 제작

  Weld Groove는 실제 원자력 발전소 제작에 적용된 WPS(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APPENDIX 4W REV.1)를 참조하 다. 그림 17은 Weld Groove의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그림 18은 MIG Weld 및 Weld Bead을 나타내었다. 

        

     그림 17. Weld Groove 및 TIG Weld.

모의 배관 제작 과정은 WPS에 의거하여 Weld Groove를 가공한 뒤, 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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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sten Inert Gas Welding)를 이용하여 Weld Bead 형성한다. 그 다음 Root를 

형성한 후, MIG(Metal Inert Gas Welding)를 이용하여 Weld Beld를 쌓는다. 

Guide Wave는 시편의 두께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Weld Bead는 가능

한 균일하게 Grinding하 다.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 모의 배관제작에 사용된 

용접봉은 표 6과 같다.

         

    그림 18. MIG Weld 및 Weld Bead.

                               표 6. 용접봉 명세

         

모재 Welding wire

C/S 모의배관 AWS A5.20/ASME SFA 5.20

SUS 모의배관 AWS A5.22/ASME SFA 5.22

3. 검사

  방사선투과 검사는 그림 25의 (주)고려검사의 방사선투과검사 절차서

(PROCEDURE KIC-S-09)에 따라 수행하 으며, 방사선투과 검사에 대한평가는 

ANSI/ASME B31.1에 의거하여 수행하 다. 평가결과는 그림 26의 방사선 투과 

검사보고서에 나타내었다. 그림 26 자료에서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 모의 배관

제작에 대한 방사선 투과검사결과는 평가코드 허용치(ANSI/ASME B31.1)를 초

과하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작한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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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배관은 건전한 것으로 판정하 다. 그림 22는 용접부 끝단 상세를 나타낸 것

이고 그림 23은 배관 및 부품의 용접부 상세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24는 ASME 

CLASS 1, 2 관통배관 용접상세를 나타낸 것이다. 제작한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

강 모의 배관제작에 대한 액체침투 검사는 그림 31의 액체침투검사 절차서에 따

라 수행하 으며 그 검사 결과는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 

모의 배관에 대한 액체침투검사결과에서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 모의 배관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아 탄소강 및 스테인레스강 모의 배관은 건전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그림 28은 액체침투검사 자격증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29는 조도계 교정

성적 및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0은 디지털 온도계 교정성적 및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표 7은 용접끝단 관통 선정지침을 나타낸 것이고 표 8은 탄소강 및 

저합금강 배관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표 9는 스테인레스강 배관제원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 19. 탄소강 배관 및 SUS 배관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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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탄소강 배관 재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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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스테인레스강 배관 재질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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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2. 용접부 끝단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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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용접 끝단 관통 선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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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배관 및 부품의 용접부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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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4. ASME CLASS 1, 2 관통배관 용접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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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탄소강 및 저합금강 배관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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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9. 스테인레스강 배관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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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5. 방사선투과검사 절차서(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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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6. 방사선투과 검사보고서(p.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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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 액체침투검사보고서(P.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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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8. 액체침투검사 자격증(p.9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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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9. 조도계 교정성적 및 결과(p.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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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0. 디지털온도계 교정성적 및 결과(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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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발생

    본 절차서는 2003년 2월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본 절차서의 페이지와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페이지 번호                       변  경                         발효일

      1  -  11                         -                        2003. 2. 14

 2.  승인

                   

                       그림 31. 액체침투검사 절차서(p.10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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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이 절차서는 해당되는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에 따라 비기공성 오스테나이트

강 또는 탄소강 재료에 대한 액체 침투검사를 적절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정

보와 세부지침을 기술하기 위한 것이다.

2.0  적용범위

(1) 색 대비법에 의한 액체 침투검사는 오스테나이트강 또는 탄소강 재료의 표면결함

 탐지를 위해 이 절차서에 규정한대로 수행되어야 한다.

(2) 검사할 부품 및 용접부는 해당 카이텍 검사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다.

2.1  적용문서

(1)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 Sec.XI, 1995년판 및 1996년 부록판 "원자

    력 발전소 부품의 가동중 검사를 위한 규칙"

(2) ASME 보일러 및 압력용기 규격, Sec.V, 1995년판 및 1996년 부록판  "비파

    괴 검사"

(3) 카이텍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3.0  책임

(1) 설비안전진단 그룹장은 이 절차서의 준비, 검토, 승인, 관리 및 절차서에 따라 작성 

되는 서류들의 보관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사업관리 기술자는 해당 카이텍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카이텍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에 따라 이 절차서를 실행해 나갈 책임이 있다.

(3) 검사자들은 이 절차서의 요구사항을 실행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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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규격 및 절차서의 요구사항

아래 열거한 요구사항은 이 절차서에 따라 액체 침투검사를 수행할때 적용해야 한다.

             요 구 사 항                                          항 목

         (1)  검사자의 자격                                         5.0

         (2)  액체 침투 검사재료                                    5.0

         (3)  검사범위                                              7.0

         (4)  표면상태                                              6.0

         (5)  검사전 세척처리 및 건조시간                           6.0

         (6)  침투액 적용, 온도, 침투시간                            6.0

         (7)  침투액 제거 및 건조처리 절차                          6.0

         (8)  현상액 적용 및 현상시간                               6.0

         (9)  검사후 세척처리                                       7.0

         (10) 재검사                                                7.0

5.0  검사자 및 장비

5.1  검사자 자격증

카이텍 QAP-9.1에 따라 검사자의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5.2  재료/장비 시험성적서

오스테나이트강과 니켈합금 (용접부와 모재)에 사용되는 침투 검사재료는 ASTM 

D-129 및 ASTM D-808 에 따라 황이나 할로겐 원소의 양에 대해 시험성적서가 첨

부되어야 한다. 황 또는 염화물 총 잔류 함량은 잔류물량의 1％를 초과하지 못한다. 

침투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표면접촉 재료에 대하여 Batch 번호와 재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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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결과가 포함되어 있는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검사계획서에 그 시험성적

서 사본이 포함되어야 한다.  온도계는 검․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한다.

5.3  재료 및 장비

이 절차서에 따라 검사를 수행할때 사용하는 재료 및 장비는 다음과 같다.

(1) 전처리 세척제

    Spotcheck, Type SKC-S 또는 Microcheck Type NP-R

(2) 침투액

    Spotcheck, Type SKL-S, SKL-HF/S 또는 Microcheck Type NP-P

(3) 침투액 제거제

    Sptocheck, Type SKC-S 또는 Microcheck Type NP-R

(4) 현상액

    Spotcheck, Type SKD-S 또는 Microcheck Type NP-D

(5) 온도계

단, 상기 명시된 검사재료 이외에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인 재료는 사용 가능

함.

5.4  안전 주의사항

안전 주의사항은 각 제조업자가 제공한 액체침투검사 재료의 지시서에 따라야 한다.  

강 휘발성 솔벤트의 증기는 유독할뿐 아니라, 액체는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주의

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솔벤트는 가연성이 높기 때문에 취급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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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검사방법

6.1  표면상태

따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한, 모든 침투 검사는 각 부품의 최종 표면상태

하에서 수행해야 한다.  최종 표면상태라 함은 수행해야할 모든 작업을 마친 

가동하기 직전의 표면상태를 말한다. 슬랙 제거 후 용접부위에 언더컷이 발

생하지 않으면 용접상태 표면은 연삭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용접부와 인

접모재의 검사부위는 용접 비드사이의 홈같은 날카로운 표면 형상이 없어야 

한다.  검사부위는 청결하고 습기가 없어야 하고 검사부위와 그 부위에서 양

쪽으로 최소 1인치까지 거리 내에는 기름, 모래, 녹, 유지, 페인트, 슬랙, 표면 부스러

기가 없어야 하며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탐지를 방해하는 기타 표면조건을 완전히 제

거해야 한다.

                                    -  주  의  -

모래, 금속입자, 유기물입자, 알루미늄 산화물을 이용한 블라스트 다듬질이 탄소, 녹

부스러기와 같은 취성의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상기 방법은 액체 

침투검사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결함을 가리거나 막지않을 경우에 

한해 사용되어야 한다.

                                      -  주  -

표면상태가 6.1절에 명시된 상태가 아니고 또한 검사표면에 대한 보완작업을 할 수 

없을때 카이텍은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표면

상태와 그 상태가 검사에 미칠 향을 해당 카이텍 검사 기록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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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검사전 세척처리

검사표면과 1인치 내의 인접부위는 다른 물질 및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전처리 세

척제로 완전히 세척해야 한다.  검사부위는 건조하고 깨끗한 천 또는 흡수성 휴지로 

닦아 건조시켜야 하는데 최소 5분간의 증발시간을 주어야 한다.

6.3  온도측정

검사전 세척처리후 또는 침투액 적용전에 검사부위의 온도를 측정하여 카이텍 액체

침투검사 기록지에 기록하고 그 기록지에 온도계의 일련번호도 기록한다.

6.4 조명

조명은 검사수행 전 절차서 (카이텍-NDT-100-06)에 따라 검사부위에 대한 조명강

도를 측정하여 카이텍 액체침투검사 기록지에 기록한다.

6.5  침투액의 적용

침투액은 솔(brush)이나 분무기로 전 검사부위에 골고루 적용하되 어느 경우든지 그 

순도를 보증할 수 있도록 용기에 보관되어져야 한다. 최소한의 침투시간은 60°F 

(15.6°C)에서 125°F (51.7°C) 온도 사이에서 10분이다.  최대 침투시간은 30분을 초

과해서는 안된다. 온도가 60°F (15.6°C) 미만 이거나 125°F (51.7°C) 초과된 경우는 

ASME Sec.V, Art.6의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침투액은 건조되어서는 안된다. 만

약 건조되면 침투액을 제거하고 다시 적용해야 한다.

6.6  과다 침투액의 제거

초기 과다 침투액은 깨끗하고 건조한 천 또는 흡수성 휴지로 과다한 침투액이 제거



□□□□□□□□□□□□□□□□□□□□□□□□□□□□□□□□□□□□□□□□□□□□□□□□□□□□□□□□□□□□□□□□□□□□□□□□□□□□□□□□□□□□□□□
                                                   카이텍-NDT-200-01

        액체 침투검사 (색대비 방법)                 개정번호      0

□□□□□□□□□□□□□□□□□□□□□□□□□□□□□□□□□□□□□□□□□□□□□□□□□□□□□□□□□□□□□□□□□□□□□□□□□□□□□□□□□□□□□□□

□□□□□□□□□□□□□□□□□□□□□□□□□□□□□□□□□□□□□□□□□□□□□□□□□□□□□□□□□□□□□□□□□□□□□□□□□□□□□□□□□□□□□□
□ - 109 -

될 때까지 닦아내야 한다. 다음 깨끗하고 건조한 천 또는 흡수성 휴지로 침투액 제

거제를 적신다음 과다한 침투액이 제거될때까지 표면을 가볍게 닦은후, 깨끗하고 건

조한 천 또는 흡수성 휴지로 검사표면을 닦아낸다. 결함으로부터 침투액이 제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과다한 침투액 제거제의 사용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현상제

의 적용전에 침투액 제거제를 표면에 직접 적용하거나 과다하게 적용하여서는 안된

다.

6.7  건조처리

표면은 현상액의 적용전에 완전히 건조되어야 한다. 건조시간은 과다 침투액 제거후 

최소 5분에서 최대 30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6.8  현상액의 적용

액체 현상액은 분무 용기로부터 분무하여 적용한다.  부유물 안의 입자들이 골고루 

퍼지게 분무용기를 충분히 흔든후 부드럽고 균일하게 적용되도록 표면에 분무시키

며 현상액이 과다하게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현상액의 두께는 얇고 반투명한 층이 

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층이 너무 두꺼우면 결함을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 

지시부의 판독은 현상액 적용후 최소 7분에서 최대 30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비기록성 지시부가 나타나면 판독의 최대시간은 연장될 수 있다.

7.0  검사

7.1  검사범위

(1) 원주방향 용접부에 대한 검사 범위는 용접부 및 용접용융선 양쪽의 ½인치까지의  

인접모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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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lass 1의 가지 이음 용접부에 대한 검사 범위는 그림1에 나타나 있고 Class 2  

는 그림2에 나타나 있다.

(3) Class 1의 축방향 용접부는 가동 전 검사 시 전 용접 길이를 검사하고 가동중 

검사시에는 원주방향 용접부와 교차하는 용접 용융 선으로부터 12인치 또는 그 

배관의 직경 중 작은 것을 택해 검사한다.

(4) Class 2 축방향 용접부는 가동전, 중 검사시 원주방향 용접부와 만나는 용접용  

융선으로부터 적어도 두께의 2.5배 길이만큼 검사한다.

(5) Class 1 배관의 소켓 용접부에 대한 검사는 그 용접부와 배관 면으로 ½인치까지, 

소켓 면으로 1인치까지 수행해야 한다.

(6) 지지 부착물 용접부에 대한 검사는 그 용접부와 지지부착물의 ½인치, 모재거리   

및 피지지 부착물의 ½인치 모재거리까지 수행해야 한다. 검사 수행하기 전 부품  

들은 최종 표면상태라야 한다. 검사를 수행할때 눈의 위치는 검사표면과 24인치  

이내의 거리에서 30°의 각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전등 이외에 부가적

으로 검사부위의 조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명은 분해능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

게 충분히 밝아야 한다. (최소 350Lux) 만약 검사표면이 넓어서 규정된 시간 내

에 완전한 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면 규정된 시간에 맞게끔 적절히 나누어 검사를 

수행한다.

7.2  검사 후 세척처리

  현상액 및 침투액은 적당량의 솔벤트를 적신 천을 가지고 검사표면을 닦아 제거

한다. 압력용기의 세척액을 검사부위에 직접 분무하는 것은 검사 후 세척의 경우는 

허용된다. 검사표면은 깨끗하고 건조한 천 또는 흡수성 휴지로 건조하도록 닦아낸

다.

7.3  재검사

  실제지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의사지시들이 실지 결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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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재검사를 해야 한다.  재검사시 표면 처리는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지시를 가리

는 의사지시나 넓은 범위의 착색은 허용되지 않는다.

8.0  기록기준

  지시부는 카이텍-NDT-100-2 "직접 육안검사, 액체침투검사, 자분검사에 관한 기록"

의 해당 개정판에 약술한 방법으로 기록한다.

8.1  용접부와 모재

  다음과 같은 지시부는 "카이텍 액체침투 검사기록지"에 기록되며 Level II 또는

Level III에 의해 평가된다.  평가에 의해 불합격된 지시부는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8.1.1 배관(Class 1, 2)

      공칭벽 두께 (인치)             지시길이 또는 직경 (인치)

          t ≤0.312″                        1/16″

      0.312″< t < 1.0″                     1/8″

       1.0″≤t < 2.0″                      3/16″

          t ≥ 2.0″                          1/4″

8.1.2 압력용기 노즐(Class 2)

      공칭벽 두께 (인치)                 지시길이 (인치)

          t ≤0.5″                           1/16″

      0.5″< t < 2.5″                        3/16″

        t ≥ 2.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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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지지 부착물

다음과 같은 지시부는 "카이텍 액체침투 검사기록지"에 기록되며 Level II 또는 III

에 의해 평가된다.  평가에 의해 불합격된 지시부는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공칭벽 두께 (인치)               지시길이 또는 직경 (인치)

           5/8″≤t* < 1.0″                      1/8″

           1.0″≤t* < 2.0″                      3/16″

           t* ≥ 2.0″                            1/4″

           t* ; 지지 부착물의 모재 두께

9.0  평가

  기록된 모든 지시부의 평가는 해당 규격에 의해 Level II또는 Level III가 수행한다. 

Level II나 Level III는 이 절차서의 8.0 절에서 언급된 기록 기준을 벗어나는 모든 지시

부는 검사가 가능할 경우 체적검사를 수행하며 (Exam. Category : B-H, B-K-1, B-F, 

B-O,C-C)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한다.  발주자는 보고된 지시부의 평가에 대해 책

임을 진다. 평가는 Section XI, Article IWA-3000과 해당되는 ASME 보일러 및 압력용

기 규격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해당 규격의 년도 및 부록판은 이 절차서의 2.1절에 

명시되어 있다.

10.0  기록

  발주자는 이 절차서에 따라 작성되는 자료 사본을 검사보고서로 받아야 한다. 이 절

차서에 따라 작성되는 자료는 검사보고서의 한 부분으로 보관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보

고서는 발주자와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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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증기발생기 모의배관 제작

  재질 인코넬 690, 두께 1.27mm, 외경 19.05mm 인 증기발생기 모의 배관은 2

개를 준비하 다. 그림 32는 증기발생기 모의 배관(TUBE#328764, ROW#033, 

HT#WP278, LOT#2396)은 원자로 중간쪽에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 배관의 곡률

반경은 515mm이다. 그림 33은 원자로 안쪽에 사용하는 배관(TUBE#327208, 

ROW#001, HT#WP063, LOT#2376)으로써 이 배관의 곡률반경은 82.5mm이다.

           

그림 32. 곡률반경이 515mm인 증기발생기 모의 배관   

          (Row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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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3. 곡률반경이 82.5mm인 증기발생기

                           모의 배관(Ro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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