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계측기법을 이용한 원전 주증기배수밸브의 
현상태 누설진단에 관한 연구

김성영† ․ 김영범* ․ 김도형* ․ 이상국**

A Study on the As-Built Leakage Diagnosis of Main Steam Drain Valves

for Nuclear Power Plants by Multi-measuring Technique

Sung-young Kim, Young-bum Kim, Do-hyeong Kim, Sang-gok Lee

Key Words: Ultrasonic test(초음파 진단), Acoustic Emission(음향방출), Thermometer(온도차), 
           High Energy Fluid Leakage(유체누설), Energy Loss(에너지손실량)

Abstract

The high energy fluid leakage from the high temperature and high differential pressure drop system 
of NPPs (Nuclear Power Plants) decreases efficiency and consequently leads to considerable 
economic loss due to less power production. Also, the leakage possibly damages critical parts of 
components such as valve and trim with the effect of cavitation, flashing, and erosion, etc. and 
deteriorates its performance. Thus, in this study, we diagnosed the as-is leakage for four (4) main 
steam drain valves and two (2) steam traps of Yonggwang 1,2 units during normal operation by 
using multi-measuring technique and observed the occurrence of fine leakage. In the course of 
measuring fluid leakage, the sign of fine leakage is estimated to be the leakage from orifice. By 
converting the leakage to energy loss, it i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several hundred thousand 
won per each unit, which supports the basis for the justification of fine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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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발전소 2차계통의 고온-고차압 유체누설

이 발생할 경우 에너지 손실로 인한 발전소 효율

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반면 유체누

설 탐지 계측기로 사용하는 음향탐지, 초음파 유

량측정기, 온도계측기를 각각의 단일 계측방법으

로 사용할 경우 계측기 자체의 성능문제, 다양한 

현장조건이나 누설패턴의 반영 부족 등으로 인해 

현장 적용성이 부족하고 표준화, 정량화 등의 평

가기법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활용도가 크지 않

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계측기술 특성을 고

려하여 현장조건에 부합한 다중 탐지기법의 개발

을 위한 영광원자력 1발전소 2차측 고온-고차압

계통의 누설대상밸브를 선정하고 다중계측기법을 

이용하여 현상태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 손

실량을 산출하여 누설에 대한 확실한 뒷받침을 

보여주고 있다. 

2. 누설 대상밸브 선정 배경

 2.1 대상밸브 선정 기준 체계

원자력발전소 제어밸브 누설진단평가를 위해

서는 선행적으로 대상밸브 선정기준 체계를 확립



할 필요가 있으며 선정기준은 국내외 적용기술기

준과 참고자료 및 절차서를 기준으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

Fig. 1 Selection procedure of application valve

 2.2 누설진단 대상밸브 확정 

원자력발전소 계통도(P&ID)를 기초로 하여 영

광 1,2호기에 누설대상 밸브 선정은 일반적으로 

밸브의 주용도, 고장 또는 손상빈도, 규제요건, 
열악한 사용조건, 운전 중 정비 여건 및 가능성

과 사용자의 지정 여부등을 따르나 누설 및 고장 

빈도를 고려하여 발주자가 권고한 밸브를 대상으

로 Table 1과 같이 호기당 48개를 우선 선정하고 

1차 진단에서는 AB, AC계통의 스팀드랩 2종과 

AB, AC, AE, FC 계통의 4종의 제어밸브로 Table 
2와 같이 확정하였다. 

Table 1 List in TNB building at youngkwang npps

Table 2 Fixed list of leakage diagnostic valves

3. 대상기기 누설측정 결과

 3.1 적외선 온도계 전·후단 온도차 측정

다중계측기법을 적용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적

외선 온도계를 이용하여 Fig. 2와 같이 누설이 의

심되는 대상밸브들의 전·후단 온도측정을 실사하

였다.

Fig. 2 Method for the measurement of temperature 
difference of application valve and the result

측정 결과 대상밸브 AC-HV-006, 016, 016의 

전·후단 온도차가 Fig. 2와 같이 측정되었다. 확연

한 온도차가 발생한 밸브는 미세누설로 인하여 

전단 배관 온도가 상승된것을 알 수 있었다.

 3.2 AC-HV-015 음향 및 초음파 누설측정

적외선 온도차 측정에서 의심이 되는 밸브에 

대하여 다중계측기법을 적용하여 음향, 초음파 

누설측정을 수행한 결과 Table 3, 4와 같은 결과

를 얻을수 있었다.

Table 3 Measuring result for the acoustic energies 
per each amplification factor



누설에 따른 음향에 Energy (J)를 누설량으로 

변환시킨 지배방정식 Eular-Lagrange Equation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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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J)을 유량값(l/s)으로 단위 환산한 결

과 0.001214 l/s의 미세누설이 발생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밸브로부터 4D 떨어진 전단 배관에

서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여 초음파 누설측정을 

한결과 Table 4와 같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이

는 음향과 초음차 누설유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

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Flow data for ultrasonic leakage equipment 

AC-HV-015의 누설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

지 손신량을 산출한 결과 Table 5처럼 호기당 연

간손실 금액은 261,883원으로 계산되었다. 

Table 5 Calculation of energy loss

 3.3 AC-HV-016 음향 및 초음파 누설측정

AC-HV-016 밸브에 대하여 다중계측기법을 적

용하여 음향, 초음파 누설측정을 수행한 결과 

Table 6,7과 같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Table 6 Measuring result for the acoustic energies 
per each amplification factor

누설에 따른 음향에 Energy (J)를 누설량으로 

변환시킨 지배방정식 Eular-Lagrange Equation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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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J)을 유량값(l/s)으로 단위 환산한 결

과 0.001297 l/s의 미세누설이 발생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밸브로부터 4D 떨어진 전단 배관에

서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여 초음파 누설측정을 

한결과 Table 7와 같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이

는 음향과 초음차 누설유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

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7 Flow data for ultrasonic leakage equipment 



AC-HV-016의 누설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

지 손신량을 산출한 결과 Table 8처럼 호기당 연

간손실 금액은 279,788원으로 계산되었다. 

Table 8 Calculation of energy loss

 3.4 AC-HV-006 음향 및 초음파 누설측정

AC-HV-006 밸브에 대하여 다중계측기법을 적

용하여 음향, 초음파 누설측정을 수행한 결과 

Table 9,10과 같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Table 9 Measuring result for the acoustic energies 
per each amplification factor

누설에 따른 음향에 Energy (J)를 누설량으로 

변환시킨 지배방정식 Eular-Lagrange Equation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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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rgy (J)을 유량값(l/s)으로 단위 환산한 결

과 0.000004047 l/s의 극소량 미세누설이 발생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대상밸브로부터 4D 떨어진 전단 배관에

서 초음파 센서를 부착하여 초음파 누설측정을 

한결과 Table 7와 같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이

는 음향과 초음차 누설유량이 많은 차이를 보이

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10 Flow data for ultrasonic leakage 
equipment  

AC-HV-006의 누설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

지 손신량을 산출한 결과 Table 11처럼 호기당 

연간손실 금액은 873원으로 계산되었다. 

Table 11 Calculation of energy loss

 3.5 AB-LV-405 음향 누설측정

AB-LV-405 밸브에 대하여 다중계측기법을 적

용하여 음향, 초음파 누설측정을 수행한 결과 

Table 12와 같은 결과를 얻을수 있었다.
AB-LV-405밸브에 대해서는 현장공간이 협소하

여 초음파 누설측정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Table 12 Measuring result for the acoustic energies 
per each amplification factor

누설에 따른 음향에 Energy (J)를 누설량으로 

변환시킨 지배방정식 Eular-Lagrange Equation를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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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J)을 유량값(l/s)으로 단위 환산한 결

과 0.000739 l/s의 미세누설이 발생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AB-LV-405의 누설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에너지 손신량을 산출한 결과 Table 13
처럼 호기당 연간손실 금액은 184,468원으로 계

산되었다. 

Table 13 Calculation of energy loss

 3.6 AB/AC-ST-001 메모리 온도계 측정

AB/AC-ST-001 스팀트랩은 밸브와 틀려 주기적

으로 By-pass에 의한 진동이나 다른 매개체에서 

발생하는 누설로 오인하는 사례가 있다. 음향, 초

음파 누설측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판단 오차

를 줄이기 위해 배관 전ᆞ후단에 메모리 온도계

를 부착하여 작동주기를 파악한 결과는 Fig. 3과 

같았다. AB/AC-ST-001의 두 스팀트랩 모드 누설

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었

AB-ST-001

AC-ST-001

Fig. 3 Measuring result for steam trap memory 
thermometer

4. 고찰 및 결과

 4.1 AC-HV-015
음향 누설 측정결과 0.001201 l/s 누설이 측정

되었고, 초음파 누설 측정결과 0.001201 l/s 누설

로 검토결과 미세 누설이 추정됨

 4.2 AC-HV-016
음향 누설 측정결과 0.001214 l/s 누설이 측정

되었고, 초음파 누설 측정결과 0.001229 l/s 누설

로 검토결과 미세 누설이 추정됨

 4.3 AC-HV-006
음향 누설 측정결과 0.000004047 l/s 누설이 측

정되었고, 초음파 누설 측정결과 0.00000810067 
l/s 누설로 검토결과 미세 누설로 추정됨

 4.4 AB-LV-405
전단배관이 짧아 초음파 누설 측정을 하지 못

하였고, 음향 누설 측정 결과 0.000739 l/s 누설로 

검토결과 미세 누설이 추정됨

 4.5 AB-ST-001
메모리 온도계 측정결과에 따라 전, 후단 온도

차가 2배이상 측정되어 검토한 결과 미세누설로 

추정되며 현장여건 협소로 음향 누설 측정과 초

음파 누설 측정이 불가하였다.

 4.6 AC-ST-001
메모리 온도계 측정결과에 따라 전, 후단 온도

차가 2배이상 측정되어 검토한 결과 미세누설로 

추정되며 현장여건 협소로 음향 누설 측정과 초

음파 누설 측정이 불가하였다.

5. 결 론

원자력발전소 계통도면(P&ID)을 검토한 결과 

대상밸브 4종(AC-HV-006, 003, 009, 012)은 전단

에 오리피스가 설치되어있어, 유체누설 측정시 

미세누설 징후는 밸브 자체누설과 오리피스 누설 

2가지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계획예방정비 기간 

중에 오리피스를 분해 점검한 후 유체누설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광 2호기 유체누설진단을 실시한 결과 대상

밸브들을 메모리온도계 그리고 음향 및 초음파 

누설 측정으로 실제 누설량을 측정한바 이 대상

밸브들의 미세 누설 증후가 보였으며 이 밸브들

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도출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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