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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고차압 계통에서의 유체누설은 발전소

효율저하로 인한 출력손실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

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캐비테이션(Cavitation),
플래싱 침식 등에 의해 밸브(Flashing), (Erosion)
및 트랩의 핵심 부품이 쉽게 손상되어 기기 성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정량화하여 해당기기의 상태정보 제공을 통한 누

설을 최소화하거나 예방하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

된다.
고에너지 유체기기의 누설 또는 손상은 원자

력발전소 운전 및 정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

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고리 호기3,4
및 울진 호기 발전소 성능 출력 평가 과정에서1,2 ( )
도 재확인 출력 손실 된 바 있다 이( 3~7 MWe ) .
와 같이 고에너지 유체기기의 누설 및 손상은 유

체누설을 조기에 탐지하고 감시함으로써 예방 또

는 최소화가 가능할 것이다.
고전적 유체누설 탐지기법인 온도차 음향, ,

휴대용 초음파 유량측정기 등에 의한 개별 탐지

기법은 계측기 자체의 불확실성 및 누설과 관련

된 기기의 종류 유체종류 차압조건 등 누설패턴, ,
에 따른 조건들이 계측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정

량화가 되어있지 않아 단일 계측방식에 의한 누

설평가 방법은 현장 적용도 및 활용도가 매우 낮

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광원자력 발전소. 1
호기의2 AC(Main Stem) 의 누설발생 또는System
내부부품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밸브를 대상

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밸브의 특성을 파악

할 수 있는 기본자료 제공하며 다중계측기법 즉,
온도차 음향누설 열화상이미지 기법을 이용한, ,
진단을 통해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단일 계측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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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확실성 결과에 대한 방안 및 건전성을 확보

함과 동시에 향후 밸브 설계 및 누설진단에 대한

확대 적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결과

를 정리하였다.

사전현장점검2.

제어밸브 누설진단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선

행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설계정보자료와 실물의

비교확인을 통한 설계 자료의 검증 및 밸브 부품

의 손상 침식 마모 등 유무 검사를 통한 원인을( , )
파악해야 한다 영광 원자력발전소 호기 제 차. 2 15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분해조립시 자료와 영(O/H)
광 발전소 현장점검을 통해 계통에 대한 대1 AC
상밸브 분해점검 및 손상여부를 아래항목과 같이

확인하고 다중계측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였다.

고압터빈 응축수 배수 및 배기밸브2.1

치수 측정 및 조사2.1.1

에 대해 몸통을 포함한 모든AC-HV-015/015A
부품의 치수측정 및 조사하였는데 계통도(P&ID)
도면상 밸브 크기가 로 표기되어 있으나2.5 inch
실측결과 트림부 및 는(Plug Seat-ring) 50.0 mm (2

였으며 현장 설치된 실제품의 밸브 몸통 및inch)
구동기 표기가 밸브로 되어있다2 inch .

아울러 는 같은 기능을 수행AC-HV-015/015A
하는 밸브이나 완전히 다른 형태 종류 의 트림이( )
장착되어 있고 외형도 상이하였다.

부품점검 및 손상유무 검사2.1.2

등 인치 밸브들은 모두 급속AC-HV-016 1-1/2
차단형 트림이 장착된 일반적인 글로우브형 밸브

들인데 대부분 손상은 없었으나 의 경AC-HV-826
우 호기 공통적으로 출구측 내부에 상당히1, 2
깊은 상태의 침식이 확인되었다.

에 대한 손상AC-HV-015/015A (2.5 inch valve)
여부를 점검한 결과 는 다른 동형 밸AC-HV-015
브와 상이한 드릴 홀 케이지형 균형 이었으며 동- ( )
밸브 트림부 및 에 미세한 침식과 긁(Plug Cage)
힘 손상이 관찰되었다 한편 같은 기능으로 설치.
된 는 전반적으로 손상이 없었으며AC-HV-015A
트림 형상은 몸통에서 스템을 지지하는 일반적인

글로우브형 밸브이고 급속 차단에 적절한 트림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영광 호기 의 장2 AC-HV-015A Seat-ring
착 나사 부를 통한 누설 및 침식이 발생되어 외( )
주 용접 가공이 수행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

점검 및 검사 결과의 검토 분석2.1.3 ,

다른 밸브와 비교시 고압증기 터빈 입구 배( )
기 밸브로 기능은 동일하나 밸브 크기가 작고 계

통도상 다른 밸브들은 중으로 배열되어 있으나2
등 동 밸브는 단독(AC-HV-015, 016, 015A, 020 )

으로 설치되어 다른 밸브들 보다 유량이 많고 유

속도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밸브가 고출력.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로 장시간

운전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트림부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열린 개도가 완전 개방

가능성이 있거나 이전 주기에서 트림부 손상으로

내부누설에 따른 바디부의 침식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

치수 측정 및 조사2.1.4

일반적으로 급속 차단형 제어밸브에는 드릴-
홀 케이지형 균형 트림을 사용하지 않는데 동( )
밸브는 정밀 유량제어용인 케이지형 트림이 장착

되어 있었는데 발전소 시운전후 잦은 고장에 따

른 구매 교체시 부적절한 트림으로 변경된 것으

로 판단되며 그 후에도 고장이 발생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는 바 이는 동 계통의 높은 차압 약( 76
과 급속 닫힘 특성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bar)

된다 이는 그동안 동 밸브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야기 시킨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되며 아울러 밸

브 형태가 완전 상이한 와 구동용AC-HV-015A
공기를 병렬로 공급받고 있는 것도 또 다른 원인

으로 고려할 수 있다. AC-HV-015/015A (2.5 inch
의 씨트링 장착 나사 부를 통한 누설 및 침valve) ( )

식이 발생은 고차압 운전조건에 의한 불가피한

것으로 씨트링 장착방법 나사에서 용접으로 의( )
변경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밸브 트림 구조

설계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상기와 같은 사전 현장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

로 다중계측기법을 적용하여 누설진단에 대한 방

법론을 확정하고 누설진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

였다.

실험방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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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밸브3.1

본 연구의 대상밸브는 현재 영광 원자력 발1
전소 호기의 차 계통에서 사용 중인 주증기 덤2 2
프 밸브 이며 각 밸브에(Main Stem Dump V/V)
대한 사양을 에 나타내었다Table 1 .

Table 1. Specification and type of the control valve

Main Stem Dump V/V

System AC (Main steam)

Valve No AC-HV-016 include of 3 EA

MFR Fisher

Vale Size 2 Inch

Valve type Globe

Material A217 WC9

Seat size 48 mm

Leakage Level

Limit Noise 85 dB

Trim Specific On-off

Fluids Steam

주증기 덤프 밸브는 정상운전 중 터빈 이상

또는 발전소 기동시 주증기를 신속하게 복수기로

보내어 주증기계통의 압력조절을 목적으로 사용

되는 제어밸브이며 고온 고차압 차압/ (290 , 76℃

kg/cm2 조건으로 운전되는 밸브로 설계구조상) 1
단 감압 및 고차압에 따른 트립부의 손상 누설,
이 불가피 하며 부품 교체주기가 짧다 주증기.
계통의 압력조절에 이용되는 매우 중요한 밸브로

한번 누설되면 차단이 불가능하여 트립부의 손상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누설량이 증가하여 출력

손실을 야기 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시험절차3.2

상기 대상밸브에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현

장적용성이 가장 적절한 다중계측기법을 적용하

였다 시험절차는. 의 대상기기에 온도변AC System
화가 없는 밸브에 대한 기준으로 차적으로 적외선1
온도계를 이용한 를TΔ 측정한다 온도 변화에 의.
심이 가는 대상밸브를 중점으로 차적으로 음향누2
설측정을 실험계획법에 따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

다 온도 변화가 뚜렷하거나 누설 의심이 계통의 기.
기가 확정되면 보온재 를 제거하여 방사(Insulation)
율을 사전 주위온도 및 부착하는 방법으로 보Tape
정한 후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상세 누설점검을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온도차 측정3.2.1

누설측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온도차 기법에 사

용되는 장비는 가장 보편적인 적외선 온도계를 이

용하였다 장비에 대한 특성 및 사양은. 와Table 2
같다.

Table 2. TΔ Equipment of specification

specification
Model Testo 860
Range -30 ~ + 900

Accuracy ± 0.75%, ± 2
resolving power 0.1

Test method infrared light

온도차 기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밸브 4D
를 기준으로 과 같은 방법으로 온도 변화가 있Fig 1
는 기기에 를TΔ 측정하였다.

Fig. 1 Point of TΔ Leakage Monitoring

음향누설측정3.2.2

밸브 누설시험을 위해 한전전력연구원의 이

동식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동식.
실험장치는 음향방출 변수분석 주파수 분석 및,
전압분석을 위해 사용된다 실험장치의 주요 기.
능은 아래와 같으며 개략도는 와같다Fig 2 .

고속 카드내장 신호처리 및 분석- PCI , AE
고속 변환기- 16 Bit, A/D

개의 카드에 채널 신호취득- 1 PCI 4
특성 및 파형분석 동시처리 및- AE Display

시간영역 및 주파수영역에서 신호측성을- AE
실시간 취득 및 해석

주파수 응답성- : 10 kHz ~ 2.1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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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BGN

Leak Check

Spectrum of
CH1 AE Sensor

Spectrum of
CH2 AE Sensor

Spectrum of
CH2 AE Sensor

Spectrum of
CH1 AE Sensor

(BGN)

Spectrum
Difference

(CH1-CH2)

Spectrum
Difference

(CH1-CH2)

Spectrum Difference of Difference

( ⑥ - ⑤ ) ( Leak - BGN)

(Leak)
Spectrum Difference of Difference

( ⑤ - ⑥) ( BGN - Leak )

Comparision and

Decision of ⑦ and ⑧

Fig. 2 Layout of experimental setup

스펙트럼분석에 의해 누설유무를 판정하는

방법은 와Fig 2 같이 먼저 주변잡음 측정시의, Ch
의 스펙트럼 차 의 파형을 기록한다1, Ch 2 .⑤

그러고 나서 밸브누설 체크시의 스펙트럼 차, ⑥

를 취하여 앞의 스펙트럼 차 와 상호 차를 취⑤

하여 과 비교한다 누설시에서 주변잡음시( ) .⑦ ⑧

를 뺀 스펙트럼이 그 반대의 스펙트럼보다 특징

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내면 누설이 있는 것으로

판정한다 음향레벨이 주변잡음보다 어느 정도.
크다면 음향센서 개를 밸브 몸체에 붙여 검출, 1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음향센서 개. 2
에 의한 쪽이 주변잡음의 영향을 적게 만든다.
밸브 누설시에 주변잡음이 동시에 증가한 경우는

음향센서 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된다 밸브별3 .
음향센서의 배열 및 채널은 과 같다Table 3 .

Table 3 Sensor array and attachment location

No Location Channel

Main Stem
Dump V/V

A
Input 1

Output 2

B
Input 3

Output 4

C
Input 5

Output 6

열화상이미지3.2.3

의 누설진단을 수행한 후T, AEΔ 누설이 의

심가능 계통의 기기가 확정되면 발전소 현장 감독

자에게 의뢰를 하여 보온재를 제거한다 이처럼 열.
화상이미지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사전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수반된다 또한 밸.
브 바디의 재질에 따른 방사율이 다르므로 사전에

주위온도 및 반사 보정용 부착하여 보정을 해Tape
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열화상카메라는.

사의 를 이용하였다 열화상 카메NEC TH 9100 PRO .
라의주요 기능은 와Table 4 같다.

Table 4 Thermal Image camera of specification

TH9100PRO

Measuring range
Range 1
Range 2
Range 3

-40 to 120
0 to 500

200 to 2000
Resolution Range 1 0.08 , 0.03

Accuracy ± 2 or ± 2% of reading
whichever greater

Pixels 0.41 Mega
Effective Image 752 (H) x 480 (V) Pixels
Field of view 30.1° (H) x 22.7° (V)

Sensitivity 1 Lux
Focusing distance 30 cm to infinity

Auto exposure Provided
Vid signal NTSC/PAL

고찰 및 결과4.

온도차 측정 결과4.1

영광 발전소 호기 계통의 대상밸브를1 2 AC
대상으로 적외선 온도계를 이용하여 밸브 바디부/
를 를 기준으로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4D .

처럼 정리하였다Table 5 .

Table 5. Temperature difference(variation)
measurement result of target components

Equipment
Temperature( )

location
1D 2D 3D

2D 3D 4D
2D-1 3D-1 4D-1

AC-HV-016
110.2 133.8 99.6

54.8
52.7
52.1

48.8
48.7

48.6
48.5 115 ft

101.9 82.1 155.6
50.2

57.3
53.0

52.6
43.5

60.6
46.6 115 ft

AC-HV-015A
162.3 68.6

63.8
43.6
41.9

50.0
49.2

65.3
44.7

57.9
50.5 115 ft

158.3 63.8 43.2
44.8

48.6
47.0

42.3
39.2

41.0
39.3 115 ft

AC-HV-014
49.0 58.6 42.6

41.6
45.1
42.0

44.7
40.1

47.6
42.0 115 ft

43.4 49.0 43.9
42.9

44.1
41.0

42.1
42.1

41.5
41.5 115 ft

음향누설 측정 결과4.2

계통의 누설진단을 실행한 결과 대표적AC
인 신호는Background 과 같았다Fig. 3 .

Fig. 3 AE motioning tendency background noise
of AC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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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신호를 기준으로 대상밸브Background
들에 대한 음향누설신호들에 대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계통의 여러 대상 밸브를 측정하였. AC
지만 지면의 부족으로 를 기준으로 성AC-HV-014
명하겠다 에 대하여 를 이용하. HV-014 Wave-guide
여 측정한 음향신호의 유형 및 주파수 분석(FFT)
그래프는 와 같다Fig. 4 .

음향누설 진단 시 음향신호의 파형은 전형적

인 연속형 신호형태 를(Continuous type AE signal)
보이고 있으며 일정한 진폭 크기의 신호가 연속

적으로 수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치 증폭.
기 의 음향신호레벨20 dB, 40 dB (AE rms level)
에서 뚜렷한 누설 현상을 보이고 있다.

Fig. 4 Result of FFT trends and level trends

열화상이미지 측정 결과4.3

본 연구의 효율적인 업무를 기하기 위하여 열

화상카메라를 사용 누설진단의 신뢰성을 구축하

기 위해 열화상이미지 기법을 이용하여 누설진단

을 수행한 결과는 와 같다Fig. 5 .

Fig. 5 Thermal Image Result of AC-HV-014

진단결과 는 현재 닫혀있는 밸브로AC-HV-014
현재 누설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온도가 감지되는 부분은 열의 전도와 복사로.
인하여 다른 밸브와 주위 온도가 측정됐음을 확

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음향측정 결과에서는 뚜렷.
한 누설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대상기AC-HV-014
기는 에 의한 진동이나 다른 매개체에서By-pass
발생하는 음향을 누설로 오인한 사례이다 이처.
럼 음향누설 측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무엇보

다 먼저 계통의 시스템을 잘 살펴서 반복 현장시

험을 통한 데이터의 정립을 하지 않고서 사전에

누설여부를 선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 론4.

계통에 대한 온도차 음향누설 열화상이AC , ,
미지 기법을 이용하여 현장 적용시험을 수행하였

다 현장 여건과 열화상카메라의 신뢰성 문제를.
검증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지만 영

광 발전소 호기의 계통에 대한 진단을 수1 2 AC
행한 결과 음향누설에서는 누설현상이 뚜렷하게

발생하였으나 열화상이미지에서는 누설 현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 차이는 밸브 전 후단에 설치. ᆞ

된 오리피스가 작동할 때 진동이나 다른 매개체

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누설신호로 나타난 경우이

다 음향누설진단을 했을 경우 누설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는 충분한 오해를 줄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단일 방법을 이용한 진단으.
로 선급하게 누설 여부를 판별 하는 것이 선급함

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단일 방법보단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명한 판Multi-Measuring
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처럼 판단 오차를 줄.
이기 위해 배관 전 후단에 메모리 온도계를 부ᆞ

착하여 작동주기를 파악하여 음향계측의 불확실

도과 변별력을 보정하고 열화상카메라의 신뢰성

을 재검증할 필요가 절실하다. Multi-Measuring
기법을 적용하여 누설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장에서 누설이 확실한 밸브에 대한 개선설계

및 부품의 적절한 교체를 통하여 원자력발전소

출력손실 및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절실하게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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