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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배관의 피로는 파괴원인 중의 하나이다. 재료의 

항복응력에 미치지 않는 작은 응력으로도 재료에 

반복적으로 작용하여 어느 한계를 넘으면 금속 표

면에 작은 균열이 발생하며 계속해서 반복응력이 

작용하면 균열이 진전하여 최종적으로 배관은 파

괴된다.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운전 및 정지시 마다 계통

의 온도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기기/배관에 열피

로가 생겨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시에 배

관 재료별로 피로한계를 정하여 발전소 수명기간 

중에는 피로한계를 초과하지 않게끔 기기/배관이 

설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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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소적으로 기기나 배관이 설계시 고려

되지 않은 열피로를 받음으로써 손상되어 운전에 

지장을 초래한 사례가 다수 보고 되고 있다.
미국 Trojan 발전소 가압기 밀림배관의 이상 변

형, Farley 2호기 및 Tihange 1호기 안전주입계통 

차단밸브 전후 배관에서의 미세결함 발생, 일본 

Genkai 1호기 잔열제거계통 차단밸브 전후 배관

에서의 미세결함 발생 등 다수의 사례가 보고 되

고 있다.
한국 표준형원전의 원자로냉각재계통 16" 배관

과 연결되는 고압안전주입계통의 3" 분기관 웰더

렛(Weldolet) 용접부는 열성층 영향평가를 통하여 

열피로 관리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비파괴검사 방

법 중 체적검사인 초음파검사로 주기적으로 검사

를 수행하고 있으나 복잡한 구조적 형상으로 인해 

일부 검사 기술기준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검사 대상부위에 대한 검사 

기술기준 요건을 만족시키고, 검사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는 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hased Array 
UT) 기법을 개발하였다.

2. 수행과정 및 목표

해당 검사부위에 대한 형상자료를 수집한 후 비

파괴검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시바(CIVA)를 활

용하여 형상부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였다. 이를 통해 위상배열 초음파검사기법으로 검

사를 수행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하였

으며 최적의 위상배열 탐촉자 및 웻지를 설계하였

다. 또한 형상자료를 기반으로 현장과 동일한 실

증실험용 배관모형(Mock-Up) 및 보정시험편을 설

계․제작하였다. 발견된 검사기법 상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해당 검사범위와 동일한 배관모형과 보

정시험편 내부에 다수의 축방향 및 원주방향 인공

결함을 가공하고 위상배열 초음파검사기법의 실증

실험을 통하여 검사범위(Exam. Coverage) 유효성 

및 결함 검출능을 실험하였다.

3. 본 론

3.1 위상배열초음파검사 개요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기법의 중요한 특징은 사

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미세 진동자에 

대하여 초음파 지연시간과 진폭을 조절함으로써 초

음파의 다양한 변수들인 각도, 집속 깊이(focused 
depth), 집속점에서의 빔 반경(focal spot size) 등
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음파 탐상에서 검

사의 민감도는 결함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초

음파의 에너지에 의존한다.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반사되어 돌아오는 에너지를 높이는 방법 등

이 있다. 
위상배열 초음파 검사에서 중요한 기능은 원하

는 검사 깊이에 초음파 에너지를 집속시켜 초음파 

손실을 보상하고 투과능을 높여 결함에서 반사되

는 더 많은 초음파를 수신함으로서 결함의 검출 

감도 및 분해능을 높게 하는 것이다. Fig. 1은 각 

진동자(Element)에서 서로 다른 시간지연이 적용

되어 초음파 빔의 집속(Focusing)이 이루어지는 개

념을 보여준다. Fig. 2는 빔 집속(Beam Focusing)
과 같은 원리로 빔 조정(Beam Steering)이 이루어

지는 개념을 보여준다.

Fig. 1 Beam Focusing

Fig. 2 Beam Steering



42 이승표․문용식․정남두․조용배․김창수

Transaction of the KPVP, Vol. 4, No. 2

3.2 검사 대상부위의 형상 및 재료

본 연구와 관련된 검사 대상부위는 표준형 원전

의 열피로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원자로냉각재계통

의 16" 배관과 분기되는 고압안전주입계통 3" 분
기관의 웰더렛 용접부가 대상이다.

Fig. 3은 실제 현장계통의 배관 사진을 보여주

고 있으며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음파검사

가 어려운 복잡한 구조적 형상이다. Fig. 4는 기존 

초음파검사(Conventional UT)로 배관재 및 용접부 

외면에서 수행한 측정자료(프로파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1은 16" 배관과 3" 웰더렛/배관의 재료와 

두께를 보여준다.

Fig. 3 16"Pipe and 3" Weldolet Figure

Fig. 4 UT Profile

Table 1 16" Pipe and 3" Weldolet Material and 
Thickness

Material Thickness
16" Main Pipe SA312-TP316 1.593"
16"× 3" Weldolet SA182-F316 27.0㎜
3" Bracnch Connection Line SA312-TP316 0.438"

3.3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은 프랑스 원자력청

(CEA)에서 개발한 UT/ECT 시뮬레이션프로그램인 

시바(CIVA)를 사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초음파

검사분야와 와전류검사분야에 특화된 비파괴검사 

전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다. 시뮬레이션 입력 

자료는 용접부 형상자료 및 기존 초음파검사의 적

Table 2 Phased Array UT Transducer Dimensions
Frequency Elements Aperture Pitch Type

2.0㎒ 8 8㎜ 0.04" 1D
4.0㎒ 16 8㎜ 0.02" 1D
1.5㎒ 16 16㎜ 0.04" 1D

Table 3 Wedge Dimensions
X-offset Z-offset 재질/속도 Angle Contour
0.512" 0.413"

Rexolite
(0.092in/us)

38° Flat
0.413" 0.413" 38° Flat
0.827" 0.512" 38° Flat
0.427" 0.512" 38° Flat

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3" 웰더렛 

용접부 형상의 경우 도면을 참조하여 2D로 작성

한 후 3D(360°)로 확장하였다. 위상배열 탐촉자와 

웻지의 조합, 그리고 초음파 종류(종파 및 횡파)별
로 3" 웰더렛 용접부의 원주방향 결함에 대해 시

뮬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다음 Table 2와 3은 시

뮬레이션에 적용한 위상배열 탐촉자와 웻지의 사

양이다.
원주방향 인공결함(Flaw)을 ASME Sec. XI 코

드의 검사체적 요건을 기준으로 16" 배관과 웰더

렛에 용접선 기준으로 ± 6.35㎜ 위치에 입력하였

고, 길이 6.4㎜, 높이 2.7㎜(웰더렛 두께의 10%)로 

설계하였다.
Fig. 5와 6은 주파수 2㎒, 8elements의 위상배열

탐촉자 및 0.75"× 1.11"× 0.6" 크기의 Rexolite 재
질을 갖는 웻지를 적용하여 종파(Longitudinal Wave) 
및 횡파(Transverse Wave)에 대한 인공결함 검출

여부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L-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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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wave

Table 4 Wedge Dimensions through Simulation
Physical Dimension Foot Print

Length Width Height Length Width
0.75" 1.11" 0.60" 0.70" 0.40"
0.75" 1.11" 0.60" 0.44" 0.40"
0.925" 0.75" 0.95" 0.55" 0.55"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할 수 있었다.
a) 검사각도는 35° ~ 75° 사이에서 4개의 인공

결함에 대해 검출이 양호하였다.
b) 시험체 내의 결함 검출을 위해서는 종파보다

는 횡파가 검출 감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c) 검출신호의 감도는 웻지와 시험체의 접촉면

적에 좌우되므로 상대적으로 접촉면적이 작은 웻

지의 검출감도가 양호하였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최적 웻지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d) 적용 주파수(2㎒, 4㎒, 1.5㎒)에 따른 인공결

함에 대한 검출신호의 차이는 크게 없었으나, 시
험체의 두께와 재질을 고려하여 1.5㎒ 또는 2㎒를 

주 검사주파수로 하고 필요에 따라 4㎒를 확인 주

파수로 사용하였으며 추후 실증실험을 통하여 선

정토록 하였다.

3.4 배관모형(Mock-Up) 및 보정시험편 설

계․제작

표준형 원전의 원자로냉각재계통의 16" 배관과 

연결되는 3" 분기배관 웰더렛 용접부에 대한 위상

배열 초음파검사(UT)기법 개발을 위해서 상기 계

통과 동일한 형태, 재질의 배관 및 웰더렛 자재와 

도면을 활용하여 동일한 모형으로 제작하였다. 배

관모형 내부에는 각각 원주방향 인공결함 4개(A, 
B, C, D)와 축방향 인공결함 3개가 방전가공(EDM)
에 의해 노치 형태로 가공되었다. 배관모형이 필요

한 이유는 대상 용접부가 일반적인 맞대기용접부

와 달리 웰더렛으로 용접되어 맞대기용접과 필렛

용접이 가미된 형태이므로 검사기법의 개발 및 적

정성 확인을 위해 현장 배관과 동일한 형태의 모

형을 통한 실증실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Fig. 7
은 제작된 배관모형(Mock-Up)과 초음파검사에 필

요한 보정시험편을 보여주고 있다.
실증실험용으로 설계, 제작된 배관모형의 인공

결함은 방전가공법을 이용하여 노치 형태로 가공

하였으며 원주 및 축 방향 모두 동일한 크기이다. 
인공결함 크기는 ASME Sec XI, Appendix III 
Fig. III-3430-1 (a) U-Shaped Cross Section(Typical 
of Electromachining)과 Reference Table, Table VIII- 
S8-1에 따라 반사되는 면적이 0.027in2 (Reflective 
Area, Sq. in.)가 되도록 깊이, 길이, 폭 등을 설계 

하였다. 가공 위치는 ASME Sec. XI의 검사체적

에 적합하도록 용접선으로부터 ± 1/4인치에 해당

되는 위치에 2개(인공결함 A, C) 및 추후 적용이 

예상되는 열피로 관리 검사체적인 용접선으로부터 

± 1/2인치에 해당되는 위치에 2개(인공결함 B, D)
를 가공하였다. 또한 축 방향 결함의 검출정도를 

실험, 평가하기 위해 웰더렛 두께의 10% 인공결

함에 추가하여 웰더렛 두께의 15% 및 20%의 깊

Fig. 7 Mock-Up & Calibration block

Fig. 8 Circumferential and Axial EDM No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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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갖는 인공결함 3개를 가공하였다. Fig. 8은 

원주 및 축방향 인공결함이 배관모형 내부에 가공

된 형태를 보여준다. 

3.5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실증실험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기법에 대한 실증실험을 위

하여 휴대용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장비인 Phasor 
XS(GE, 미국) 장비를 적용하였다. 탐촉자 주파수

는 1.5㎒(16elements), 2.0㎒(8elements), 4.0㎒(16 
elements) 등 총 3가지를 적용하였고, 웻지는 위상

배열 초음파검사기법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풋 프린트(Foot Print)가 작아 피검체와 접촉이 잘

되는 웻지를 선정, 적용하였다. 
실험모형은 3" 웰더렛 용접부 모형 1 세트이며, 

웰더렛 용접부 원주방향 인공결함 4개 및 축 방향 

인공결함 3개에 대한 검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모형의 원주방향 인공결함 검출을 위하여 2.0㎒
의 경우 검사각도를 35° ~ 72°까지 생성토록 설정

하였고, 1.5㎒ 및 4.0㎒의 경우에는 30° ~ 72°의 

검사각도를 생성토록 하였다. 축 방향 인공결함 검

출을 위해서는 2.0㎒의 주파수와 검사각도 25° ~ 
45°를 생성토록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3.5.1 원주방향 인공결함 검출 실증실험

a) 주파수 2.0㎒ 검사각도 35° ~ 72° 섹트 스캔

Table 5 2.0㎒(8elements), 35°~72° Sector Scan
Experiment Results

○ EDM Notch ‘A’
○ Result: Excellent

○ EDM Notch ‘C’
○ Result: Excellent

○ EDM Notch ‘B’
○ Result: Excellent

○ EDM Notch ‘D’
○ Result: Good

(Sector Scan)을 적용한 원주방향 인공결함의 검출 

실험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실험 결과에서 보듯이 위상배열 초음파검사기법

을 적용할 경우, 인공결함 A, B, C, D에 대해 검

출감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으며, 기존 초음파검

사기법의 경우 검사각도가 제한된 반면 위상배열 

초음파검사기법은 다양한 검사각도를 시험편 내에 

입사시켜 결함 검출 및 인접 결함과의 분해능도 

우수하여 검사시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b) 주파수 4.0㎒ 검사각도 35°~72° 섹트 스캔을 

적용한 원주방향 인공결함의 검출 실험결과는 3" 
웰더렛 용접부의 인공결함 A, B, C에 대해 모두 

검출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공결함 D
의 경우는 결함신호의 검출이 불가하였다. 이는 

고주파수의 특성상 투과력이 적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검출감도 측면에서 2.0㎒ 탐촉자와 

비교해보면 인공결함 A, B, C에 대해 4.0㎒ 탐촉

자의 검출감도가 보다 좋음을 보여주고 있다. 
c) 1.5㎒ 위상배열탐촉자 적용 실험결과, 3" 웰

더렛 용접부 내측에 위치한 인공결함 A, B, C 모
두 검출이 양호하였으나, 인공결함 D의 경우는 검

출이 불가하였다. 이는 초음파 빔 퍼짐, 산란 등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3.5.2 축방향 인공결함 검출 실증실험

축방향 인공결함 검출 실험은 용접부 인근 모재

에서의 검사로는 요구되는 검사범위가 모두 포함

되지 않으므로 용접부 위(On Weld)에서 수행하였

다. 원주방향 인공결함 검출에 적용하였던 2.0㎒ 
탐촉자를 축 방향 인공결함 검출에 적용하였고, 검
사각도는 25°~45° 섹트 스캔을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기존 초음파검사기법에 적용되는 축 

방향 검사각도 30°에 대해 3" 웰더렛 보정시험편

의 노치를 활용하여 보정을 수행하였다. 3인치 웰

더렛 용접부 루트 중앙에 위치한 축 방향 인공결

함인 웰더렛 두께의 10%, 15%, 20%에 대한 검출 

실험을 수행한 결과 15% 및 20% 인공결함은 검

출이 양호하였고 10% 인공결함은 검출신호가 다

소 미약하였으나 검출은 가능하였다. Table 6은 

보정신호 및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기법을 적용한 경우, 용접부 위에서 검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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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2.0㎒(8elements), 25°~45° Sector Scan
Calibration & Experiment Results

 ○ Calibration File  ○ Thickness 10% Notch
 ○ Result: Good

 ○ Thickness 15% Notch
 ○ Result: Excellent

 ○ Thickness 20% Notch
 ○ Result: Excellent

하여 축 방향 인공결함의 검출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초음파검사기법의 경우 검사각

도가 제한되어 축방향 결함의 검출이 불가한 반면 

위상배열 초음파검사기법에서는 다양한 검사각도

의 초음파가 시험편 내에 입사되어 검출능력이 향

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표준형 원전 원자로냉각재계통 16" 배관과 연결

되는 3" 분기관 웰더렛 용접부는 원자로냉각재 압

력경계내에 위치하며, 정상운전시 격리가 불가한 

부위이다. 따라서 균열 발생에 의한 원자로냉각재 

누설시 조치를 위해서는 발전소 정지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원전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들 용접부는 열성층(열피로) 배관 건전성 평가

를 통해 2003년 이후 열피로 배관 정밀검사 부위

로 선정되어 주기적으로 초음파검사가 수행되고 있

다. 그러나 용접부의 복잡한 구조적 형상으로 인해 

기존 초음파검사방법으로는 검사 기술기준 요건 충

족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 초

음파검사 기법 개발을 위하여 위상배열 초음파검사

기법을 적용하였다.

표준형 원전 원자로냉각재계통 16" 배관과 연결

되는 3" 분기관 웰더렛 용접부에 대한 실증실험 및 

평가 결과 검사체적 충족과 축 방향 결함의 검출

을 위해 수행된 위상배열 초음파검사기법의 최적 

검사변수는 다음과 같다. 
a) 위상배열탐촉자는 주파수 2.0㎒, 8 elements 

(1D), 8mm Aperture, 0.04" Pitch이며, 크기는 

L0.59" × W 1.11" × H1.055" 이다. 
b) 위상배열 탐촉자용 웻지는 Rexolite 재질이며, 

피검체 접촉면적(Foot Print)은 0.44" × 0.4"이다.
c) 검사는 섹트스캔을 적용하며 검사각도는 원

주방향 결함 검출시 35° ~ 72°, 축방향 결함 검출

의 경우에는 25° ~ 45°이다. 또한 축방향 결함 검

출시에는 용접부 위에서의 원주방향 주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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