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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
 론 

발전소 배관계의 고진동은 대부분 배관내부의 유

체유동에 의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응력이 집중되

는 용접부, 분기관 연결부, 엘보우, 나사산 연결부 

등에 피로손상이 유발될 수 있다. 손상 정도에 따라

보수를 위해 발전소의 출력을 줄이거나 운전을 정

지할 수 있으므로 배관계의 고진동은 발전소 정상

가동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국내 원자력발전소 시운전 기간 동안 1차기기 냉

각해수 배관계에서 고진동의 원인이 되는 캐비테이

션이 발생하여, 해당 배관계로 공기를 유입할 수 있

는 진공완화장치를 설치하여 케비테이션을 방지하

였고 배관계의 고진동도 저감된 사례를 기술하고자 

한다. 캐비테이션(Cavitation, 공동현상)은 배관내부

의 유체압력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낮아질 때 유체

는 증발하여 기포(Bubble)를 생성하며, 유체유동의 

하단부(Downstream)에서 유체압력이 포화증기압 

이상으로 회복되면서 이미 생성된 기포가 깨지며 

소음과 충격파를 발생하는 현상이다. 

2. 본  론 

2.1 배관계통 구성 

원자력발전소의 1차기기 냉각해수(ESW: Essential 

Service Water) 계통은 모든 운전조건에서 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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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냉각수(CCW: Component Cooling Water) 열

교환기에 공급하여 기기냉각수를 냉각시키고 다시 

바다로 배출되는 개방형유로(Once-through) 계통

으로 Fig.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Fig. 1 Schematic Diagram of Essential Service Water 
Piping System 

 

1차기기 냉각해수 펌프(Fig. 1의 ESW Pump)를 

이용해서 이송된 해수는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도록 

기기냉각수 열교환기 전단에 설치된 이물질여과기

(Debris Filter)를 지난 후 기기냉각수 열교환기에서 

기기냉각수를 냉각시키고 기기냉각수 열교환기 출

구를 나와서 직경 24 inch 모관으로 합쳐진다. 이후 

해수의 유량조절을 위한 전동기구동 유량조절밸브

(V067)와 콘 형태의 유량제한 오리피스(OR01)를 

지나서 바다로 배출된다. 이물질여과기 역세척

(Debris Filter Backwash) 배관은 이물질여과기에 

축적된 이물질을 제거하여 바다로 배출할 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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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오리피스(OR01) 후단 모관으로 연결된다. 

 

2.2 배관계 형상 및 캐비테이션 발생위치 

기기냉각수 열교환기 출구 배관계에서 캐비테이션

이 발생하고 있으며, Fig. 2는 등각투영도(Isometric 

Drawing)로 해당 배관계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기냉각수 열교환기 출구의 배관직경은 18 inch

이며 각각의 배관이 수직으로 올라와서 직경 24 

inch 모관으로 합쳐지며 이후 수평, 수직부분을 지

나서 V067 유량조절밸브와 OR01 오리피스가 수평

구간에 순서대로 설치되고, 수직으로 떨어진 후 열

교환기 건물벽을 지나서 배수구로 연결된다. 길이가 

20.4 ft 인 수직모관의 중간에 직경 6 inch 이물질여

과기 역세척 배관이 수평으로 연결되어 있다. 

 

  
 

Fig. 2 Isometric Drawing of CCW Heat Exchanger 
Discharge Piping System 

 

현장실사 결과 캐비테이션 발생위치는 오리피스에

서부터 후단 엘보우까지의 수평구간으로 확인되었

고 배관모재 손상이 가능할 정도의 캐비테이션 강

도이며, 베이컨 튀기는 것 같은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이 캐비테이션에 의한 충격파의 

영향이 배관계 고진동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었다. 

 

2.3 캐비테이션의 원인 및 진공완화장치 설치 

오리피스 후단 수직모관에서 유체유동에 의해 발

생한 진공압력(대기압 이하의 압력)의 영향으로 오

리피스 후단의 압력이 감소되는 것이 캐비테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오리피스를 통과하면서 빨라진 

유속의 해수는 낮은 오리피스 후단 압력에 의해 포

화증기압 이하로 낮아지면서 기포를 생성하고, 유동

의 하단부에서 해수압력이 포화증기압 이상으로 회

복되면서 이미 생성된 기포가 깨지며 소음과 충격

파를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수직모관의 압력이 대기압 이하로 측정되어 대기

압인 공기를 수직모관으로 유입하면 수직모관의 압

력이 증가되면서 오리피스 후단의 압력도 증가되어 

캐비테이션이 저감될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수

직모관에 연결된 이물질여과기 역세척 배관의 중간

지점에 대기공기를 유입하였더니 수직모관의 압력

이 증가되고 오리피스 후단의 캐비테이션이 소멸되

는 것을 실증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발전소 정상운전 조건에서 1차기기 냉각해수계통 

배관계에 영구적으로 대기공기를 유입하기 위해 실

증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이물질여과기 역세척 배관

에 진공완화장치(Vacuum Mitigation Apparatus)를 

Fig. 3 및 Fig. 4와 같이 설치하였다.  

 

 

 

 

 

 

 

 

 

 

 

 

Fig. 3 Installation Location of Vacuum Mitigation 
Apparatus 

 

 

Fig. 4 Installed Vacuum Mitigation Apparatus 
 

진공완화장치는 수직모관의 압력이 대기압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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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어 차압에 의해서 대기압인 공기가 자연적으

로 수직모관으로 유입되는 원리를 이용하였으며, 

Fig. 4와 같이 직경 24 inch 수직모관에 수평으로 

연결된 기존의 직경 6 inch 이물질여과기 역세척 배

관에서 직경 6 inch 분기관을 만들고 V3105 차단

밸브와 엘보우를 연결하여 수직모관으로 대기압의 

공기가 유입되도록 장치를 구성하였다. 1차기기 냉

각해수계통에 일시적으로 과도현상이 발생하여 진

공완화장치 분기관의 압력이 대기압으로 되는 경우 

해수가 방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진공완화장치를 수직상향으로 설치하였다. 

 

2.4 진공완화장치를 통해 배관계로 공기유입 

발전소 정상운전 조건에서 1차기기 냉각해수계통

에 설치한 진공완화장치의 V3105 차단밸브를 닫아

서 수직모관으로 공기유입이 없는 경우(진공완화장

치를 설치하기 전과 동일한 조건)와 V3105 차단밸

브를 열어서 수직모관으로 공기유입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수직모관에 작용하는 압력변화, 과도현상에 

대한 육안검사와 동시에 배관계의 진동, 소음을 측

정하였다. 

수직모관에 작용하는 압력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수직모관 계측라인에 Fig. 4와 같이 압력게이지를 

설치하여 측정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진공완화장

치의 V3105 차단밸브를 닫아서 수직모관으로 공기

유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수직모관의 게이지압력이 

-0.50 kgf/cm2
 이었고, V3105 차단밸브를 열어서 

수직모관으로 공기유입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직모

관의 게이지압력이 -0.15 kgf/cm2
 으로 압력이 증가

되었으며 캐비테이션 소음이 소멸되었고 배관계의 

진동도 현저히 저감되었다. 

 

Table 1 Gauge Pressure Change at Vertical Header Pipe 
Air Supply 

into Pipe 

Measured Gauge 

Pressure(kgf/cm2) 

Cavitation 

Noise 

No -0.50 Yes 

Yes -0.15 No 

 

진공완화장치 설치에 따른 1차기기 냉각해수계통

의 운전과 설비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현상

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공완화장치의 V3105 차단

밸브를 열어서 수직모관으로 공기유입이 있는 상태

에서 ① 1차기기 냉각해수 펌프 기동 시 초기상태 

② 1차기기 냉각해수 펌프 정지 시 상태 ③ 이물질

여과기 역세척 배관으로 세척기동 시 초기상태 ④ 

이물질여과기 역세척 배관으로 세척정지 시 상태 

등의 4가지 과도조건에서 배관계를 육안검사한 결

과, 과도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진공완화장치를 

통해서 해수도 방출되지 않아 진공완화장치 설치에 

따른 과도현상 및 문제점이 없음을 검증하였다. 

 

2.5 배관계의 진동, 소음 측정 

진공완화장치를 통한 공기유입 전ㆍ후 조건에서 

배관계의 진동, 소음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얻었다. 

(1) 진동, 소음 측정장비 

- 주파수 분석기: SOA(Smart Office Analyzer) 

- 진동 측정센서: ICP 가속도 센서 

- 소음 측정센서: Microtech Gefell MM210 

Microphone 

(2) 진동 측정위치 

배관계의 진동 측정위치는 캐비테이션에 의해 영

향 받는 배관계의 진동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인 

Fig. 5의 V067 유량조절밸브 표면을 선정하였고,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상하방향 진동을 측정하고 

평가하였다. 

 

 

Fig. 5 Vibration Measurement Point and Direction 

 

(3) 진동 측정데이터 및 진동평가 

Table 2는 유량조절밸브 표면에서 취득한 상하방

향 진동 측정데이터이다. 

 

Table 2 Vibration Measurement Data 

Air Supply 

into Pipe 

Measured Vibration 

Displacement 

(mils1), Peak-Peak) 

Allowable 

Displacement 

(mils, Peak-Peak) 

Result  

No 20.7 14.1 Fail 

Yes 5.9 14.1 Pass 

Note 1) 1 mils = 0.001 inch = 0.025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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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완화장치를 통해 배관계로 공기유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20.7 mils로 ASME OM Part 3에 제시

된 단순보방법에 의한 진동허용변위 14.1 mils를 초

과하고 있다. 반면에, 진공완화장치를 통해 배관계

로 공기유입이 있는 상태에서는 5.9 mils로 진동허

용변위 기준을 만족한다. 

유량조절밸브 표면에서 취득한 상하방향 시간-변

위 신호는 Fig. 6 및 Fig. 7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6은 진공완화장치를 통해 배관계로 공기유입이 없

는 경우의 신호로서 배관진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불규칙적인 진동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Fig. 7은 진

공완화장치를 통해 배관계로 공기유입이 있는 경우

의 신호로서 Fig. 6에 비해 진동변위가 현저하게 저

감된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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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ime-Displacement Signal, No Ai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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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ime-Displacement Signal, Air Supply 

 

유량조절밸브 표면에서 취득한 상하방향 주파수-

진폭(Amplitude) 신호는 Fig. 8 및 Fig. 9에서 보여

주고 있다. Fig. 8은 진공완화장치를 통해 배관계로 

공기유입이 없는 경우의 신호로서 주로 캐비테이션

에 의한 충격파의 영향으로 고유진동수로 진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는 진공완화장치를 통

해 배관계로 공기유입이 있는 경우의 신호로서 피

크 부분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넓은 범위에 피크가 

분포되는 난류유동 특성의 파형을 나타내고 있다. 

진공완화장치를 통해 배관계로 공기유입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직모관의 압력증가 → 오리피스 후단

의 압력증가 → 오리피스 후단의 캐비테이션이 소

멸되는 메커니즘으로 배관진동이 70% 이상 저감되

어, 단순보방법에 의한 진동허용변위 이내로 만족되

므로 배관계의 피로건전성이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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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requency-Amplitude Signal, No Ai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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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requency-Amplitude Signal, Air Supply 
 

(4) 단순보방법에 의한 배관 진동허용변위 계산 

ASME OM Part 3는 미국기계학회에서 발행한 원

자력발전소 배관계통의 진동평가를 위한 시험지침

으로, 여기에 제시된 단순보방법에 의한 진동허용변

위 기준을 만족하면 배관계는 발생하고 있는 진동

에 대하여 피로건전성을 확보한 것이 입증된다. 

배관진동 변위는 진동 측정장비를 이용하여 현장

에서 취득하고, 측정위치의 정상상태 배관 진동허용

변위 ΔA 를 Fig. 10의 ASME OM Part 3-5.1.1 항

을 유도한 공식에 의해서 구한 후, 취득한 배관진동 

변위가 진동허용변위 이내인지를 평가한다. 측정위

치마다 공식의 변수가 달라지므로 정상상태 배관 

진동허용변위 ΔA 는 측정위치와 방향에 따라 달라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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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Allowable Vibration Displacement ΔA of Fixed-
Guided Beam Model 

 

유량조절밸브의 진동 측정위치와 방향에 대하여 

Fig. 10의 Fixed-Guided Beam Model을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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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 배관 진동허용변위 ΔA 는 다음과 같이 

14.1 mils(Peak-Peak)로 계산된다. 

• ΔA = 정상상태 배관 진동허용변위(mils, Peak-

Peak) 

• C2 와 K2 는 각각 이차응력지수 및 국부응력지수 

C2K2 = 2i = 2 x 4.27 = 8.54 

직경 24 inch 엘보우의 응력집중계수 i = 4.27 

• DO = 배관직경(inch), 24 

• FS = 허용응력 감소계수, 탄소강 1.3 

• L = 특성스팬 길이(ft), 12.5 

⇒ ΔA = (24 x 12.52) / (24 x 1.3 x 8.54) 

= 14.1 mils(Peak-Peak) 

(5) 소음 측정 

진공완화장치를 통한 공기유입 전ㆍ후 조건에서 

소음 신호의 특성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소음을 측

정하였다. 캐비테이션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Fig. 

11의 OR01 오리피스 후단 중앙표면에서 6 inch 떨

어진 지점을 측정위치로 선정하여 마이크로폰을 설

치하고 측정하였다. 

  

 

Fig. 11 Noise Measurement Point 
 

(6) 소음 측정신호 분석 

오리피스 후단에서 취득한 주파수-dB(A) 소음 신

호는 Fig. 12 및 Fig. 13에서 보여주고 있다.  Fig. 

12는 진공완화장치를 통해 배관계로 공기유입이 없

어서 캐비테이션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의 신

호로서 전체구간 중 많은 영역에서 Peak가 존재한

다. 반면에, Fig. 13은 진공완화장치를 통해 배관계

로 공기유입이 있어서 캐비테이션 소음이 소멸된 

경우의 신호로서, Fig. 12에 비해 신호의 전체구간

에서 Peak가 사라진 것으로 볼 때 사라진 Peak가 

캐비테이션 소음을 유발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 Frequency-dB(A) Noise Signal, No Air Supply 
 

 

Fig. 13 Frequency-dB(A) Noise Signal, Air Supply 
 

3. 결  론 

국내 원자력발전소 시운전 기간 동안 1차기기 냉

각해수 배관계에서 고진동의 원인이 되는 캐비테이

션이 발생하여, 해당 배관계로 공기를 유입할 수 있

는 진공완화장치를 설치하여 케비테이션을 방지하

였고 배관계의 고진동도 저감된 사례를 통해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오리피스 후단 수직모관에서 유체유동에 의해 

발생한 진공압력의 영향으로 오리피스 후단의 압력

이 포화증기압 이하로 감소되는 것이 캐비테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된다. 

(2) 오리피스 후단에 수직모관이 존재함으로 인해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1차기기 냉각해수계통은 배

관계로 대기공기를 유입하면 수직모관의 압력이 증

가되고 캐비테이션이 소멸된다. 

(3) 수직모관의 압력이 대기압 이하로 측정되어 차

압에 의해서 대기압인 공기가 자연적으로 수직모관

으로 유입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진공완화장치를 착

안하였으며, 진공완화장치를 통해 배관계로 공기유

입이 있는 상태에서는 수직모관의 압력이 증가되면

서 오리피스 후단의 캐비테이션이 소멸되고 배관계

의 고진동이 저감되어 피로건전성이 입증된다. 

(4) 오리피스 후단에 수직모관이 존재하는 유사한 

배관계통에 대해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배관계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현상을 모사하는 전산유체

해석을 수행할 경우 진공완화장치의 최적지점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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