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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eriodic inspection of piping and pressure vessels welds in nuclear power plant has to provide reliable result 
related to weld flaws, such as location, maximum amplitude response, ultrasonic length, height and finally the nature
or flaw pattern. The founded flaw in ultrasonic inspection is accepted or rejected based on these data. Specially, the 
amplitude of flaw response is used as basic parameter for flaw sizing and it may cause some deviation in length 
sizing result. Currently the ultrasonic inspections in nuclear power plant components are performed by specific 
inspection procedure which describing inspection technique include inspection system, calibration methodology and 
flaw characterizing. To perform ultrasonic inspection during in-service inspection, reference gain should be 
established before starting ultrasonic inspection by the requirement of ASME code. This reference gain used as basic 
criteria to evaluate flaw sizing. Sometimes, a little difference in establishing reference gain between calibration and
field condition can lead to deviation in flaw sizing. Due to this difference, the inspection result may cause flaw 
sizing error.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ultrasonic amplitude difference 
between air filled and water filled pipe in nuclear power plant. Additionally, the accuracy of flaw sizing is estimated
by comparing bot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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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reflection coefficient 
 : acoustic impedances 
 : sound pressure
 : sound velocity 
  : material velocity 
 : transmission coefficient 

1.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주요 배관 및 압력용기는 장기 가

동중검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사를 수행하고 있

으며, 가동중검사(in-service inspection)는 검사 대상

에 따라 ASME Section XI1)에서 명시된 표면검사 또

는 체적검사를 적용하고 있다. 초음파검사(ultrasonic 
testing)는 가동중검사에 적용되는 체적검사 기법중의 

하나로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비파괴검사

기술이다. 따라서 초음파검사는 원자력발전소의 전체

적인 신뢰성 및 안전성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검사자의 기량 및 검사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경주되어 왔다. 최근에는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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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설비에 대한 초음파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

하여 초음파검사 기량검증(performance demonstration)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2). 기량검증은 원전 주요 설비에 

적용되는 검사장치, 검사자 및 검사절차서를 포함하

는 일련의 초음파검사 시스템의 성능을 사전에 검증

하고 일정한 기량을 가진 시스템만을 원전에 적용함

으로써 가동중검사 전반에 대한 검사 품질 및 신뢰성

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원자력발전소

에 초음파검사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변수들에

는 배관의 표면 조건, 검사대상 용접부의 접근성, 방
사능 피폭 및 배관 내부조건등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동중검사시 수행되는 배관 용접부에 

대한 초음파검사는 배관 내부의 유체를 완전히 배수

하여 배관의 내부를 대기에 노출된 상태로 검사를 수

행한다. 그러나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검사자가 

배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배관 내부가 충수된 상태에서 검사를 하게 되므로 초

음파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소 가동중검사 수행중에 

배관 내부에 유체가 충수되어 있을 경우와 배수되었

을 때의 상태에 따라 초음파검사 결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 지를 평가해보기 위하여 피로균열이 삽입

된 배관 시험편을 이용하여 자동초음파검사로 두가지 

조건에서 신호를 취득하여 진폭의 변화와 결함의 길

이 측정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초음파가 음향임피던스가 다른 두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하면 경계면에서 초음파의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

는 투과하게 된다. 이때 반사 및 투과되는 초음파의 

음압 비율은 초음파가 진행하는 두 매질의 밀도와 음

속의 곱으로 구해진 음향 임피던스의 차이에 따라 달

라진다. Fig. 1과 같이 제1매질과 제2매질의 경계면에 

초음파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수직으로 진행할 때 그 

입사되는 음의 크기 즉 음압을 Pi라하고 제2매질 경

계면에서 반사된 음압을 Pr라 하면 입사파의 음압에 

대한 반사파의 음압의 비 즉 음압 반사율 는 다음 

식과 같다3).

Fig. 1 Reflection and transmission of ultrasonic wave

 




  (1)

여기서  : 음압 반사율

 : 제1 매질의 음향 임피던스

 : 제2 매질의 음향 임피던스

  : 입사되는 음의 크기

  : 반사되는 음의 크기

그리고 매질을 통과하는 음압의 투과율은 식 (2)와 

같이 나타난다.

  

 (2)

일반적으로 식(1)은 절대 값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식의 물리적인 의미는 두 매질이 같을 경우  

가 되어 음압반사율  값이 0가 되어 반사되는 음압

은 없다라는 의미이다. 또 두 매질간의 음향 임피던스 

차이가 적을 때, 즉 용접부의 모재부분과 용접 금속과 

같이 두 매질의 음향임피던스의 차이가 1% 이내일 때

는 거의 반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두 매질의 음향 임피던스 차이가 심하면 음압 

반사율은 1에 가까워지므로 거의 100% 반사하게 된

다. 따라서 강과 공기의 경계면에서는 이론적으로 완

전히 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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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초음파검사시 검사표면의 반대면 매질의 종

류에 따라 반사되는 초음파의 진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초음파 모델링

실험에 앞서 배관 내부에 접촉하는 접촉매질에 따

라 결함에서 반사하는 신호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하

여 초음파모델링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차원 모델

링을 수행하였다. 
모델링은 프랑스 CEA사에서 개발한 비파괴평가 전

용 모델링 프로그램인 CIVA4)를 사용하였으며, 초음파 

모델링 해는 Kirchhoff 근사 해를 적용하였다. 모델링

은 직경 609.6mm의 배관 용접부내에 길이 83.82mm, 
높이 24.05mm 크기의 결함을 모사하였다. 모델링에

서 사용한 탐촉자는 직경 9.5mm, 중심주파수 2.25MHz, 
굴절각 45°인 횡파탐촉자이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단지 배관 내부의 접

촉매질을 공기와 물로 변경을 하여 각각 계산을 하였

다. 계산결과 배관 내부조건이 물이었을 경우 결함의 

선단과 코너 신호의 진폭이 각각 -38.2dB 및 -1.8dB

Fig. 2 The 3D model for ultrasonic flaw response 
calculation depend on internal medium

 

(a) (b)

Fig. 3 3D ultrasonic modeling results : (a) air and (b) 
water

로 측정되었으며, 내부조건이 공기였을 때는 결함의 

선단과 코너에서 반사한 초음파신호의 진폭크기는 각

각 -39.7dB 및 -1.9dB로 측정되었다. 여기서 dB 단위

는 최대 값이 0인 상대적 진폭 값을 의미한다. 결과적

으로 모델링을 이용한 비교에서는 접촉매질의 상태에 

따른 초음파신호의 진폭 차이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

타났다. 

4. 실험장치 및 시험편

4.1 실험장치

본 연구에서는 자동초음파검사 기법을 적용하여 실

험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자동 초음파검사 시스템

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펄스리시버 KU-815와 2축 스

캐너 및 스캐너 제어기를 사용하였다. 펄스리시버는 

8개의 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TCP/IP 통신으로 연결

되어 PC에 의하여 제어된다. PC에는 펄스리시버를 제

어하고 초음파신호를 취득하는 Sonicwazard 2.0이 설

치되어 있다. 자동으로 신호를 취득하기 위하여 모터

에 의하여 구동되는 2축 스캐너가 MDU(motor control 
unit)에 연결되어 펄스리시버와 동일하게 PC에 의하

여 제어가 된다.
실험에 사용된 초음파탐촉자는 9.5mm 직경의 2.25 

MHz 탐촉자를 적용하였다. Fig. 4는 실험에 사용된 

자동초음파검사 시스템의 구성을 나타낸다.

Fig. 4 Automatic ultrasonic inspection system block 
diagram for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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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험편

실험에 사용된 시험편은 직경이 304.8mm(12인치), 
609.6mm(24인치)인 오스테나이트 스테인리스 재질

의 맞대기 용접된 배관을 사용하였다. 용접부 크라운

은 ground flush 조건으로 가공되어 검사시 용접 크라

운에 의한 간섭은 없도록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험

편에는 다수의 균열이 다양한 길이와 깊이로 삽입되

어 있으나 3개의 피로균열을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아래 Table 1은 각 시험편에 삽입된 결함의 사

양을 나타내었다. 

4.3 실험 방법

신호취득에 적용된 절차서는 원자력발전소 검사를 

위하여 KPD에 기량검증된 절차서를 적용하였다. 검
출 및 길이 측정은“자동 초음파탐상검사 결함검출 및 

길이측정” 절차서를 적용하였고 깊이 측정은 “자동 

초음파탐상검사 결함깊이 측정”절차서를 적용하였다.
실험장치를 구성하고 시험편에 스케너를 부착한 다

음 초음파 신호취득 및 평가소프트웨어인 Sonicwazard
에 검사절차서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모든 필수변수

를 입력하고 초음파 시스템에 대한 교정을 수행하였

다. Table 2는 신호 취득시 SonicWizrd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설정값을 나타내었다. 
검사 전에 교정작업을 통하여 기준감도를 설정하고 

배관을 수직상태로 세운 다음 배관의 내부상태를 대

기상태로 하고 시험편에 대한 신호를 취득하였다. 신
호취득은 0°, 45° 및 60° 탐촉자의 순서로 이루어 졌

Table 1 Detail pipe and flaw dimensions (unit :mm)
Flaw No Pipe OD Pipe Thick Length Depth

1 304.8 17.47 38.86 12.14
2

609.6 38.1
83.82 24.05

3 11.07 3.22

Table 2 SonicWiazrd software setting value for ex-
periment 

Parameter Value

Inspection mode Pulse Echo
Gain 29dB

Voltage 3.3V

Sampling rate 50MHz
Sound velocity 3,070m/s

Fig. 5 Experimental setup for data acquisition

다. 대기상태에 대한 신호 취득이 완료된 다음에는 배

관의 내부에 물을 채워 충수상태로 만들고 대기상태

와 동일한 조건으로 0°, 45° 및 60° 탐촉자의 순서로 

신호취득을 하였다. Fig. 5는 배관 내부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스캐너로 용접부의 결함을 취득하는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5. 실험 결과

배관의 직경이 304.8mm인 결함 시험편에는 길이

가 17.47mm이고 깊이가 70%인 열피로 결함이 삽입

되어 있다.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수직탐촉

자로 충수상태와 대기상태에 대한 신호의 진폭을 비

교한 결과 충수상태에서는 전체화면 높이의 61.58%이

며 대기상태에서는 62.5%로 측정이 되었다. 굴절각

도 45° 탐촉자에 대한 실험결과에서는 초음파신호의 

진폭이 충수와 대기상태 조건에서 102.13%와 102.7%
로 진폭이 유사하게 측정되었으며, 굴절각도 60°탐촉

자에 대한 실험결과에서는 초음파신호의 진폭이 충수

와 대기상태 조건에서 102.71%와 103.18%로 대기 

상태 조건에서 진폭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굴절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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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Ultrasonic signal from 304.8mm pipe at air 
filled condition using 60° transducer 

Fig. 7 Ultrasonic signal from 12 inch pipe at water 
filled condition using 60° transducer 

60° 탐촉자를 사용하여 취득한 신호를 12dB drop 방
법으로 길이 측정 평가를 한 결과 충수와 대기 조건에

서 44.45mm로 동일한 길이로 평가가 되었다. Fig. 6
과 Fig. 7은 60도 탐촉자를 이용하여 직경 304.8mm 
배관에서 충수상태와 대기상태에서 측정한 결함의 신

호를 나타내었다. 
직경이 609.6mm인 배관 시험편의 두께는 38.1mm

이며, 길이와 깊이가 다른 두 개의 열피로 균열에 대

하여 신호를 취득하였다. 결함이 가공되지 않은 영역

에서 수직탐촉자로 충수상태와 대기 상태에 대한 신

호의 진폭을 비교한 결과 충수상태에서는 62.34%이

며 대기상태에서는 63.70%로 측정이 되었다. 두 개의 

결함중 길이 83.82mm, 깊이 63%인 결함에 대해서는 

굴절각도가 45°일때 초음파신호의 진폭이 충수와 대

기상태 조건에서 각각 전체화면 높이의 109.51%와 

111.97%로 대기상태 조건에서 진폭이 조금 높게 나타

났으며, 굴절각도 60°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는 초음파

신호의 진폭이 충수와 대기상태 조건에서 113.19%와 

119.3%로 대기상태 조건에서 진폭이 조금 높게 나타

났다. 60° 탐촉자를 사용하여 취득한 신호를 길이 측정 
평가를 한 결과 충수와 대기 조건에서 각각 87.63mm
와 90.17mm로 측정되어 대기상태 조건에서 2.54mm 
정도 길게 평가가 되었다. 그리고 길이 11.07mm, 깊
이 8.4%인 결함에 대해서는 굴절각도가 45°일 때 초

음파신호의 진폭이 충수와 대기 조건에서 각각 107.4%

Fig. 8 Ultrasonic signal from 609.6mm pipe at air 
filled condition using 60° transducer 

Fig. 9 Ultrasonic signal from 609.6mm pipe at water 
filled condition using 60° transducer 

와 112.56%로 대기 조건에서 진폭이 조금 높게 나타

났으며, 굴절각도 60°에 대한 검사결과에서는 초음

파신호의 진폭이 충수와 대기 조건에서 104.18%와 

108.98%로 대기 조건에서 진폭이 조금 높게 나타났

다. 60° 탐촉자를 사용하여 취득한 신호에 대하여 길

이 측정 평가를 한 결과 충수와 대기 조건에서 모두 

15.24mm로 동일한 길이로 평가가 되었다. Fig. 8과 

Fig. 9는 60도 탐촉자를 이용하여 직경 609.6mm 배
관에서 충수상태와 대기상태에서 측정한 결함의 신호

를 나타내었다.
취득한 모든 결함에 대하여 충수 조건에서와 대기

상태에서의 초음파 진폭의 변화와 결함의 크기 평가 

Table 3 Amplitude difference according to back wall 
medium 

Flawno
Amplitude Measurement 

Medium 0 45 60

1
Air(FSH, %) 62.5 102.7 103.18

Water(FSH, %) 61.58 102.13 102.71

Deviation(dB) 0.13 0.05 0.04

2
Air(FSH, %) 63.70 111.97 119.3

Water(FSH, %) 62.34 109.51 113.19

Deviation(dB) 0.19 0.19 0.46

3
Air(FSH, %) 63.70 112.56 108.98

Water(FSH, %) 62.34 107.40 104.18

Deviation(dB) 0.19 0.41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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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law length measurement results according to 
back wall medium (unit : mm)

Flaw no
Length Measurement

Medium 45 60

1
Air 41.91 44.45

Water 41.91 44.45
% 0.00 0.00

2
Air 90.17 90.17

Water 85.09 87.63
% 5.97 2.89

3
Air 21.59 15.24

Water 20.82 15.24
% 3.66 0.00

결과를 분석하였다. 아래 Table 3은 앞에서 직경 및 

결함별로 측정한 신호의 진폭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Table 4는 결함의 길이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충수

조건과 대기상태에서의 초음파 진폭을 전체적으로 비

교한 결과 진폭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SME Code의 진폭변화 기준인 ±2dB 이내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충수와 대기상태 조건에서의 결

함의 크기 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원자력발전소 가동중검사시 적용되는 초음파검사 

기법에 대하여 배관의 내부 조건에 따른 검사결과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배관 내부가 충수된 상태와 완전 배수된 상태에

서 수직탐촉자를 이용한 저면 반사 신호를 비교한 결

과 배수된 상태의 진폭이 조금 크게 나타났으며, 진폭

의 차이는 최대 0.46dB이었다. 
2. 배관 내부가 충수된 상태와 완전 배수된 상태에

서 45도와 60도 탐촉자를 이용하여 12dB drop법으로 

결함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최대 5.97%의 오차가 발

생하였다. 
3. 배관 내부의 조건에 따라 초음파검사 결과에 미

치는 영향은 ASME Code의 진폭변화 기준인 ±2dB이
내인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검사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과적으로 충수와 대기 상태에서 초음파검사시 

진폭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길이 측정은 대부분의 경

우에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대 약 5%의 오

차가 발생하였다. 이로부터 초음파검사시 배관 내부 

매질의 종류가 결함의 길이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

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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