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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원안위 옴부즈만 답신내용의 기술적 검토 
2020-11 문인득

2015.1.6 
본인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에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 부실시공에 관
한 민원을 넣음

2015.6.6
원안위에서 옴부즈만 조사청구  사항 조사결과 통보(통보내용이 대부분 설계도
면, 설계시방서 내용과 다르게 부실시공된 상태의 내용으로 회신)

2016.9.22.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자럭발전소 설계과정에 불법의혹' 공익신고

2017.4.17. 
국민권익위 회신 내용은 없이 공문만 공익신고자에게 회신('설계위변조는 하지 
않았으며, 시공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원자력안전위회에서 회신. 조사기관
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임)

가. 원안위 옴부즈만 조사청구 배경 

본인은 증기발생기 교체공사완료 이후 시행된 고온기능시험 성공통보를 받고, 
원자로건물에 들어가 제보자가 확인한 바로는 원자로설비 전체에서  구조적진
동 현상이 일었다. 이에 대한 부실공사 백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고, 해외경험
사례와 기술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증기발생기전열관 마모손상의 원전산업계
의 고질적인 병’이라는 것을 알고  원전사고의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 안전
규제를 맡은 원자력안위원회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

⁕조사청구 사항 : 

한울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후 한주기(18개월) 가동된 증기발생기에 대한 5가
지 상태에  대해 조사 청구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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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기발생기 교체후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세관 마  
모로 인해 관막음 기준(두께의 40% 초과한 경우만 관막음)을 초과하는     
세관은 없음

<출처1> 옴부즈만 조사청구항목 : 
‘구조적진동에 따른 문제점을 경고한 내용이다. 현재 한울3,4호기는 이러한 징
후 중 가장 심각한 현상인 세관마모 현상의 신규건설한 신고리 3호기 증기발
생기 세관손상보다 매우 심한 상태를 보이고, 증기발생기가 기울어진 상태로 
운전되고 있고 설계도면요건에 벗어난 상태로 운전되어 1년365일 내내 지진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다. 

[원안위 회신내용(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내용)]

[검토의견 및 안전성문제점]

울진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후 한주기 운전(18개월)후 세관마모 현상에 대해 
민원인이 옴부즈만 제보이후 조사한 바로는, 전체 세관(8300여개, 전장길이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부 세관에 대한 검사한 결과로  
세관 두께의 40%이상 마모는 없었다 하지만, 검사한 세관에서 10~25% 마모
가 25개, 25%이상 마모는 3개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40%에 근접한 마모손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배경에는 2주기 운전후 시행한 정기검사
에서 40% 이상 마모된 세관이 나타났다는 것은 구조적진동이 지속적으로 발
생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 수치는 교체공사후 1cycle 운전한 미국 평균 4개에  비해 8.5배 높은 세관 
손상이 발생된 것이다.  총28개에는  10% 미만 마모량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하였다. (반면에 NRC에서는 1~19%, 20~29%, 30~39%, 40% 이상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

한울 4호기 증기발생기교체사업보다 8개월 앞섰던 Waterford Unit 3는 1주기 
운전후 세관에 대해 검사를 하며 NRC에 보고(180Day 내에 NRC에 보고의무)
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세관 두께 14% 마모 3개, 25% 1개로 4개 밖에 없었던 
내용을 원안위에 옴부즈만 회신내용의 부당함에 이의 제기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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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ypes of damage to steam tubes
Denting, fatigue cracking, fretting, intergranular/steress-corrosion 
cracking, pitting. Stress corrosion cracking, tube wear and 
wastage. The damage is caused by vibration and impurities in the 
water. Please see p.xxi. Waid(3) 

(2016.6.12.) 메일로 전달하면서 Waterford Unit 3 수준으로 상세하게 공개해 
줄 것을 원안위에 민원을 재차 제기하였으나 옴부즈만 2차 제보 회신에는 전
혀 조치가 없었다. 

   <출처 2> 옴부즈만 1차회신한 원안위 신종혁사무관에게 보낸 메일

옴부즈만 1차 제보 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조치해 
줄 것이라 믿고 미국발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험 자료를 찾아서 제공하였
으나, 무시되었다.

<출처 3> 옴부즈만 제보문에 언급한 프랑스 AREVA의 경험자료 제시 내용. 
세관 손상은 진동과 수질문제로 발생되나,  한울 4호기는 새증기발생기로 증
기발생기 교체후 1주기 가동한 시점에서는 수질문제는 없을 것이므로 세관손
상은  100% 진동이 원인이라고 옴부즈만 제보를 통해 알려 주었음. 이는 어
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답안까지 조사청구인이 제시한 것이다. 

미국 NRC에서는 증기발생기 교체뒤,  1주기 운전후에는  세관검사를 할 경우
에는 전체 세관에 대해 100%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의 경우는 교체후 하는 정기검사보고서에는 전체를 검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
적인 정보가 없었다. 2차주기 정기검사에서 세관 마모손상이 드러나면 그때서
야 100%검사를 하고 있다. 이미 이때는 손상방지에는 늦은 시점이다.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후 첫 주기 정기검사(11차)에서는 관막음을 요하는 
전열관 마모는 없었으나, 그러나  13차, 14차 정기검사에서 40% 이상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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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손성이 발생되었다. 

한울 3호기의 경우도 증기발생기 교체전에는 40% 이상의 마모손상은 없었으
나, 교체후에 40% 이상 마모손상이 발생되는 현상이 증기발생기 교체후 공통
적으로 발생되었고, 

한울 3호기의 경우는 2016. 6~7월경에 원자로 공진현상 발생하였고, 그 후 
2017.12.5.~2018.4.26.까지 약 5개월 정비공사를 하였음(KPS 정비공고). 

그 후에 이루어진 정기검사(제15차 :2019.9~2019.12)에서 42% 세관 감육 발
생된 사례에서 세관마모손상을 유발하는 지속적인 구조적 진동이 있었다는 것
을 적시하였고,

반면에 신규건설된 신고리 3호기는 상업운전후 2주기 지난 시점에 세관 마모
손상을 검사한 결과, 정비를 요하는 세관마모는 없는 것으로 2주기 정기검사
보고서에서 확인하였다

이처럼 신규건설원전과 증기발생기교체공사는 세관 마모손상에 미치는 용접시
공에 따른 영향이 매우 지대하다는 것은 한울3,4호기 증기발생기교체입찰 단
계에서 필자는 사내관계자에게 설명을 하였고, 해외설계용역시 용접수축영향을 
반영할 것을 제시하였고, 입찰제안서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런데 용접수축 영향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사항이 발생되자 변형사
실을 은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안전해석서 문서와 기타설계문서를 조작한 부분은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운영허가)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할 사안이다. 

원자력관련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등에는 없어 준용한 미연방법 
10CFR50.59Rule은 인허가사전평가 법적절차로 미연방법 10CFR 50.59 Rule
을 준용하여 평가하게끔 국제입찰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사무를 하는 전문기관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원자력안전법 121조
(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형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아야 받도록 되어 있
다. 

미연방법 10CFR50.59 Rule은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해야하지만, 
미연방법 10CFR50.59 Rule은 인허가사전평가 단계로 지나친 규제를 하기보
다는 용역수행자가 자발적으로 평가하게 한 제도로  증기발생기교체용역사에 
위임한 사무에 해당된다. 

만약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변경을 요하는 안전분석방법의 적용한 경우는  
운영허가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역사는 시험,재평가 결과를 대통령
령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
였다.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위변조한 설계계산서에는 IR=1.83으로 평가된 것
을 0.98로 조작하고, 10CFR50.59 Rule 평가단계에서는 안전분석방법의 변경
을 요하는 사항은 없었다고 체크하므로서 정부로부터 인허가심사를 위임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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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지지물(Vertical Strip Bar) 부근 세관  1개소(SG-02 97R66C)에서 정비대상 기준을 
촉하하는  마모지시(Fretting Wear Indication, 41%)가 발견되어 보수작업을 수행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운영허기변경 승인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증기발생기교체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두산중공업 원자로설계1팀이 IR=0.98로 평가한 방법은 안전분석법을 변경한 
것에 해당된다. 해석프로그램(ANSYS)에 출력되는 하중은 최대전단응력이 발
생되는 부위의 하중이 도출되는 것은 해석의 상식이다. 그런데 다른부위(하중
이 적게 나오는 부위를 확인하는 것은 최대전단응력 적용관점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내용에 해당된다. 이 경우 해석결과로 인정되지 않고 그냥 참고용
에 불과할 뿐이다.그 결과로 IR=0.70(용접수축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나왔다 치더라고 두산중공업의 실제시공법은 원자로배관에 역변위를 주지 않
고 시공을 하였기 때문에 1200톤이상의 하중이 부과되어 IR=0.98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인허가사전평가 업무시 준용하게 되어있는 미연방법 10CFR50.59Rule 평가는 
원자력안전법 111조 (권한의 위탁) 2항에 따른 사무에 해당된다. 이 사무는 원
자력안전법 제20조 ①,②항의 운영허가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무로, 용역수행사
가 하게되어 있다. 따라서 이 평가를 수행한 자에게 원자력안전법 111조에 따
라 권한의 위탁된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는  형법에 의
한 가중처벌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범죄에 해당된다. 

두산중공업의 설계위변조, 인허가사전평가 거짓 작성 및 부실시공의 결과는 구
조적진동을 유발하고, 증기발생기 세관마모손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아래 1)~5) 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서 한울 4호기, 3호기 세
관마모손상내용이 언급된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진 4호기 전열관 마모 사례
를 통해 증기발생기 상부에 위치한 세관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부실시공된 한울 3,4호기는 향후 세관 마모는 급속적으로 진전될 확률이 
높다. 

1)  한울4호기 11차 정기검사보고서 (2015.1.27.~3.31) 

증기발생기 교체후 1주기 운전후  점검한 기록상에는 이물질에 의한 손상 세
관 1개 이물질 마모 최대 깊이 14%)에 대해 보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40% 이
상 마모손상은 없었음. 10~33% 마모손상이 다수 있었으나, 전체를 검사한 것
인지 일부만 검사를 한 것인지 보고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었음. 

            
2)  한울4호기 13차 정기검사보고서

증기발생기 2번 상부구조물 인근에 위치한 세관에 41% 마모손상 발생된 내용
을 소개한다.  40% 이상 세관 마모 현상이 한울 4호기 누적 관막음이 10개로 
정기검사보고서에  언급되고 있어 40% 이상 마모가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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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작업을 수행한  세관 이외의 정기검사대상 세관에서는 정비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세
관이 발견되지 않음을 현장요약보고서 및 면담(기계팀 담당자)을 통해 확인하였다
(~중략~) 이번 정비로 한울 4호기 증기발생기 누적관막음 수는 10개로 기록되고 있다. 

이번 정비를 포함하여 한울4호기증기발생기 누적관막음 세관은  11개(SG-1,3개, SG-2 8
개)로 기록되었다.

검사결과 관막음기준(결함깊이 ≥관두께의 40%등)을 초과하는  결함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수집된 신호 5단계 평가결과, 상부지지구조(vertical support) 부근 세관 (SG-01 
102R53C)에서 정비기준을 초과하는 마모지시(세관 벽두께의 42% 감육)가 발견되어 불일
치사항으로 보고되었고, 보수를 수행한 세관 이외의 ECT 세관대상에서는 정비대상 기준을  
초과하는 세관이 발견되지 않음을 현장요약보고서 검토 및 면담(기계 담장자)을 통해 확인
하였다 (~중략~) 이번 정비를 포함하여 한울 3호기  증기발생기 누적 관막음 세관을 4개
(SG-01 1개, SG-02 3개)로 기록되었다. 

      <출처 4>  킨스 한울4호기 13차 정기검사보고서 47쪽(2018.10)

3) 한울4호기 14차 정기검사보고서 

14차 정기검사보고서를 통해 전체 세관에 대해 검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40% 이상 마모손상된 것만 공개하였음.

     <출처 5> 킨스 한울4호기 14차 정기검사보고서 55쪽(2020.04)

4)  한울3호기 정기검사보고서 제12차 (2014.3.8.~10.11) 

12차 정기검사는 증기발생기 교체직전 가동후 정기검사 결과로 40% 이상 마
모손상이 없었던 것으로 중점검사 보고서(267쪽)에 기록되어 있었다.

          
       <출처 6> 한울3호기 정기검사보고서

5)  한울 3호기 정기검사보고서 제15차(2019.9.2.~2019.12.5.)

              <출처 7> 정기검사보고서 제15차 

미국NRC에서는 증기발생기 세관은 ‘Critical Safety Function’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NRC에서는 2014년에 미국내 발전사업자에
게 공문을 보내어 세관 손상 유형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후부터 발전사업자는 지나지게 상세할 정도로 세관 검사 보고를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의 근본원인이 전열관 축균열이 
3800 이상 발견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
였다. 그렇다면 옴부즈만 제보에서 요청한 것을 안전규제정책에 적극 반영했어
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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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기 이상현상에 대해 ‘증기발생기 교체  전후 증기발생기 방진기의 
pin-to-pin 거리 측정값은 기능시험요건을 만족함

②방진기 이상 현상에 대해 ‘증기발생기 교체 전후 증기발생기 방진기의 pin-to-pin 거리 
측정값은 기능시험요건을 만족함 

이은철 서울대 교수가 2011년  울진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을 조사한 결
과에 의하면,  3800여개의 축균열 문제를 발견하고, 원안위에 증기발생기 교
체를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증기발생기 세관 손상 문제는 국내는 미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방진기 이상 현상’ 조사결과 부실처리 내용

[원안위 회신내용(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내용)]

[검토의견 및 안전성문제점]

옴부즈만 회신내용에 의하면, 증기발생기 교체후 상온상태서 방진기 
pin-to-pin 거리측정 값은 설계도면요구치보다 벗어난 상태로 1200~1202mm 
였다. 그리고 한 주기 운전후에는 1338~1347mm로 교체 직후보다 증기발생기
가 원자로중심선에서 138~147mm 더 멀어진 상태로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
다. 설계도면 치수 요건에 벗어났음에도 ‘기능시험요건을 만족함’ 이라고 하여
였다. 제보내용은 ‘기능시험요건’을 조사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주기 기동후 정
지상태의 pin-to-pin 거리가 원설계도면요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요청하였는
데 Cold 상태는 언급 않고 동문서답하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였다.

  
<출처-8> 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10780호, (불기소이유통지 11/15쪽) 

방진기는 지진과 같은 동적하중이 순간적으로 작용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하
는 안전에 중요한 장치이다. 그런데 옴부즈만 회신내용처럼 pin-to-pin 거리
가 상온정지 상태의 설계도면요구치보다 늘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팔인대가 늘어난 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된다. 인대가 늘어난 상태의  안
전성문제를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여 옴부즈만 2차제보때 문제점은  다음과 같
다(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할 줄 아는 기술자는 한국에는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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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d 상태로 부터 사용할 수 있는 실제 Snubber stroke는 
     :58.7"(1490.9mm)-53"(1347mm) = 143.98 mm
▪ 설계마진은Normal operation + SSE Stroke : 10.712"( 272.04mm)임.
▪ Normal operation Margin(SSE 포함) : 143.98-272.04= -128.06mm

증기발생기 교체완료상태에서 측정된  방진기 상온상태의 Pin-to-pin  설치 치수
는 안전정지지진 발생시 시 여유도 부족으로  지진 발생시 방진기는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음.

▲옴부즈만 2차제보때 1차제보 회신내용에 대한 지적내용

pin-to-pin 거리를 벗어난 상태에 대해 지진이나 주증기관 파열(MSLB), 냉각
재누설사고(LOCA) 등의 동적 하중 발생되는 경우 방진기가 제 기능을 하려면 
상온상태 측정값에서 여유도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안위 조사결과 결과처
럼 설계도면 요구치보다 늘어져 있으면 상온상태에서 운전이 시작되면  운전 
중에 최대로 허용되는 수치인 1435mm에서 겨우 100mm밖에 여유가 없다. 
이 상태에서 동적하중 발생시 방진기는 적시에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증
기발생기는 주변구조물에 충돌하여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
부에 있는 세관파열이 수십 개 발생되면 바로 코어멜트(원자로 용융)으로 이어
질 수 밖에 없다.

방진기 원설계 시방서에 따르면, 정상운전상태에 도달하면 Cold position 위
치에서 224.5mm(9인치)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동적 하중 상태(냉각재누설사
고, 주증기관 파열사고)를 고려해 Cold position에서 최소12인치 늘어날 수 
있는 여유도가 있어야 한다. 

한주기 운전 후 정지상태의 측정된 값이 1338mm이므로 운전중에 여유도 9인
치(224.5mm) 더해지면 총 1562.5mm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 상태에서 동적
하중이 작용되면  증기발생기 방진기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게 잠금기능이 
작동하려면  적어도 3인치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미 3인치를 초과
한 상태로 늘어나 있었다.

한주기 운전후 조사된 cold 상태의 측정 값이 1338~1,347mm이면 동적 하중 
조건에서는 마진이 부족해서 잠금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예
를 들어 계산을 하여 옴부즈만 2차 제보에 문제를 제기 했다. 아래는 그 내용
이다. 



- 9 -

증기발생기 KEY 접촉상태에 대해 ‘증기발생기 교체  전후 증기발생기 Key
와 Keyway 간의 간극이 존재하는 등 기능시험 요건을 만족하였고, Key와 
Keyway의 접촉에 의한 EXPANSION PLATE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음. 

설계도면상 허용되는 Cold position 합격치는 68℉에서의 1180.7~1183.9mm 범
위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체후 1200~1202mm, 한주기 운전후 
1338~1347mm는 불합격이다. 안전정지지진 발생기 방진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 냉각누설사고시 세관 역시 심각한 데미지를 입게 될 문제가 있어 옴부즈만
에 다음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1 cycle 운전후 방진기 상태의 점검 결과을 알고 싶다. 이는 문제의 제기가 아닌 
현상을 보고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옴부즈만 회신내용에서 알 수 있는 안전성 문제는 다음과 같다.  상온
상태서 방진기 pin-to-pin 거리측정 값은 설계도면요구치보다 벗어난 상태로 
1200~1202mm 에 있었고,  한 주기 운전후에는 1338~1347mm로 교체 직후보다 
증기발생기가 원자로중심선에서 반대방향으로 138~147mm 더 벌어져 있었다. 이
는 증기발생기가 수직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피사의 탑처럼 기울어져 있었다는 증
거이다.  설계시방서에 의하면, Cold position에서 증기발생기기 수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방진기 Pin-to-pin 거리가 불만족할 경우, 운전중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라고 경고한 문구가 있다.

          <출처-9> 옴부즈만 2차 제보 (2016.6.16.)

다. ‘증기발생기 상부 Key 접촉상태’ 조사결과 부실처리 내용

[원안위 회신내용(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내용)]

[검토의견 및 안전성문제점]

증기발생기 <상부 Key & Keyway> 간극을 설계도면 요건(0.51mm~2.54mm) 

합격범위 이내에서 있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조사결과에 포함된 사진 실

제 사진을 보면 간극 합이 24 mm 이상 벌어진 상태로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은 옴부즈만 제보 이후 울진원전 2발전소의 증기발생기 상부 Key와 Keyway 

간극을 설계도면 요구치보다 더 벌리는 작업을 했던 것이다. 한수원, 원자력안

전기술원이 공모하여  설계도면 합격기준을 벗어나게 불법시공을 하고, 옴부즈

만 제보에 대한 회신을 한 것이다. Key와 Keyway 간극은 설계도면요건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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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벗어난 상태로 시공된 것이다. 

증기발생기 상부 Key와 keyway 간극은  한쪽은 0.51mm, 양쪽 간극 합은 

2.54mm 범위내에 있어야 하는 기술적 배경은 지진으로 인한 동적하중 발생

으로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 주증기관 파열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기발

생기 상부가 지나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유지해야 할 최대 간극

을 설계도면에 반영한 것이다. 이 도면은 울진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용역 입

찰안내서에 포함되어 있다. 필자는 교체공사후 고온기능시험 합격기준에 이 간

극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계문서철 부속서 3-5에 언급하였다. 

간극 합을  24mm 벌려놓은 상태서 운전을 하면 정상운전중에 흔들림 폭이 

커져서 평상시에 지진이 오는 것과 동일한 영향을 받는다. 간극을 벌려놓은 울

진 3,4호기는 1년내내 흔들리는 문제로 수년간 지진을 받은 결과로 원자로를 

포함한 원자로계통설비에 그 진동으로 인해 피로손상을 입게 된다. 가장 취약

한 부위가 세관이다. 원전사고는 지진이 아닌 정상운전조건에서 발생될 수 있

다. 매우 위험한 상태로  한울 3,4호기는 운영되고 있다.

EXPANSION PLATE 마모가 없다고 하며, 첨부한 사진(SLIDING 
BASE KEY 측의  마모가 발생되지 않은 쪽의 사진을 붙여서 회신
하였으나, 제보자가 확인한 EXPANSION PLATE는 마모가 발생된 
쪽은 윤활재가 접촉에 의해 다 닳은 상태였다. 그런데 옴부즈만 
회신에 첨부한 사진에는 아예 접촉이 되지 않아 윤활재 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진을 붙였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은폐하는데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한
수원들이 업자의 부실시공에 합동으로 참여하였던 것이다.

라. 증기발생기 슬라이딩 베이스 폴딩

[원안위 회신내용(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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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발생기 슬라이딩베이스 폴딩에 대해, ‘증기발생기 고온관 절단 전후 위
치 측정된 데이터변화가 미미하고 하부 슬라이딩베이스 변형 및 Key & 
keyway 접촉상태가 양호한 등 증기발생기 Folding 현상이 발생되지 않음. 

[검토의견 및 안전성문제점]

증기발생기 슬라이딩베이스는 탄성설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발전소 기동/정지
를 반복하더라고 변형이 결코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울진원전 3,4호기 최종안정성분석보고서상의 ‘특수기기 요건’에는 정상운전중 
발생되는 과도상태에서 원자로설비와 그 지지대는 피로평가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전 수명기간에 약 500회의 기동/정지를 하는 것으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해당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영광3,4호기 및 신고리 
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도  동일하게 반영). 

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증기발생기 지지대 원설계시방서에는 
정상운전중 3000회 피로 횟수를 받는 것으로 피로평가를 하는 것으로 강제규
정화 되어 있음에도 울진3,4호기에서 증기발생기 슬라이딩베이스에 피로평가
를 하지 않고, 단지 정적구조 해석만 하였다

2012.11.1.일 발견된 한울 4호기 증기발생기 슬라이딩베이스 변형현상은 열응
력작용에 의한 변형된  것을 한국과학기술정보원 가상설계팀에 경험적인 피로
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결과 한 주기 운전중에 슬라이딩베이스에 피로 변형
되는 치명적인 결함이 실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경험적 피로평가를 한국원
전산학은 해본 적이 없었다.

2012.11.8.경 두산중공업 기술연구원 J수석이 슬라이딩베이스 변형에 미치는 
용접수축력에 대해 간이 계산한 하중값 3100톤이 가해도 슬라이딩베이스 소성
변형이 생기지 않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큰 응력이 작용하였으면 증기발생기 
슬라이딩베이스 상부면과 하부 면에 뒤틀리고 굽은 현상이 발생했을까? 

상상을 해본다면 운전중에 상상도 못할 응력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
실이였고, 변형현상은 증기발생기 교체후 발생된 진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동적하중이 추가로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로평가를 한 결과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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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구조적 진동 영향에 대해 ‘증기발생기 교체후 측정된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배관의 진동 

주기 운전 후에 발생된다는 것은 슬라이딩베이스 변형을 은폐하고 부실시공한 
것을 입증하는 과학적 수사증거로서의 증명력을 가진다. 미국NRC에서 신뢰성
을 확인하는 것도 국가의 중대한 책무임을 감안할 때 피로평가결과에 대한 의
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슬라이딩베이스 굽은(Folding) 현상은 원설계시방서에 포함된 도면에 있는 공
차에 의하면 정교하게 가공되어야 할 가공면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원자로배관 강제 당김 작업 명백한 부실시공을 한 증거다.  
고온관은 강성이 커서 움직일 수가 없고, 고온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구
조인 저온관측의 클램핑장치의 볼트를 풀어 움직임 방향의 반대방향으로 강제
담김 (cold pulling) 작업을 하였다. 저온관를 2mm 움직이는데 필요한 하중
은 약 20톤 정도의 힘을 가해야만 한다. 그런데 5mm 움직인 방향의 반대 방
향으로 2mm를 움직인 경우는 20톤이 아니라 최소 40톤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클램핑 장치 볼트 체결부는 
협소한 공간이여서 볼트에 렌치를 끼우고 헤머로 타격을 하지 않으면 2mm 
움직이는 것이 불가한 현장여건이다.  

 3, 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공사중에, 증기발생기 슬라이딩베이스 굽은 현상으
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 요구에 의해 증기발생기와 원자로배관 연결부에 잔류
인장응력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이용해 두산중공업에서  2243톤의 잔류인
장하중이 존재한다는 평가보고서를 2013.3.27. 두산중공업 원자로설계팀에서 
필자에게 메일로 보내왔고, 한국수력원자력에는 이 잔류하중 계산 결과를 빼고 
문제점이 없다고 발표하고 부실공사를 하였다. 그 결과로  원자로배관 절단후 
저온관에 5.03mm 움직임 발생하였고, 고온관에도 움직임이 발생하여 배관 정
렬이 불가해지자 강제로 저온관 2mm 강제로 움직여 저온관, 고온관 중심측이 
1차 최적화와 2차 최적화 값에 차이가 발생하였던 것을  옴부즈만 제보 때 제
츨하였다.

마. 구조적 진동 영향

[옴부즈만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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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은 기술기준 및 진동측정 절차서의 허용기준을 만족하였음.

[검토의견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한울4호기 증기발생기 진동 발견 시점(2013.8.2. 14시29분)

고온기능시험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통합정팀으로부터 메일을 받고, 현장 점검
할 때 증기발생기 하부지지대 내부를 촬영하였다. 철심이 들어 있는 보온재가 
쳐져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상세한 내용은 옴부즈만 재보 내용에 기술됨)

2015.1.5. 한수원 출진을 만나 민원제기의 뜻을 전달했더니, "집요하시네! 시기
가 안 좋은데...." 그러면서 돌아 갔다. 부실시공의 주모자  몇 사람 피해가 문
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멍에를 감수 하기로 한 
것이다. 옴부즈만 제보에 적은 문구다.

"부실 시공의 영향은 끝난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 문제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 구조적 진동은 슬라이딩 베이스 폴딩에 기인한 잔류하중과 해머로 타격한 
결과로 발생된 것이다. 구조적 진동에 의한 보온재 처짐은 다시 슬라이딩베이
스 열적 변형을 유발해 구조적 진동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 예측했고, 해결책
을 찾아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인의 장막에 가려 어찌 할 방도가 없었
니다. .

▲ 3호기 증기발생기 진동 상태 

대림산업 시공담당자와의 통화에서 4호기보다 3호기가 더 심각한 흔들림이 
있었다고 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와! 3호기가 와! 4호기보다 더 불규칙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다.

이에 필자는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