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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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3. 옴부즈만 제보에 대한 원안위의 부실처리 내용
                      
  (부제목 : 증기발생기 상부 Key 접촉상태’ 조사결과 부실처리 내용)

가. 원안위 회신내용(조사기관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나. 부실교체시공에 따른 안전성문제점 검토내용

① 원안위 조사결과에는, 증기발생기 <상부 Key & Keyway> 간극을 설계도면 

요건(한쪽 최소0.51mm 간극확보, 양쪽합 최대2.54mm 이내) 합격범위 이내에

서 있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나, 실제는 아래 사진(조사결과 6쪽)에서 나타

나듯이 면 간극 합이 24 mm 이상 벌어진 상태로 벌려서 운전한 것은 설계도

면요구치의 10배 벌려놓고 부실 운영하였다는 증거로 최종안전성보고서 위반

하여 운영중이다.

        <출처> 원안위 옴부즈만 조사청구 조사결과 6쪽



- 2 -

② 증기발생기 상부 Key 와 Keyway 간극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증기발생기 상부 Key와 keyway 간극은  한쪽은 최소0.51mm, 양쪽 간극 합

은 최대 2.54mm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이런 간극이 설정된 기술적 배경은, 

옴부즈만 회신 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지진으로 인한 동적하중 발생으로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LOCA), 주증기관 

파열사고(MSLB)가 발생했을 때, 증기발생기 상부가 지나치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목적』

③ 24mm 간극을  벌려놓고 운영한 것은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위반

24mm 벌려놓은 상태서 운전을 하면, Key와 Keyway가 위치한 곳은 증기발생

기 밑면 기준으로 20미터 높이에  위치하고 있어,  운전중에 흔들림 폭이 커

지는 문제가 있다.  증기발생기가 1년 내내 흔들리고 있으므로 항시 지진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다. 

        <출처1> 옴부즈만 조사청구시 안전문제 제기 내용(2015.1.6.)  

증기발생기(643톤)가 흔들리는 문제로 인해, 원자로를 포함한 원자로계통설비

에 그 진동으로 인해 피로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특히 가장 취약한 세관에 먼

저 손상이 일어나게 된다. 실제 한울 3,4호기는 증기발생기 교체후 2주기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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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시점부터 세관 40% 이상 마모가 증가하는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을 KINS 

정기검사보고서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동한다면 세관 5개 이

상 파열사고가 발생된 소지가 다분하다. 

다. 결 론 

한울 3,4호기 세관 이상마모 징후는 원자력안전법 제20조(운영허가)에 근거하

여 운영변경허가 신청당시 울진3,4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상에 반영한  ‘증

기발생기 교체완료후는 Cold Position에 일치하게 시공된다’고 한 것을 위반

한 한 것이다. 즉, 설계도면합격치인 ‘한쪽 최대간국 0.51mm, 양쪽 간극 최대

값 2.54mm’를 10배 정도 벗어난 상태로 운전한 것을 운영허가 취소에 해당된

다.  

정부는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세관 전체(8300 여 가닥)에 대한 마모손상이 

발생한 세관에 대해  마모량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한다. 특히 3

호기는 증기발생기가 통째로 흔들리는 현상이 있었다. 이 상태에서는 세관마모

가 급격히 증가될 것이다. 이 경우 세관 파열이 5개 이상 동시에 발생된 가능

성이 높고,  5개 이상 동시에 파열되면 그 어떤 대책도 없다.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빠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진상을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