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4호기 사태를 통해서 본 전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유출의 최후 방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면 조사 필요

2016년 6월 한빛 2호기에서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와 외부

콘크리트 경계면에서 부식이 확인되었다. 직전 한울원전에서 육안으로 부식을 확인하

고 한빛 2호기 계획예방정비 기간에 이를 확인을 한 결과 부식은 135개 지점에서 관찰

되었고 심지어 관통부까지 발생하였다.

그 후 한울, 고리 원전에서 연이어 이와 동일한 상황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2017년 3월

17일 원안위 회의에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배면부식 관련 중간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에서 보고되면서 “全 원전의 CLP를 점검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분석

예정”이란 내용이 포함되면서 재가동 승인을 끌어오던 한빛 2호기의 가동을 근본 원인

에 대한 조사없이 하고 21일에 승인했다.

핵연료가 핵분열하는 원자로가 지진이나 정전, 냉각실패 등으로 인해 핵연료가 녹아내

리고 손상을 입으면 방사성물질이 격납건물 내부로 증기와 방사성물질 등이 가득차면

서 압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작은 규모라도 폭발이 생길 수 있다.

이 때 철판(6mm)과 철근 콘크리트(1.2m)가 방사성물질을 막는 최후방벽 역할을 한다.

문제는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었을 때의 얘기다. 철판이 콘크리트와 닿은 면부터

부식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구멍까지 생겼고 콘크리트에는 60m 둘레를 걸쳐 약 20cm

의 공동이 생기기도 했다. 격납건물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가동한지 20여년이

지난 이제야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이 시공방법의 문제가 원인이

므로 시공방법이 변경된 표준형 원전(OPR)인 한빛 3, 4호기부터는 철판 부식이 발생하

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보고를 인정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바뀌고

2017년 7월에 한빛 4호기에서 부식이 발견되고 4호기는 심지어 격납건물 상단에 약

20cm가량 콘크리트가 격납건물 원주를 따라 전 부분 타설이 되지 않은 소위 “환형공

동”이 발견된데다가 증기발생기 내부에서 20년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망치까지 발

견되었다.

결국, 2017년 9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실시

계획을 발표하고 산업부는 가동 중인 24기 全 원전, ｢원전감독법｣에 따라 운영 전반

종합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검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방벽 중 최후의 4, 5 방벽인 격납건물 철판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현황 파악과 더불어 원인규명과 항구적인 안전 대책은 기존의 관행

을 답습하고 있다. 철판두께 측정을 부적절한 측정방식으로 진행하고 콘크리트 공극

조사 지점을 일부 부위로 한정하여 무작위로 진행하고 공극 확인 방법은 가장 원시적

인 방법인 망치로 두드려서 확인하는 타격법(Impact Method)을 사용한 것이다.

지난 7월 28일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키로 하고 발족한 민관합동조사단에서

한수원은 격납건물에 8cm 이상의 유의한 공극의 발생 가능성을 부인하고 확인 시 전

면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한빛 4호기 상부 돔과

격납건물 상단을 제외한 약 1000곳에 대한 부분 점검 과정에서 최대깊이 30㎝의 공극

을 포함한 14개소의 공극(30㎝, 23㎝, 21㎝ 각 1개소, 8㎝이하 11개소)이 발견되어 원전

전체에 대한 전면 재검사를 수행해야 될 처지에 이르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콘크리트

균열과 내부 철근 부식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총체적 부실이 우려되지만 사업자나

규제기관 모두 제대로 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원자력 산업계 및 이를 감독해야 될 규제기관의 안전의식 결여가 2년 전 격납건물 내

부철판 관통 부식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변함이 없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다.

1990년대 이후 해외 원전에서 격납건물 부식과 열화에 대한 많은 사례와 정보가 제공

되었음에도 원자력산업계와 규제기관은 지난 20년간 이를 무시하고 안전을 장담해왔

다.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와 근본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의 한빛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와 타 원전에서의 전수 조사는 현재의 격납건물의

안전 현황을 확인하는 유의미한 과정이지만 결국 격납건물의 내벽 인근의 부실시공에

대한 일부 확인에 불과하며 이 사건의 초기부터 제기되어온 원인규명과 철판부식과 격

납건물 열화에 대한 어떠한 답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자력 규제기관과 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격납건물 부실시공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하게 규명하라

○ 격납건물 철판 부식의 원인을 규명하라

○ 장기적인 격납건물의 열화 현상을 감시하고 검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 격납건물 및 원전 구조물의 안전을 진단하고 보증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라

2018년 9월 3일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환경운동연합
문의: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 3 -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1)

- 원인 규명 필요성과 과제 -

원자력안전연구소(준)

1. 서론

2017.3.17. 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Containment 

Liner Plate) 배면부식 관련 중간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수로형 원자

력 발전소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최후 격리방벽인 격납건물 및 관련 계통의 건전성2)이 

상당 기간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부식의 원인에 대

한 기술적인 확인 없이 2017년 3월 21일과 29일 한빛2호기와 한울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원전 안전성을 담보하는 최후 격리방벽이 사실상 뚫렸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 대한 보

다 면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격리방벽이 부식되고 뚫린 상태에서 원전이 가

동되어 왔지만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 수 없고 격납건물 건전성을 확인하는 시험과정에

서 발견되지 못했으며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가동에 들어가는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해외 원전의 사례를 통하여 일정 수명 이상의 노후 원전의 점검/보수 중

에 확인된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열화 현상이 이번 격납건물 내부철판의 부식에서 나타

난 이물질 등에 의한 콘크리트 성능의 문제점과 같이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가 있으며 격납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설계, 관리 및 규제 측면에서의 허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던 중 정부가 바뀌고 2017년 7월에 한빛 3,4호기에서도 부식이 발견되고 한빛 4

호기 격납건물 상단에 약 20cm가량 콘크리트가 격납건물 원주를 따라 전 부분 타설이 

되지 않은 소위 “환형공동”이 발견되었고 한빛 4호기 증기발생기 내에서 망치가 발견

되었다. 

그제서야 한국수력원자력(주)는 가동 중인 24기 全 원전을 ｢원전감독법｣에 따라 운영 

전반 종합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검사를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기존 관행대로의 격

납건물 구조물 검사를 행하면서 부실시공의 증거인 공극만을 찾기에 급급하며 항구적

1) 2017년 4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한 ‘원전 격납건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안 점검’ 자료를 업데이트 함.

2) 10 CFR Part 50의 일반 설계 기준의 기준 16은 환경에 대한 방사능의 통제되지 않은 방출에 대한 본질적으로 방호 장벽을 

마련하기 위해 원자로 격납 건물 및 관련 시스템이 제공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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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전대책에 대한 접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부식 및 콘크리트의 안전성에 대한 대책마련이 이미 수십년 전

에 스웨덴과 미국 등에서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은 있다. 하지만 해외사례를 다시금 살펴보고 추정 가능한 

여러 원인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원전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는 격납건물 내부철판부식 원인규명 노력과 격나건물 내부철판의 안전성 확보

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연구소(준)이 찾은 해외사례, 고찰 과정에서 제기된 

가능성 있는 원인과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 경과: 원전 격납건물 내부철판부식에서 콘크리트 공동 발생까지 사업자

와 규제기관 대응

1) 2016.6.28 한빛 2호기 정기검사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라이너 플레이트: CLP, 

Containment Liner Plate) 135개 지점에서 배면 부식(일부 관통) 발생을 확인하여, 

국내 가동원전 25기 중 CLP 보유 원전 19기 대상으로 확대하여 정기검사 시 점검 

중

가. 사업자 주장 : 건설 기간 중 크레인 낙하로 인한 16개월 공사 중단 시 이물질 유

입으로 인한 단순 원인으로 추정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가동 승인 보류

2) 2016년10월 한빛 1호기 내부철판 부식 발견

가. 사업자 주장 : 

이물질과 한빛 2호기와 유사한 방향에 집중된 부식 부분 발견을 근거로 해풍 방향

으로 부터의 염분의 비래(飛來)와 건설기간 장기간 노출로 규정

격납건물 콘크리트 시공 방법 차이를 근거로 한빛3호기 이후 표준형원전은 부식 미

발생 주장

나. 규제기관 대응 : 검토, 가동 승인 보류

3) 2016년 11월, 한울 1호기 내부철판 부식 발견

가. 사업자 주장 : 

한빛 1,2호기의 부식 원인으로 제시했던 해풍에 의한 염분 비래(飛來)와 부식 발생 

위치와 일치하지 않게 되자 “全 원전의 CLP를 점검한 후,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분

석 예정”이란 내용을 3월 16일 원안위 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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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규제기관 대응 : 재가동 승인(‘17.3.21 한빛 2, ’17.4.4 한빛 1, ‘17.3.29 한울 1)

4) 2017년 2월 고리3호기 내부철판 부식 발견

 가. 사업자 주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3월 17일 보고에서 한빛 1,2호기, 한울 1, 고리 3호기 통틀어 직

접적 원인은 콘크리트 시공이음부에서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틈으로 수분과 염분 

등이 유입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산화환원작용으로 철판과 콘크리트 접촉면이 부식

된 것으로 분석했다. 근본원인으로 격납건물 외벽 최상단의 벽체 타설 후 돔 타설 

전까지 상당기간(평균 약 5개월)이 소요되면서 수분과 염분이 침부했을 것으로 추

정함.  

나. 규제기관 대응 : 표준형 원전(OPR)부터 시공방법이 변경되어 부식이 발생하지 않

을 것으로 예상함. 재가동 승인(‘18.5.10 고리3호기)

5) 2017.7.27 원안위 보고에서 한빛 4호기(OPR) 벽체 최상단 CLP 배면 부식으로 인

한 두께기준 미달하는 부식 확인, 최상단(15단, 228‘ 7‘)의 120개소 부위가 최소두

께 요구기준(5.4mm)에 미달(관통 5개소, 직경 최대4mm)됨을 확인

가. 사업자 주장 : 

보강재(Hoof Stiffener) 바로 밑 부분에서 CLP 배면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공

동(깊이 18.7cm, 높이 약 1~21cm)이 발견

공동의 산소·수분이 부식유도

기타 부분 부식 발견

6) 2017.9.12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 공극 발견하고 보수한 것이 뒤늦게 확인

가. 사업자 주장 : 

  한빛 5호기 핵연료 건물의 외벽 콘크리트에 높이 50ｍ 지점에서 가로 150㎝, 세로 

30㎝, 깊이 30㎝의 공극(구멍)을 2015년 3월 발견했고, 정밀검사 후 2016년 7월부

터 11월에 거쳐 보수공사를 완료

  *한수원이 원전 구조물에 심각한 부실 시공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확인

나. 규제기관 대응 : 원안위, ‘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실시 계획 발표

  *2017.9.18 산업부, 가동 중인 24기 全 원전, ｢원전감독법｣에 따라 운영 전반 종합

점검 계획을 발표

7) 2018.6.27 감사원,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한수원은 고리 3호기와 4호기의 경우 68만 개의 측점 중 380개를 허용두께(5.4mm) 

미달로 확인하는 등 18개 원전의 1,705개를 허용두께 미달호 확인하여 이중 688개

를 교체하였거나 안전성 평가를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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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를 확인하는 초음파 검사장비의 측정방식 중 표준방식, 에코방식과 이들 방식의 

단점을 개선한 도장관통방식 기능이 있는데 한수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격납건물 내

부철판 두께 측정에 도장관통방식의 적용을 검토하지 않았음. 

그 결과, 도장두께 예상값(0.2mm)이 포함된 고리4호기 65개 측점이 허용두께를 추

가로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감사원은 한수원에게 공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 보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격납건물 내부 철판 두께 측정 방식의 정확도를 개선할 것을 

통보함. 

8) 2018.8.28 한빛 4호기 격납건물 1~8단 민관합동 공동조사 중간결과 발표

가. 진행 상황 :

지난해 7월 28일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키로 하고 발족한 한빛 민관합동조

사단에서 한수원은 8cm 이상의 유의한 공극의 발생 가능성을 부인하고 확인 시 전면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며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상부 돔과 격납건물 상단

을 제외한 약 1000곳에 대한 부분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 점검결과 최대깊이 30㎝의 공극을 포함한 14

개소의 공극(30㎝, 23㎝, 21㎝ 각 1개소, 8㎝이하 11개소)이 발견됨. 

원전 전체에 대한 전면 재검사를 수행해야 될 처지임. 

나. 규제기관 대응 : 현재까지 공식 입장 없음.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감사원, 2018.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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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배면 부식 관련 중간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중 국내 전 원전 CLP 현황 및 계획

*원안위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보고된 CLP 점검 현황 보고로는,

2018년 1월 29일자로 한빛원전6호기 계획예방정비(2017.7.13~2018.1.29) 후 재가동 

승인

ㅇ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의 배면 부식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이 사항은 발

견되지 않았다.

 ㅇ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 점검과정에서 보조건물의 관통부 하부에서 미채움(2군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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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6일 한울5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2018년 6월 25일 신월성1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한빛 4호기는 현재 격납건물 민관합동 조사 중임. 

3. 해외 원전 콘크리트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사례 

미국 NRC에서는 지난 1997년에 Information Notice No. 97-10에서 “콘크리트 격납

건물의 라이너 판 부식”에 대한 사례와 일반적인 원인 및 점검에 관한 대책을 제안한 

바 있고, 한빛 1, 2호기 및 고리 3호기와 설계가 같은 미국의 노스 안나(North Anna)

와 비버 밸리(Beaver Valley)원전에서 1999년과 2006년에 동일한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이 보고되었다. 세계적으로 원전 부식현황은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 본 

연구소에서 확인한 부식사례는 총 9건으로 미국, 스웨덴, 남아공화국 등이다. 

분류 발생시기 원전 원인

라이너 관통 부식

1999 Brunswick Unit 2 코팅 실패 , 작업용 장갑

1999 North Anna 2 목재 조각

2009 Beaver Valley 1 목재 조각

1993 Barsebeck Unit 2 
(스웨덴) 콘크리트 미결합

2010 Koeberg 1 호기 (남아공) 목재 조각

위를 발견*하여 동 부위에 대한 구조건전성을 점검하고 적절히 보수됨을 확인하였다.

   * ‘17.10.30 보도자료(한빛 6호기, 구조물 특별점검 중 보조건물 내 공극발견) 참조

 ㅇ또한, 증기발생기 이물질 탐지를 통해 소선(가는 철사형태) 등의 이물질(101개)을 발

견하여 제거를 완료하였다.

□ 특히, 전 원전 공통으로 확인하고 있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확대점검 결과, 점검 

부위 전체의 두께 측정값이 기준치(5.4 mm) 이상으로 양호하였다.

   ※ `17.7.27.(목),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배면

부식 관련 현재까지 점검결과 및 향후 계획)

 ㅇ또한, 구조물 특별점검을 수행한 결과 격납건물, 핵연료건물 등 안전 관련 구조물에서

는 공극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비안전 구조물인 터빈건물에서 공극 1개소가 발견되어 보

수조치하였다.

   ※ `17.9.18.(월), 원안위 보도자료 참조(원안위, ‘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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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보고되고 있는데 크게 목재와 같은 이물질 유입, 시공 오류

로 인한 국부적인 콘크리트 불량, 콘크리트 구조 결함을 들 수 있다. 

국외 사례에서 부식의 원인이 이물질이나 국부적인 강염기 콘크리트에 의한 것으로 밝

혀진 것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없으나, 국내에서 발생한 6mm 강판의 부식

이 단기간에 발생할 수 없다는 과학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하면 제대로 점검하지 않

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9년 미국 크리스탈 리버 원전 3호기의 증기발생기 교체를 위한 원자로 반입구 확

장중 발생한 격납 콘크리트의 내부 파손은 여러 원인을 들 수 있지만 수명에 따른 열

화의 가능성도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대한 검사

는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중 검사를 통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이번의 국내외 

원전의 격납건물 내부철판의 부식 원인에서 다양하며 대부분이 콘크리트 부분으로의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콘크리트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문제 제기와 과제

 1) 접근 방식의 문제: 해외 사례가 이미 알려져 오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규제 기관

의 안전성 점검에 대한 기술적 검토가 이미 있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발견

의 시기는 앞당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자는 기술적으로 설계 기준 조건에서, 라이너 

플레이트는 상당한 변형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3). 사고 및 환경 부하

에 대한 안전의 설계 마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

한 초기부터 크레인 무너짐이나 해풍방향 부식과 같은 국제적으로 초유의 상황이라 할

지라도 격납건물 전체 안전성 측면에서의 고찰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시행착오는 국가원자력 안전에 대한 정책 의지의 문제점과 함께 기술적 

수행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한빛원전 민간합동조사단에 의해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에서 다수 공극을 확인했는

3) 미국 기계 학회(ASME) 보일러 및 압력 용기 코드 (American Concrete Institute Standard 359)의 섹션 III 2부는 콘크리트 

용기 및 컨테이너 용 코드로 라이너 인장 변형을 최대 0.004cm/cm, 가정 된 환경 및 사고 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서는 최대 0.01 cm/cm이다. 미국 재료 시험 학회(ASTM) 표준 A516 (또는 이와 동등한) 강재는 일반적으로 격납건물의 건

설에 사용된다. 라이너 재료의 최소 최대 인장 변형은 0.2cm/cm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계산 된 라이너 변형률보다 20배의 

여유도가 있다.

라이너 손상
2001 D.C. Cook 2 목재

2006 Beaver Valley 1 나무조각(미확인)

임시 개통 2006 Beaver Valley 1 pH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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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상부 돔과 격납건물 상단을 제외한 하부 1~8단 약 1000곳에 대한 부분 점검으로 

제한했다. 조사의 편의성을 위해 8cm이상의 유의미한 공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빛 4호기 격납건물 내부 점검결과 최대깊이 

30㎝의 공극을 포함한 14개소의 공극(30㎝, 23㎝, 21㎝ 각 1개소, 8㎝이하 11개소)이 

발견되어 원전 전체에 대한 전면 재검사를 수행해야 될 처지에 이르렀다. 국내 원전사

업자의 안전 문화 결여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2) 종합누설률 시험의 실효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다중 방벽의 최후의 

보루인 격납건물시스템은 안전등급 구조물인 원자로 건물에 설치되는 안전등급 기자재

로서 수명기간 이전에 성능을 상실한 기간이 있었음은 점검의 부실과 동시에 원전 안

전성에 허점을 노출한 것이다.

격납건물의 종합 누설 검사를 수행하기 이전에 육안검사를 통하여 격납검물 라이너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상의 무용성이 입증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으며, 더욱 2000년

대 초반 기존 5년에 1회 시행하던 격납건물 종합누설율시험(ILRT)을 확률론적 평가방

법을 적용하여 10년에 1회로 주기 연장한 상황에서 시험주기의 연장을 통하여 격납건

물에 주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목적의 검사주기 완화가 이에 상응하는 검사의 강화

와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계획예방점검 기간의 단축을 통한 경제 논리로 이어진 결과

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폭넓게 시도되고 있는 확률론적 규제 접근 방법들에 대한 주

의가 필요함을 반증한다.

또한 그간 부식이 발생한 원전에 대한 격납건물 종합누설율 시험이 다수 수행되었으나 

어떠한 이상이 관측되지 않았음은 그 수행 방법과 결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

한다. 현행 규제에서 요구하는 24시간의 본 실험과 부속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는 격납

건물종합누설율시험이 라이너 플레이트의 부식 및 관통 조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발

견되지 아니함은 시험방법 또는 조건의 부적절함을 의미하거나 라이너 플레이트의 무

용성을 방증하지만 후자의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설계 개념에서 적용되기는 

힘들다. 그런데 재가동 승인의 요건으로 종합누설률 시험 통과를 전제한 것은 논리적

으로 맞지 않다. 

3) 원전시공 품질 허점 : 일부 원전에서 부식이 발견되지 않은 라이너 강판의 기준 

미달은 원전 시공시점에 원인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자재, 시공, 검사 품질의 

총체적인 결함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사업자의 자재/시공 품질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가동전 검사와 가동중 검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없는 규제기관의 인허가 체계 및 검사 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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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특별점검의 실효성 문제 : 이번 한빛원전 민관합동조사단의 확인 과정에서 

전체 격납건물이 아닌 접근이 용이한 8단 이하의 점검에서 구조적으로 유의미한 

공극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상단에 약 20cm가량 콘크리트가 

격납건물 원주를 따라 전 부분 타설이 되지 않은 대규모의 소위 “환형공동” 이외에도 

전반적인 부실 시공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든 원전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을 진행 중이고 각 

원전의 계획예방점검기간에 조사를 하고 있지만 격납건물 내부 철판 두께 측정방식에 

문제가 있음이 감사원을 통해 확인되었고 콘크리트 구조물 공극 확인 역시 검사방법 

등의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전면적인 재조사와 확인이 요구된다. 

5) 원인규명 노력이 소홀하고 대책이 부재: 설계 기준 이내의 원전 사고 시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 상승에 따른 방사능의 누출을 차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라이너 플

레이트의 기능 상실이 한빛 2호기에서 발견된지 10개월이 되었으나 언제부터 관통이 

발생하여 불완전상태로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

전성 저하에 대한 정량적인 결과 제시가 없으며 향후 가동중검사시 초음파검사(UT)를 

이용한 CLP 두께측정 강화를 제외한 어떤 기술적인 노력이 없다. 이는 해외 사례와 

같은 명확한 원인이 파악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다양한 해외 사례 및 가능

성을 감안할 경우 또 다른 부식-보수의 반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번 산업부의 전 원전 구조물 안전진단 과정에서 원인규명이나 종합적 안전대책 없이 

접근 가능한 영역에 대하여 타격법(Impact Method)을 이용하여 격납건물 내벽 부근의 

공극만 확인함에 따라 형식적인 조사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6) 원전 노후화에 따른 진단과 평가방법 필요: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이 콘크리트 노

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 철판은 탄소강 재질인데 탄소강은 풍화로 인

해 두께가 얇아진다. 10% 여유를 두어 6mm 두께로 시공되는데 육안 관찰로 두께 감

육을 확인한다. 강염기인 콘크리트와 밀착된 철판 뒷면(배면)은 원칙적으로 부식이 일

어날 수 없는데 공간이 생기게(재료분리발생) 되면 그때부터 부식이 시작되는 것이다. 

관통은 오랜 기간 부식을 의미한다. 

시공 당시의 염분과 물이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콘크리트가 굳는 과정에서 가수반응

(물을 흡수함)이 진행된다.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으로부터 부식시킬 수 있는 수분 

등이 공급되어야만 부식이 진행되는 것이다. 재료 분리 현상은 노후시설물에 의한 것

으로 보인다. 노후원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방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7) 원인규명 및 장기안전성 확보 노력 필요: 국내외의 경험에서 얻어진 여러 이유들 

중 공정 절차에 따른 부실 시공, 설계, 환경의 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의 결함이나 불

량 등의 원인을 포함한 폭넓은 기술 근거에 대한 검토와 확인이 있어야하고 그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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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로써는 종합 누설률 시험방법, 검사 주기 및 방법 등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대안이 없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원인 규명을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격납건물의 부실 시공관련 문제점뿐만 아니라 내부 콘크리트의 

부식/열화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요구된다.

결론

원전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은 원전 사고 시 방사성물질을 격리하는 최후 보루의 역

할을 하고 있으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l 격납건물 내부철판의 검사 방법/지침에 대한 점검 필요(기타 시공 관련 확장)

l 격납건물 내부철판 배면 부식 원인 분석을 위한 추가 조사와 연구 필요

l 격납건물 내부철판의 미감육 강판확인에 따라 원전 공사 품질 및 부품 품질에 대한 

점검 필요

l 격납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의 안전성 확인 필요

l 격납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체계의 긴급한 준비

l 원전의 격납건물 고유 특성 확보 필요

규제의 일관성을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면 재가동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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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원자로 격납건물 구조(제67차 원안위 발표자료)

한국 표준형 원전 격납건물 실물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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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극이 발견된 매설판 보강재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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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납건물의 기능

10 CFR Part 50의 일반 설계 기준의 기준 16은 환경에 대한 방사능의 통제되지 않은 

방출에 대한 본질적으로 방어 장벽을 마련하기 위해 원자로 격납 건물 및 관련 시스템

이 제공되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원자력 발전소를 감싸는 다중 방호 설비(5중 방호벽)

가. 연료 펠렛: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방사성 물질은 압축 소결 및 성형 가공된 산화 

우라늄 금속 안에 갇힌다.

나. 연료 피복관: 연료 펠렛을 빠져 나온 아주 작은 양의 가스 성분은 지르코늄 합금

의 금속관(피복관) 안에 막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다. 원자로 용기: 두꺼운 강철로 된 원자로 용기로, 연료 피복관의 결함으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올 경우를 대비한다.

라. 원자로 건물 내벽: 원자로 용기밖에는 두께 6mm 이상의 철판이 마치 갑옷처럼 

벽을 에워싼다.

마. 원자로 건물 외벽: 마지막 방호벽으로 120㎝ 두께의 강화 철근콘트리트로 지은 

원통형 건물이다.

2.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성능

가.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정상 작동 조건에서는 수동적이지만 극한/비정상

적인 작동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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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조 구성 요소는 다소 발전소마다 특성이 있으며 검사하기 어려우며 보통 대체 

할 수 없다.

다. 구조는 운영, 환경 및 사고 조건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시간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성능 저하로 인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2) 고장은 종종 안전문제가 아닌 서비스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라. 원자력 발전소가 노후화됨에 따라, 극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 관련 시스템

의 용량이 노후화 또는 환경 영향으로 인해 용납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지 않

았음을 보증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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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강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낮은 부식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격납 구조의 부식분제는 외부 표면에서 시작된 문제점이나 경계면의 

이물질 등 다양한 원인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철 구조 라이너 및 콘크리트 구조물을 포함한 격납 구조의 열화에 대한 정보는 NRC 

검사 보고서 및 NRC 정보 고지 등 다양한 출처에서 알려져 있다.

마. 철판 벽면 부식 관통

1) 1999년과 2009년 사이에 미국 원전에서 격납건물 라이너의 외부 부식 및 벽 관

통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우연히 콘크리트에 묻혀 있던 

콘크리트 조각 및 기타 시공 파편에 앞서 보강재를 배치하기 위해 원래의 시공

에 사용 된 목재 조각을 포함하는 결함과 관련되어있다. 라이너/콘크리트 계면

에서 시작된 관통 벽 부식 사건은 라이너의 내부 표면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발

견되었다. 발견 후 수리에는 일반적으로 이물질 제거, 그라우트로 콘크리트에 

남아있는 공극 채우기 및 필요한 경우 라이너 판의 부식 된 부분 교체가 포함된

다.

2) 브룬스윅(Brunswick) 2호기의 1999년 5월에는 드라이-웰 라이너에 침투 한 곳

이 세 곳에 부식이 발견되었다. 코팅 실패가 있는 부분이 두 곳이며 세 번째 위

치는 콘크리트에 묻혀 있고 밀폐 라이너와 접촉 한 위치의 작업용 장갑과 관련

이 있다.

3) 1999년 9월 노스안나(North Anna) 2호기는 격납고 안쪽에 관통 구멍을 발견했

다. 관통 벽 부식 영역에서 라이너 플레이트를 제거한 결과 약 10cm x 10cm x 

1.8m 크기의 목재 조각이 나타났다.

4) 2009년 6월, 비버 밸리(Beaver Valley) 1 호기는 강 라이너의 내부에서 직경 

약 75mm 의 물집이 생겼을 때 페인트를 제거하고 세척 한 후 약 2.5 x 1 cm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의 부식 침투가 관찰되었다. 라이너 판의 한 부분이 제거

되고 약 5 x 10 x 15cm 인 목재 조각이 콘크리트에 묻혀있는 것으로 발견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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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93년 스웨덴 바르세벡(Barsebeck) 2호기에서 통합 누설률 테스트 실패 후 

내장 강철 라이너의 벽면 부식이 발견되었다. 이 원전은 미국의 원전과 다른 모

델이다. 봉쇄 공사는 외부에 900mm 두께의 콘크리트 층과 접촉하는 두께가 

6mm 인 라이너 판과 내부에 200mm 두께의 콘크리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식은 콘크리트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부분의 물혹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

되며 콘크리트의 이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6) 남아프리카 퀘베르(Koeberg) 1호기에서 벽면 부식은 2010년에 발견되었다. 미

국에서보고 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44 x 36 cm 인 라이너 부분이 제거되고 쐐기 

모양의 나무가 라이너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철판 부식손상

1) 2001년 3월, 디씨 쿡(D.C. Cook) 2호기는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의 관통 구

멍을 발견했습니다. 관통 구멍은 외면의 직경이 약 0.47cm이고 내면의 직경이 

1.9cm이며 부적절한 시공 수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손상된 라이

너 플레이트가 절단 된 후, 목재 핸들을 갖는 와이어 브러시가 콘크리트에 매립 

된 것으로 밝혀졌다. 라이너의 콘크리트 측면의 부식은 내장형 와이어 브러시 

영역에서 1.8 - 4.8mm로 측정되었다.

2) 2006 년 3 월 비버 밸리 1호기는 증기 발생기와 원자로 용기 헤드의 교체를 위

한 밀폐 구조물의 임시 건축 개구부를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의 절단 과정에서 

격납건물 라이너 판의 3 개 부식 영역을 확인했다. 국소 금속 손실이 측정되었

으나 부식의 근본 원인은 불확실했다. 콘크리트 파편 더미의 에서 몇 개의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지만 접촉 한 결과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라이너와 접촉했을 

수 있는 다른 이물질은 절단 작업에 의해 파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 PWR 격납 건물의 임시 개통(큰 부품 교체를 위한 격납건물 통로 확보를 위한 절

단)에서 확인된 철판 손상

1) 2010 년 12 월 현재 21 개의 PWR이 격납 건물의 임시 개통을 이용하여 증기 

발생기 및 / 또는 원자로 압력 용기 헤드를 교체했다. 라이너의 외부 표면 부식

이 2006 년 비버밸리 1호기에서 증기 발생기를 교체하는 동안에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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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콘크리트 구조물이 신뢰성과 내구성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원전 운전 경험을 

보면 기능저하가 발생하고 있다  Operating experience indicates that concrete 

structures have a history of reliability and durability, but there have been 

occurrences of degradation(First Consultancy on Assessment & Management of 

Concrete Containment Buildings IAEA Vienna 29 May2012, Dan Naus, Materials 

Science & Technology Div.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미 

         비버밸리 개구부 공사중 부식                        염소 부식


	20180903기자회견자료한빛4호기_안전성
	개요
	1. 원자력 발전소를 감싸는 다중 방호 설비(5중 방호벽)
	가. 연료 펠렛: 핵분열에 의해 발생된 방사성 물질은 압축 소결 및 성형 가공된 산화 우라늄 금속 안에 갇힌다.
	나. 연료 피복관: 연료 펠렛을 빠져 나온 아주 작은 양의 가스 성분은 지르코늄 합금의 금속관(피복관) 안에 막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다. 원자로 용기: 두꺼운 강철로 된 원자로 용기로, 연료 피복관의 결함으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올 경우를 대비한다.
	라. 원자로 건물 내벽: 원자로 용기밖에는 두께 6mm 이상의 철판이 마치 갑옷처럼 벽을 에워싼다.
	마. 원자로 건물 외벽: 마지막 방호벽으로 120㎝ 두께의 강화 철근콘트리트로 지은 원통형 건물이다.

	2. 격납건물 콘크리트의 성능
	가. 콘크리트 구조물은 기본적으로 정상 작동 조건에서는 수동적이지만 극한/비정상적인 작동 및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나. 구조 구성 요소는 다소 발전소마다 특성이 있으며 검사하기 어려우며 보통 대체 할 수 없다.
	다. 구조는 운영, 환경 및 사고 조건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견딜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에 따른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과도한 성능 저하로 인해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며,
	2) 고장은 종종 안전문제가 아닌 서비스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라. 원자력 발전소가 노후화됨에 따라, 극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안전 관련 시스템의 용량이 노후화 또는 환경 영향으로 인해 용납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지 않았음을 보증 할 필요가 있다.
	마. 철판 벽면 부식 관통
	1) 1999년과 2009년 사이에 미국 원전에서 격납건물 라이너의 외부 부식 및 벽 관통 사건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례의 대부분은 우연히 콘크리트에 묻혀 있던 콘크리트 조각 및 기타 시공 파편에 앞서 보강재를 배치하기 위해 원래의 시공에 사용 된 목재 조각을 포함하는 결함과 관련되어있다. 라이너/콘크리트 계면에서 시작된 관통 벽 부식 사건은 라이너의 내부 표면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발견되었다. 발견 후 수리에는 일반적으로 이물질 제거, 그라우트로 콘크리트에 남아있는 공극 채우기 및 필요한 경우 라이너 판의 부식 된 부분 교체가 포함된다.
	2) 브룬스윅(Brunswick) 2호기의 1999년 5월에는 드라이-웰 라이너에 침투 한 곳이 세 곳에 부식이 발견되었다. 코팅 실패가 있는 부분이 두 곳이며 세 번째 위치는 콘크리트에 묻혀 있고 밀폐 라이너와 접촉 한 위치의 작업용 장갑과 관련이 있다.
	3) 1999년 9월 노스안나(North Anna) 2호기는 격납고 안쪽에 관통 구멍을 발견했다. 관통 벽 부식 영역에서 라이너 플레이트를 제거한 결과 약 10cm x 10cm x 1.8m 크기의 목재 조각이 나타났다.
	4) 2009년 6월, 비버 밸리(Beaver Valley) 1 호기는 강 라이너의 내부에서 직경 약 75mm 의 물집이 생겼을 때 페인트를 제거하고 세척 한 후 약 2.5 x 1 cm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의 부식 침투가 관찰되었다. 라이너 판의 한 부분이 제거되고 약 5 x 10 x 15cm 인 목재 조각이 콘크리트에 묻혀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5) 1993년 스웨덴 바르세벡(Barsebeck) 2호기에서 통합 누설률 테스트 실패 후 내장 강철 라이너의 벽면 부식이 발견되었다. 이 원전은 미국의 원전과 다른 모델이다. 봉쇄 공사는 외부에 900mm 두께의 콘크리트 층과 접촉하는 두께가 6mm 인 라이너 판과 내부에 200mm 두께의 콘크리트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식은 콘크리트가 제대로 결합되지 않은 부분의 물혹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며 콘크리트의 이물질은 확인되지 않았다.
	6) 남아프리카 퀘베르(Koeberg) 1호기에서 벽면 부식은 2010년에 발견되었다. 미국에서보고 된 사건과 마찬가지로 44 x 36 cm 인 라이너 부분이 제거되고 쐐기 모양의 나무가 라이너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철판 부식손상
	1) 2001년 3월, 디씨 쿡(D.C. Cook) 2호기는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의 관통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관통 구멍은 외면의 직경이 약 0.47cm이고 내면의 직경이 1.9cm이며 부적절한 시공 수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손상된 라이너 플레이트가 절단 된 후, 목재 핸들을 갖는 와이어 브러시가 콘크리트에 매립 된 것으로 밝혀졌다. 라이너의 콘크리트 측면의 부식은 내장형 와이어 브러시 영역에서 1.8 - 4.8mm로 측정되었다.
	2) 2006 년 3 월 비버 밸리 1호기는 증기 발생기와 원자로 용기 헤드의 교체를 위한 밀폐 구조물의 임시 건축 개구부를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의 절단 과정에서 격납건물 라이너 판의 3 개 부식 영역을 확인했다. 국소 금속 손실이 측정되었으나 부식의 근본 원인은 불확실했다. 콘크리트 파편 더미의 에서 몇 개의 나무 조각이 발견되었지만 접촉 한 결과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라이너와 접촉했을 수 있는 다른 이물질은 절단 작업에 의해 파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 PWR 격납 건물의 임시 개통(큰 부품 교체를 위한 격납건물 통로 확보를 위한 절단)에서 확인된 철판 손상
	1) 2010 년 12 월 현재 21 개의 PWR이 격납 건물의 임시 개통을 이용하여 증기 발생기 및 / 또는 원자로 압력 용기 헤드를 교체했다. 라이너의 외부 표면 부식이 2006 년 비버밸리 1호기에서 증기 발생기를 교체하는 동안에만 관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