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IC 적용사례 : MQ-C-210
(승인일자 : 2018. 08. 16)

제목 : 미지정 모재의 P-번호 지정을 위한 요청 방법
질의 :
표 QW/QB-422에 명시되지 않는 미지정 모재에 대하여 P-번호 지정을 위한 요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답변 :
아래와 같이 P-번호 지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KEPIC Code Case : MQ-C-210
(Approval Date : 2018. 08. 16)

Subject : Request method for P-Numbers assignment of unassigned metals
Question :
How could be requested P-Numbers assignment about unassigned metals that do not appear
in table QW/QB-422?
Reply :
It could be requested P-Numbers assignment as follows.

100 서론

100 Introduction

본 적용사례는 KEPIC 사용자에게 표 QW/QB-422에 명

This Code Case provides requirements to KEPIC users for submitting

시되지 않은 모재에 대한 P-번호 지정 요청서 제출 요건

requests for P-Number assignments to base metals not listed in

을 제공한다. 이 요청서는 KEPIC MDF 또는 MDN,

table QW/QB-422. Such requests shall be limited to base metals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II의

that are listed in KEPIC MDF or MDN; ASME Boiler and Pressure

Part A 또는 Part B, ASTM, AFCEN의 RCC-M Sec.II

Vessel Code Section II, Parts A or B; ASTM; AFCEN RCC-M

Materials, 기타 국가 또는 국제 재료규격에 명시된 모재

Sec.II Materials; or other recognized national or international

에 한해 제출되어야 한다.

specifications.

신청자는 P-번호 지정 요청 전에 해당 모재가 QW-420

QW-420 should be referenced before requesting a P-Number, to

요건에 따라 P-번호를 고려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

see if the base metal can be considered a P-Number under existing

도록 한다. P-번호 지정이 KEPIC 건조기술기준에 해당

rules. P-Number assignment does not constitute approval of a base

모재의 사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 가능한 모재

metal for KEPIC construction Code. The applicable Construction

는 해당 건조기술기준을 참조해야 한다.

Code shall be consulted for base metals that are acceptable for
use.

200 요청서 양식
P-번호 지정 요청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00 Request format

(가) 적용 제품 또는 용도

A request for a P-Number shall include the following:

(나) 해당 재료규격, 등급, 클래스, 타입

(a) product application or use

(다) 기계적 성질 및 화학성분 분석 요건

(b) the material specification, grade, class, and type as applicable

(라) 용접 또는 경납땜 데이터 (예: 유사 P-번호); 발행

(c)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chemical analysis requirements

된 용접 또는 경납땜 데이터; 용접절차시방서와 절차인정

(d) welding or brazing data, such as comparable P-Number;

데이터; 또는 경납땜절차시방서와 절차인정데이터

published welding or brazing data; 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s
and procedure qualification data; or brazing procedure specifications

(마) 용접 또는 경납땜 된 모재 이음부의 특성 (해당 규

and procedure qualification data

격에 명시된 최소치 미만인 경우)

(e) properties of welded or brazed base metal joints, if less than
the minimum specified in the applicable specification

300 제출
위원회에 제출 또는 위원회로부터 회신서류는 다음을 만

300 Submittals

족해야 한다.

Submittals to and responses from the Committee shall meet

(가) 제출

the following:

P-번호 지정 요청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

(a) Submittal

며, 가급적 컴퓨터로 입력된 양식에 작성해야 한다. 그러

Requests for P-Number assignments shall be in Korean or

나 독해 가능한 자필 요청서도 무방하다. 요청서는 요청

English and preferably in the type-written form. However,

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를 포함해야 하며,

legible handwritten requests will also be considered. They

요청서를 KEPIC 용접분과위원회 간사에게 이메일로 제출

shall include the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e-mail

한다.

address, if available, of the requester and, requests should be
submitted via e-mail to the secretary of the Subcommittee on

(나) 회신

Welding.

KEPIC 용접분과위원회 간사는 적정하게 제출된 요청서에

(b) Response

수신사실을 요청자에게 확인해 주어야 하고, 위원회 검토

The Secretary of the Subcommittee on Welding shall

가 완료된 후에 요청자에게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acknowledge receipt of each properly prepared request and
shall provide written response to the requester upon
completion of the requested action by the Code Committ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