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PIC 적용사례 : MI-C-213
(승인일자 : 2020. 3. 31)

제목 : 누설차단용 기계적 클램프장치의 제작

질의 :
KEPIC-MIZ 부록 W의 2등급 및 3등급 배관 압력경계에 대한 기계적 클램프장치는 어떤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는가?
답변 :
누설차단용 기계적 클램프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적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1 일반요건

(1) 이 적용사례에 따라 제작되는 모든 제품은 KEPIC-MN의 규정 하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제품을 제작하는 재료업체는 해당 자격인증서를 보유한 재료업체로 제한한다. 이 적용
사례를 준수하는 것 외에 추가로 재료업체는 KEPIC-MN의 모든 해당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클램프장치는 다음의 배관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가) 1등급 배관
(나) 격납용기 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배관계통 부분
(다) 호칭운전온도가 200℉(93℃)를 초과하거나 호칭운전압력이 275 psig(1900 kPa)를 초과하는
NPS 2(DN 50)보다 큰 배관
(라) NPS 6(DN 150)보다 큰 배관
(3) 클램프장치의 설치를 위하여 용접이 필요한 경우, KEPIC-MQW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4) 클램프장치 제작용 재료는 KEPIC-MDF의 해당 규격을 준수하여야하며 클램프장치의 설치를
위한 용접을 위해 KEPIC-MQ, QW 422의 해당 P-번호 재료를 적용한다.
(5) 이 적용사례에 따라 인증된 클램프장치에 사용되는 압력유지재료의 재료시험성적서는 히트 또는
로트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1) 클램프장치는 적용기기나 부품의 해당 건조기준이 허용하는 재료 또는 KEPIC-MDF의 해당규격을
준수하는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또한 클램프장치에 사용되는 재료는 그 유체, 압력 및 온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클램프장치 내부로
유체가 누설되어 정체된 상태에서의 부식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3) 클램프장치에 사용된 압력유지재료의 경우, 충격시험은 KEPIC-MNC/MND 2300 요건에 따라야
하며 비파괴검사가 요구될 때는 KEPIC-MNC/MND 2540 요건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4) 클램프장치에 사용된 압력유지재료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 KEPIC-MNC/MND 2500에 따라 보수
하여야 한다.
(5) 밀봉재료는 본 요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3 설계

(1) 클램프장치는 KEPIC-MIZ 부록 W3200의 설계요건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2) 클램프장치 제조자는 클램프를 설치하기 위한 사양을 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클램프장치는 보수할 관 또는 기기의 외형에 따라 다양한 형상(예: 편평하거나 성형된 헤드를
가진 원통형, 직사각형)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기계적 클램프는 플랜지, 밸브, 이음쇠, 분기, 노즐
또는 배기관 및 배수관과 같은 설비들을 둘러싸는데 사용할 수 있다.
(4) 클램프장치는 별도의 보강용 조립체를 사용할 수 있다.
(5) 클램프장치는 KEPIC-MIZ 부록 W3300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관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6) 클램프장치의 최소 두께는 KEPIC-MNC/MND 3641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가동중 침식과 부식
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7) 클램프에 적용되는 밀봉요소 및 윤활제는 배관의 운전 온도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8) 클램프에 사용되는 재료의 열팽창율은 보수될 배관과 동일하여야 한다.
(9) 누설되는 배관을 보수할 때 조립 중 누설을 배기하기 위한 배기관 및 배수관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제작

(1) 클램프장치는 KEPIC-MNC/MND 4000의 해당 요건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2) 클램프장치는 기계가공이나 성형, 굽힘, 주조, 단조를 수행하여 제작할 수 있다.
(3) 클램프장치의 제작에 굽힘이나 성형공정이 포함될 경우 열처리는 KEPIC-MNC/MND 4650에 따라야
한다.

5 비파괴검사

(1) 볼트류를 제외한 완성된 클램프장치의 압력유지재료는 아래 (가) 또는 (나)에 따라 비파괴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클램프장치의 모든 표면을 KEPIC-MEN A7의 방법에 따라 자분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합격기준은 KEPIC-MNC/MND 2545.3을 따라야 한다.
(나) 클램프장치의 모든 표면을 MEN A6의 방법에 따라 침투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합격기준은
KEPIC-MNC/MND 2546.3을 따라야 한다.

6 압력시험

(1) 제작된 클램프의 기밀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에 따라 압력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압력시험은 KEPIC-MIA 5000 계통압력시험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압력시험에 적용되는 클램프의 부품(예, 볼트, 너트, 가스켓 등)은 설계 시 반영된 사양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 압력시험이 수행되는 조립품은 압력을 유지하기 전 배관내부의 기체가 분출될 수 있도록
분출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조립품의 상부에 위치하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또한, 압력시험이
수행되는 동안에 누설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압력시험의 유지시간과 압력은 교정된 장비로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압력시험 게이지의
형태, 위치, 지시범위 그리고 교정은 KEPIC-MNC/MND 6400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7 기록 및 문서화

(1) 이 적용사례의 클램프장치 재료는 요건에 따라 KEPIC-MNA 6410 재료시험성적서 또는
KEPIC-MNA 6420 재료확인서로 공급될 수 있다.
(2) 본 적용사례 사용시 적용사례 번호를 발전사업자 보수/교체 인증 기록(NIS-2) 양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본 적용사례에 따라 수행된 비파괴검사 및 압력시험 결과를 클램프장치 재료시험성적서에 기재
하여야 하고, 비파괴검사 및 압력시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