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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文

1 • 題 目

敎育訓練用 Nuclear Simulator 開發

IT _ iff究의 目的 및 重要性

Compact Nuclear Simulator 는 原子力發電所의 起動 鍵備點檢 寶熱 Hot

Start-up , 運轉停止， 出刀調整， 定常 또는 特定한 事故時의 運轉條件을 포함

한 運轉 Mode룰 模擬化하여 鳳子力짧電所의 運轉훌員 等의 옳本數育과 康

子顧 E훌*從士 試驗官의 出題짧究와 所內 級究員 敎育에 利用할 수 있으며

핵증기공급쳐1 통 設計 및 過度現象解析을 통한 安全性 짧究等에 活用할 수

있도록 設計 및 製作하여 當 짧究所 맑修院에 設置한다.

TMI -2 康子力훌훌電所 事故의 重要原因이 運轉要員의 資質과 A間과 機

廳의 媒介짧홈u을 하는 主制細室 設計t의 缺階에 았다는 것은 周知의 事

實이다. 이 혜문에 훌훌電所 一部 系統의 故障에 對應하는 適切한 惜置를 취

하지 봇하였 o 므로 因하여 故障을 據大시켜 TMI -2 事故와 같은 大事故

를 諸發시켰다. 따라서 運轉要員의 資質向上과 이들이 發電所 系統의 過度

現象을 理解할 수 있도록 數育訓練하는 것이 긴굽한 과제가 되고 있다.

아와 같은 敎育뢰II練에는 Compact Nuclear Simulator를 活用하는 것이 가

장 效果的이아. 또 鳳子力發電所 運營 補修의 藍督者 補樓홍를員 및 規制機

關의 運營 藍督룡휠員들이 廳電所의 動特性 과도현상을 理解할 수 있도록 資

質向上이 要求되므로 야와 같은 敎育에 必要 불가결한 Nucl ear Simulator

를 開훌훌 活用하는 것이 必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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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짧究의 內容 몇 範圍

當室에서는 Compact Nuclear Simulator를 스웨벤의 STUDSVIK 社와

共同으혹 設計 製作하기 앓한 寶約율 編結하였으며 hardware 中 console

panel 의 제작 및 배선은 當室에서. computer compl ex 구매 및 inter-

face card 製作운 STUDSVIK社에서 담당하고， SQftware는 STUDSVIK

社의 standard model 올 基鍵로 우리 實情에 맞게 mal function 追加 및

수정 보완 作業을 하기로 한다. CNS 設計 및 製作事業中 今年度에 邊行

된 主뽑究內容은 다음파 같다.

1. 資料龜集 및 檢討

2. CNS 共同開發 홍월*깅 編結

3. Mal function 選定

4. Console panel 設計 및 補完 作業

5. Measuring instrwnent list 作成

W. 昭究結果 및 活用에 대한 建議

實室에서 스뛰1 벤의 STUDSVIK 社와 共同으로 設計 製作할 Compact

Nuclear Simulator는 當 짧究所 맑降院에 設置하여 各種 敎育뢰1\練에

活用하도록 한다. 그리고 原電 基本數育 뿐만 아니라 핵증기공급계통 設計

時 活用하순 方案과 過度現象解析을 通한 安全性 흉R究에도 活用할 수 있

는 方案이 짧究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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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Project Title

SUMMARY

Development of Compact Nuclear Simulator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Compact nuclear simulator carries out the various opera

tional modes as real nuclear power plant , Startup , pre-

operational test , preheating , hot start-up , cold shutdown ,

power control and the operational condition of steady and

accident states. It can be used for the fundamental

training of the operators , maintenance personnel , inspec

tors of regulation committee , system or component de-

signers , NSSS designer , safety analysis by transient

analysis and for the making question a operator qualify

ing examination and the training of research fellows in

the Nuclear Training Center of KAERI.

Everyone knows that the TMI accident resulted from

the defeat of the man-machine interfacing of main control

room design and of the quality of the operators. No

proper action on the malfunction of small part in a

system can cause severe accident like TMI-2 accident ,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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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very important and urg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operators and to train operators for the under

standing of dynamic transient phenomena in plant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CNS which is very efficient

to train operators , operation and maintenance supervisors ,

maintenance personnel and inspectors of regulation com

mittee to understand the dynamic transient phenomena.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We made into a contract with STUDSVIK in Sweden for

design 때d making 대S. We link and wire a operator con

sole panel and instructor console , and STUDSVIK pur

chases a computer complex and makes interface card.

KAERI and STUDSVIK will modify STUDISVIK ’s stardard

software model and add more malfunctions.

만le followings are major parts of this project per

formed in this year.

1. Data collection and review.

2. Make into a contract for CNS with STUDSVIK.

3. Selection of malfunction.

4. Design of console panel and modification.

5. List up measuring instr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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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We design and make CNS with STUDSVIK in Sweden , and

install a simulator in Nuclear Training Center of KAERI

for fundamental training of Nuclear power plant but als。

for safety analysis by transient analysis and NSSS design

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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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틀A‘
릅HB

t갖 i뚫出事故가 發生하여 많은 經濟的 社會的 휩失을 초래한 TMI -2 原子

刀發電所 事故의 중요원인이 운영문제에 있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즉 사함과 機械의 媒介짧휠l을 하운 주제어살 내에서 發電所 일부系統의故

陣에 대응한 적첼한 운천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묘로 언하여， 故障을 據大

시켜 發電所의 가-동을 중지하게 된 大事故를 課聽시켰다. 짜라서， TMI -2

事故에 따른 미국 原子力規制委員會(NRC) 의 TMI Action Plan 도 發電所

운천요원과 규제가판 감독요원의 資質向上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이

發電所 運轉에 관한 基本知講과 얼반척인 原理 뿐만 아니라 發電所 系統

들의 동특성과 過度現象에 대한 定性的 定量的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數

育힘11練하는 것이 긴급한 課題가 되고 있다. loS) 또 천산계통 빛 graphic

display의 도엽과 주제어실 내의 各種 計器의 縮小에 딱라 훌훌電所의 運

轉 또한 複雜하고 어렵게 되어 2) 그 결과로 보다 廣範圍하고 包括的인 連

轉員 훨II練에 판한 問題가 제 71되었다. 이러한 訓練들이 정상가동을 最大目

標로 하는 실제 發電所에서 행해진다는 것응 時閒的 經濟的으혹 매우 어

려운 일이며 따라서 simulator를 活用하는 것이 가장 效果的이마. 5) Sirrn.l.

Iator 는 실제 發電所의 제어반과 같은 機能을 가진 模擬裝置로서 실제 發

電所에서 만시간에 옳짚驗하기 어려운 事故에 대한 훨II練과 zt 단계별로 多

樣한 運轉狀顧의 ￥쪼驗 또는 運轉이 가능하며， 지나갔던 運轉狀況을 반복하

여 재현하거나 現在 狀願를 정지 및 천천히 동착시켜 系統와 變化를 이

해 또는 分析하슨 례에 상당한 도움을 준냐. 또 聽電所 운영 보수의 강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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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수요원， 규제기관의 운영감독요원 등의 基本數育에도 必須的이며， 냐아가

서는 發電所 핵증기 공급계통 (Nuclear Steam Supply System) 몇 부품설계

Setpoint 짧究 그라고 安全性 짧究에도 活用할 수 있다.써얘)

Nuclear Simulator는 原子力發電所의 기동， 예배점검， 예옐， Hot Start • lP

運轉停止， 出力調醫， 정상 또는 특정한 事故牌의 운천조건을 포함한 各種 運

轉 Mode 를 模擬化하여 , 그 결과플 Operator Panel 의 各種 計器와 고

해상도 칼라 CRT에 냐타나도록 한다.

Simulator는 性能 및 규모에 따라 FuJI Scope Simulator와 Compact

Simulator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Full Scope S imula tor 는 특정딸천소의

운천요원을 훨II練시키는 것이 主目的으로 해당 聽電所 주제어살의 Panel 파

各種 計器들을 정밀하게 복사하고， 모든 運轉狀願자 동얼한 性能을 갖도록

하여 운천요원01 Simulator의 반응과 실제 發電所 주제어실에서의 반응파

의 차이점을 發見하지 봇하도록 設計하는 것이아. 9) 통상 Full Scope

Simulator는 數育訓|練用흐로 시-용된다. 한현 Compact Simulator는 Limi -

ted Scope Simulator , Generic Simulator 또는 Basic Principles Train-

ing S imula tor (BPTS ) 등으로 불리며， 標藏型 發電所를 간단하게 축소시켜

모탤링하거나， 發電所의 옐부분을 모렐렁하여 고도의 밀정형으로 設計펀

Operator Panel 을 통하여 훨II練員에게 系統의 일부 또는 천체에 대한 특

정한 의사결정의 效果을 i관찰하게 하묘로써 系統 몇 動力學에 판한 포팔

적인 이해를 可能하게 하여 發電所 運轉어l 관한 基本知識과 -般的인 偏

理를 습득케 한다. 4’” 또 Simulator 는 그 機能에 따라 敎育훨II練用 Si

mulator 와 Engineering Simulator 로 구분할 수 있다. 敎育힘II練用 Simd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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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 母 發電所와 同一하게 設計 제착된 Full Scope Simulator로서

發電所 運轉要員의 運轉實習 및 再敎育에 活用된다~ Engineering Simulator

는 發電所의 모벨링을 단순화시키지 않고 처l 현강을 그대로 뻗훌擬化하묘로

써 넓응 뱀위의 事故 해석을 살시각오로 실행하도록 한다. 이렇케 하므로

써 Engineering S irm.t l ator 는 運轉 몇 비상사고 대응젤차의 시험과 확언

發電所 효율의 최적화 제어계통의 設計 그리고 A間工學的 設計에 活用할

수 있다. 8,l2,l3)

本 報告혈에서는 美國 NRC의 原子力發電所 運轉要員 넓II練을 앓한 S i

mulator 에 판한 基藍의 내용， 헨재 設計中인 Compact Nuclear Sirm.t lator

의 樓擬化 範圍， Malfunction 最終選定， STUDSVIK과의 훌約內容， Opera-

tor Console Draft 作成 몇 專門家외의 檢討事項 등에 관하여 記밟하였다.

本 뽑究는 ’88 年 初까지 흉行될 예정이며， 그 마음으로는 Graphic Dis

play의 補彈 및 P & 10와 핵연료봉 집합체 배치도의 實時찾II 表示 등에

판하여 흉R究플 邊行할 鍵定이 다.

-7-



第 2 章 本
등4

릅빼

第 1節 原子力發展所 運轉要員 訓練用 Simulator 擬能要件

1 . 擺 훨

美國原子力 規휩j委員會에서는 原子力聽展所 運轉要員 訓練用 Simulator

의 機能要件을 作成하여 美國 ANSI 의 허 가를 받아서 1981 年 발표하였

다. 그 후 1985 年 다시 改正 및 보완한 것이 ANS I / ANS - 3.5 - 1985

이다. 이 표준은 效果的인 運轉員 힘11練을 위히여 必要한 Simulator 의 최

소한의 구성과 機能훌件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模擬되는 主制細盤의

模擬化 정도， 性能， 機能的 性格에 基홉얼을 두고 재정되었다. 그러나 이 標

準은 시험을 위한 Simulator 짧究用 原子훌훌 Simulator , 그려고 특수목적

의 제한된 뱀위 또는 일부옥척의 Simulator 에는 척용되지 않는다. 살제

發顧所 運轉파 휠II練課種은 여러 7}.지 面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공통g

標는 安全性 確保와 效率的인 發電所 運轉이다. 그래서 이 標準은 原子力

훌훌電所 젊11蘇用 Simulator의 設計와 使用에 유연성을 제공하도록 제정되

였다. 이 標準와 各種 基準은 Title 10 , Code of Federal Regulation ’ s

(10 CFR) , Part 55 , “ Operators Licenses"와 AN S I / ANS - 3 . 1 - 1981,

“ Selection ,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for Nuclear Power

Plants"의 요쿠조건과 현장의 요군와 일치하도록 충분한 수준의 완벽성과

청확성을 갖도록 하였다. 9 , 10)

‘ 8-



2. 一般홈求條件

原子力發電所 Simulator 는 主로 運轉홈員의 初期 및 再數育 힘1\練을

제공하기 위한 힘II練道具이다. 또 Simul tor 는 試驗道具로써 使用할 수 있다.

主制細盤， 發電所系統 그려고 發電所運轉에 판한 模擬化는 다음에 설명된다.

가. Simulator 條件

運轉員의 적당한 조치， 부적절한 조치， 자동조정 또는 發電所 고유의

運轉性格을 밭아서 냐오는 Simulator의 반웅은 짧發電所의 반응과의 차이

를 運轉員이 느끼지 못하도록 模擬化되어야 한다.

(1) 正常運轉

Simulator 는 連續的 寶時줬으로 發電所 運轉狀態를 模擬化할 수

있는 能力이 있어 야 한다. S imu lator 는 發電所외 특정한 運轉條件에 판

련된 各種變數를 계산하여 척절한 計器 및 標示裝置에 지시하고 척 당한

경보와 보호조치률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

은 事項들이 模擬化되어 야 한다.

(캐 發電所 起動 - 저온에서 고온待機까지

起動條件은 直子훌훌 停止狀態의 壓力과 온도이며， 原子顧 Vessel

의 제거는 模擬化 대상이 아니다.

(나) 高溫待機에서 正格出力까지

(다) 터 빈超動과 발천기 동기화

(라) 原子顧 停止와 正格出力까지의 再起動

(마) 高溫待機時의 運轉

(바) 부하변동

(사) 正格以下의 홈子體冷去P水 순환에서 起動과 停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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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正格出力에서 發電所 低溫停止

(자) 聽電所 Heat Balance , 鳳子題 停止 Margin 결정 그라고 반웅도

측정과 같은 Core 성능시험

l채 안천판련계동의 사헝

(2) Malfunction

Simulator는 寶時刻오로 lJ 1 정상 또는 lJ 1 상사고에 대한 樓擬化 能

力이 있어야 한다. 橫擬化되는 Malfunction의 형태와 갯수는 運轉員 數育

훨II練課程， 性能 및 設計基準， 체계척인 포로셰스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Malfunction의 선정과정에서는 다음의 事項들이 活用되어야 한다.

(가) 실제 發電所 運轉훌員이 作成한 事故일지

(냐) 확률척 事故許價에 판한 紹究

(대 NSSS / BOP 제작자의 장바 이용도 및 信賴度에 판한 技術情報

(하) 실제 發電所에서의 특정한 運轉嚴驗

(pH 規짧u委員會의 規휩l內容

Ma1funct ion운 True / False 만을 냐타내는 것과 0-100 % 사이의 Se-

ver i ty 를 갖는것 두 종류가 있으며， 척어도 다음과 같은 Mal funct ion 응

包含되어야 한다. 그리고 Simulator 의 應答은 실제 發電所의 應答과 比較

되어야 하며， 安全解釋도 명행되어야 한다.

(7H Loss of coolant.

CD Significant PWR steam generator Ie따‘s.

® Inside and outside primary containment.

® Large and small reactor coolant breaks including demonst

rat ion of saturat ion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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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ilure of safety and relief valves.

(냐) Loss of 'instrument air to the extent that the whole system

or individual headers can lose pressure and affect the plant ’ S

static or dynamic performance.

{다-) Loss or degraded electrical power to the station , includmg

loss of offsite power , loss of emergency power , loss of emer

gency generators , 1ass of power to the plant ’ s electrical di

stribution buses and loss of power to the individual instru

mentation buses (AC as well as DC) that provide power to

control room indi ca t ion or plant cant ro 1 function affect ing

the plant ’ s response.

(라) Loss of forced core coolant flow due to single or multiple fa

i lure.

(마) Loss of condenser vacuum including loss of condens반 level co

ntrol.

(배 Loss of service water or cooling to individual components.

I‘-‘사) Loss of shutdown cooling.

(애 Loss of component cooling system or indivIdual components.

(재 Loss of normal feedwater or normal feedwater system

failure.

껴니 Loss of all feedwater (normal and emergency)

?니 Loss of protective system channel.

(E-H Cant ro 1 rod failure including stuck rods.

(꽤 Inability to drive control r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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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Fuel cladding failure resulting in high activity in reactor coo-

lant or off gas and the associated high radiation alarms.

(거) Turbine trip.

(너) Generator trip.

(뎌) Failure in automatic control systems that affect reactivity and

core heat removal.

(러) Fai lure of reactor coolant pressure and volume control systems.

(매) Reactor trip.

뻐) Main stearn line as well as main feed line break( both inside

and outside containment)

써) Nuclear instrumentat ion failure.

에) Process instrumentation , alarm, and control system failure.

(저) Passive malfunctions in system, such as engineered safety fea

tUT、'es ， emergency f eedwater systems.

(처) Failure of the automatic reactor trip system.

(3) Simulator 環境條件

Simulator 는 Controller , 各種計器， 스위치， 기록계， 靈電所 공정제

어 컴퓨터， 경보반 및 기타 Man - machine Interface를 위한 Panel 이 있

어야 하며， 이는 母 發電所와 크기，모양，색 및 構成에 있어서 機能的

또는 視覺的으로 일치해야 한다. 또 설체적인 間題로서 主制細室의 各種

環境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例플들어 터빈잡음， 제어봉 계수기 장음， 바닥，

장애물， 照明 그리고 各種 通信施設 둥이다. 그리고 主制細室 外部에서 運

轉되면서 模擬化 모델링의 入力으로 使用되는 變數도 必히 模擬化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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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4) Simulator 訓練條件

(7니 初期條件

Simulator는 최소한 20 개의 初期條件을 뺨藏할 영역여 있어야

하며， 퇴II練프로그램에서 SImulator를 效率的으로 使用하기 위해서는 發電所

의 여러 運轉條件이 包含된 척어도 10 개의 고정펀 初期條件이 있어야

한다.

(나) Malfunction

Simulator 는 運轉經驗에 의해서 예측되는 Malfunction 을 동시에

여러개 또는 여러개를 순차적으로 펀리하게 揮入하고 제거할 수 있는 기

능이 있어야 한다. 必훌하다연 앞에서 서술되지 않은， 運轉經驗￡로부태 나

온 다릎 Malfunction을 추가할 수 있다.

(다) 기 타

Simulator는 模擬化 進行을 一時 停止시키는 기능을 가져야 하

며 옳加하여 Fas t ti me. Slow time , Backtrack 그랴고 Snapshot 기능을

가져야 한다.

3. 性能基準

가. 正常運轉

Simulator의 模擬化된 變數값의 정밀도는 全 出力영역에 걸쳐서 최

소한 다음의 4 가지 點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1) S imul ator 計器의 오차는 母發電所의 關聯計器 및 변환거의 오차

보다 커서는 않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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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主훌系統의 질량 및 에너지 保存法則이 만족되어아 한다. 例를들어

순 NSSS 옐출력파 廳電된 電氣出力， 原子題冷웰系範 溫度와 薰氣發生機

壓力， 급수량과 原子樓 열출력 가압기와 薰氣聽生機의 철량保存 등이다.

(3) Simulator의 計算된 重흉흉變數는 母發電所의 흉흉數와 比較하여 +2

% 이내의 오차만 許容하며， 訓|練效果를 감소시커지 않아야 한다. 重要覆數

로서는 原子題 熱出力， 原子盧 Hot leg 와 C이 d leg 溫度， 급수량， 薰혔壓

力， 電氣出力， 채순환수량， 鳳子屬 F울경핍系鏡 壓力 둥이다.

(4) 主要하지는 않지만 Simulator 制細班의 計器에 標示되는 各種變數

는 약 + 10% 以內와 오차를 許容한다.

나. 과도상태운천

Simulator 카 앞에서 설명된 정상가동과 Malfunction 에 판한 모든

性能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시험되어야 한다. 試驗基準은 母發電所에 척용되

는 기동절차， 物理的 自然法JtU ， 母 훌훌電所에서 짧生하는 경보 둥이다.

Mal func tion 에 관한 事項은 위에서 척용되지 않은 다른 基藍에 의 하여

비교되고， 試驗되어져야 한다.

다. Simulator 運轉制限

數學的 모델링은 實時刻 樓擬化의 훌求條件에 一致하도록 만순화시킬

수 있으며 , 폼加하여 Pri mary containment failure. Gross core damage 그

라고 Reactor coolant system two - phase 등과 같이 發電所 設計時에는 제

한되는 繼能도 模擬化함 수 있다. 그러냐 위와 같은 가상事故 訓l練時 發

生할 수
;" L
Aλτ- 힘|練 進機能을 피하기 위하여 歸 얄고있는 發電所 狀態를

념어서는 경우 즉， Primary containment 壓力이나 鳳子뼈훌 冷去P系統 塵力이

設計制限{直를 념는 경우， 뽑빼系鏡 壓力 對 溫度가 許짱範圍를 벗어날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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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核戰料 溫度가 Gross fuel failure 플 지시할 혜 등에는 강사에게

경고할 수 있는 機能이 있어야 한다. 過度狀態時 Simulator 重要變數는

Plotter 나 프란터 등으로 렇II練員에게 提供할 수 있어야 하는데 , 이 資￥}

로서 충분한 時間的 여유를 갖고 性能을 판단하게 된다.

4. Simulator 試驗

가. Simulator 性能試驗

Simulator 性能은 性能試驗과 Simulator 의 性能과 設計資料와의 1:11

교 등을 거쳐서 確認하게 된다. 최초의 Simulator 가 완성되었을 해 性能

試驗을 거쳐야 함은 물롱이고， Simulator 設計가 변경되어 構成이나 性能

이 변경되었을 혜도 실시하여야 한다.

냐. Simulator 動作試嚴

Simulator의 動作은 4 개의 重要部分으로 나뉘어져 그 性能이 確

짧되어야 한다.

(1) 컴 퓨터 寶時찢u試驗

컴퓨터 系統의 實時刻 模擬化進行에 대한 確認

(2 ) 正常運轉試驗

앞에서 設明한 正常運轉 基準에 딱라 約 25 %, 75 % 그리고 100

%에서의 Heat ba lance 즐 참고로 하여 다음에 있는 變數들이 試驗되어져

야 한다.

(7l-) Primary sys tern

Neu t ron flux (%)

Core thermal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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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all loops)

Th (all loops)

Tavg

Boron concentravat ion

Pressurizer pressure

Pressurizer level

Pressurizer temperature

Control rod posi tions

(냐) Secondary pI ant

Steam generator secondary side level , pressure and temperature

Secondary plant heat balance data

(3 ) 過度狀態 運轉試驗

過度狀態에서는 母發電所에서 얼어날 수 있는 파도상태와 설제 聽

電所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가상事故에 대한 試驗으로 바누어 실시한다. 過

度狀態 試驗은 Mal fmlct ion 試驗과는 다르며 단지 Simulator 의 過度狀態

응탑만을 試驗하는데， 실제 發電所 設計資힘， 안천해석자료 그라고 비슷한

發電所의 결과와 비교한다. 試驗되어야 하는 變數들을 다음에서 보여준다.

(가) Manua I r eac tor t rip

(냐내) Simu

(다매) Sim따nu비l니I taneot에us Cl osure of all main steam isolation valve

￠쩌빼}꺼) Simultaneous trip 0아f a떠11 reactor coolant pumps

까) Trip of any single reactor coolant pumps

빠) Main turbine trip ( Maximum power level which does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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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in immediate reactor trip)

μ니 Maximum rate power ramp ( 100 % down to approximately 75 %

and back to 100 % )

(얘 Maximum size reactor coolant system rupture combined wi th

loss of all offsite power)

(재 Maxi mum size unisolable main steam 1ine rupture

까꺼 Show primary system depressurizat ion to saturated condition

using pressurizer relief Or safety valve stuck open

(4) Malfunct ion 試驗

Ma Ifunct ion 의 Cause & Effect 에 의해 수행 된다.

-17-



第 2節 Compact Nuclear Simulator 의 設計

1 0 擺 훌

CNS (Compact Nuclear Simulator)는 發電所의 처l 어 반 全體를 模擬化

하는 Full Scope Simulator 와는 달러 原子力發電所 基初敎育 系統設計 빚

安全性 冊究에 必要한 主훌 系統 또는 일부분만을 模擬化하여 제 작하는

模擬裝置로서 Full Scope Simulator 訓練에 앞서 運轉要員의 基鍵數育 또

는 系統 빛 部品設計要員 허II練， 규제기판의 운영감독요원 歡育과 안천해석

요원외 과도현상해석 等에 使用된다. 13)

原子力靈電所 數育訓練課程에 있어서 주제어실에서의 運轉能力 向上에 적

合한 Full Scope Simulator 訓練에 앞서 CNS를 使用한 훨I'練을 實拖하

므로써 敎育訓l練初期에 應用된 理論 및 系統의 動作擺念을 把握할 수 있

고， 혀"練員의 이해도 및 魔度를 初期어l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하여 Full

Scope Simulator 의 效率性을 極大化시키게 된다.

종래의 CNS에서는 LOC A Simulat ion 이 包含되지 않았으나， CNS 에

판한 판심이 증가되고， 또 그 重要性이 언식되면서 부터 간단한 LOCA

Simulation이 包含되게 되었막 또 母 짧電所 체어반의 많은 펌3 分이

Display CRT로 대치됨에 짜라 대부분의 CNS도 CRT를 利用한 Gra-

phic display system을 採擇하고 있다~ CNS는 크게 나누어 Hardware 와

이 - Hardware 를 作動시키기 뚫한 Software 로 構成된다. Hardware는 다시

주제어실의 제어반을 縮小한 Opeator Console , 설제 발전소와 유사한 狀況

을 模擬하는데 必要한 모둔 데이타를 發生시키는 컴퓨터조직 컴퓨터와

Panel 사이의 入出力 정보를 천달하는 Interface system파 넓Ij練員에게 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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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사조작반으로는이
쳐

」ι

끼一감시할젊II練內容을링1\練員의내리고命令을種

:IT모텔렁數學的表示한動作을系統의各發電所Software는二f성된다.

강사프로그랭，Executive動作시키는實時刻무로모벨링을數學的로그램，

模그리고프로그램Supervi sory주처리해命令율各鍾조작반에서의

시착천럽II練프로그램과는이샤수수정할on-line으로프호그댐을擬化

프L로점컴하는動作여부를Hardware의기록계， 스위치 등래효
C~，

Panel 상의

Block빽쿠성을Simulator 의〔그림 1 J 에구성된다.등으로그램

냐타내었다.

l“우.L. -..’ ---------~---텅훨灣훌뿔쓸강파'- •;‘ • - --ξ→...:. ".:.;:‘:...:-;:

:뻐~ <=====

〔환핸Ie OJ파i파

¢::

SlI훈RVJ5On'

PROGW1

HIGH RE호)LUfION
GWJHIC
CDLOR au

diagram을

αf감~Tα에’S
~l£

DIAGRAMBLOCKSIMULATOR[ 그럼 1 J

매개역할사이의제어반선정 , 컴퓨터와검퓨터의樓擬化적합한eNS 어l

input (D I ) , Digl tal Output (DO),

Analog output (A그리고input (A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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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훌껴! 관해서는 ’85 年度 數育힘ill練用 Nuclear simuator 개 발 보고서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STUDSVIK과의 CNS 공동개발계약은 1986 년 5 월 29 일 체결되었으며

7 월 26 일 과학기술처의 기차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9 월 26 일

신용장이 개설되었다. 계약 주내용은 STUDSVIK 에서 CNS Simulation

Model ,Full graphic display system.Micro VAX 끄 컴 퓨터 , I nterface card

set 과 Commiss ioning을 제공하며 , KAERL 에서는 Operator Canso Ie 과

2 명의 Software engineer와 2 명의 Hardware engineer를 채공하도록 되

어있다.

2• Ma1func t i on 選定

模擬裝置 힘1/練途中! 강사의 조작에 의 하여 가상 事故를 模續化한 Ma -

Ifunctlon 을 삽입하여 運轉員이 各種事故에 대처할 수 있는 能力을 배

양하도록 한다. Ma l funct Ion 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다지탈 빼

lfunct ion 즉 펌프나 팬 또는 Compressor 의 Trip 또는 Valve의 open I

close 와 같여 TRUE 또는 FALSE 상태만 쟁각 활 수 있는 것과 터빈

의 진공도 감소， Tube leak 또는 제어발브의 점진적인 개폐 둥과 같이

Ma lfunct ion 의 값은 o.0'" 1.0사이 의 變數로 할 수 있는 아날로그 Ma

Ifunct ion 이 있 다. eNS 에서 채 택 한 뼈!funct ion 은 공동 제작자인 ST 

UDSVIK에서1 체시한 Ma 1func t ion 에 더 필요한 Ma lfunct ion • Full

scope simulator 에서 채택 한 Mal funct ion 그리 고 다른 제작회샤의 유사한

Bas ic s imul ator 의 Mal funct ion 等에서 채택된 것을 추가한 다음 原子力

安全센터要員과 고리원자력 연수원의 강사요원들의 자문을 얻어서 選똥하였

다. 최종적으로 選定된 Mal func t ion 은 表 l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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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1. Malfunctions list

1. Rod control system malfunction

a. Dropped control rod

b. Drop of a single control rod

c. Stuck control rod

d. Overlap failure

e. MG set trip

f. Position indication failure

g. Minimal rod speed

h. Control rod speed malfunction

i. Rod bank uncontrolled out

J . Rod bank uncontrolled in

k. Operation blocked

1. An ticipated transient without scram

2. Loss of collant accident

a. Leakages into containment or into the secondary system ,

with areas up to 10% of the area of a primary tube

b. Rupture of steam generator tubes

c. Recirculation pump stop transients

d. Natural circulation; single or two-phase natural circula

tion

e. PORV l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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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ORV stuck open

g. Steam bubble under the head of the reactor vessel

h. Ltquid seal collapse

i. Simulation of the safety systems

j. Charging line leak

k. Dry-out in the Secondary system

1. Steam line rupture

m. Simulation of the build-up in the containment of Pressure

temperature and radiation level

3. Steam generator tube rupture

a. Symmetric and asymmetric tube ruptures

4. Pressurizer Failure

a. Pressure high/low indication failure

b. Level high/low indication failure

c. Loss of pressurizer Proportional heaters

d. PZR spray value fails open , fails to close and Jammed

shut

e. Failure in pressurizer pressure controller(to maximum

or minimum)

5. Reactor Coolant Pump

a. 1 seal return flow high

b. 1 seal return flow low with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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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actor collant pump trip

d. Reactor coolant system leak

e. Loss ’ of CCW to RCP

f. Loss of seal injection to RCP

g. RCP shaft break

h. RCP rotor seizure

6. Steam generator failure

a. Level high/low indication failure

b. Pressure high/low indication failure

c. S/G level malfunction

7. CVCS system malfunction

a. Make-up concentration high/low

b. VCT level control failure

c. Charging Pump Speed control failure

d. Loss of charging pump

e. Regen. heat exchanger leak

f. Nonregen. heat exchanger leakage

g. Charging line rupture (isolable)

h Let down line rupture (isolable)

1.. Leak line rupture (isolable)

J . Leak from primary system

k. Fault in auto-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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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HR system malfunction

a. Pump breaker trip

b. Outlet valve or bypass valve position Failure

c. Heat exchanger leak

d. Loss of RHR pump

9. Service water pump breaker trip

10. Stearn dump system malfunction

a. Valves closed on demand

b. Stuck open

c. Open without demand

d. Opening of a dump valve (excess stearn demand)

11. Main Stearn System

a. Flow indication failure high/low

b. pressure indication failure high/low

c. MSIV closure

d. MSIV fails to shut

e. Steamline break , isolable/nonisolable

f. Main steamline break (inside and outside contaimment)

g. Stuck safety valve

h. MSR stearn supply control value closed

12. Turb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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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actor/turbine trip

b. On high vibration

c. Control value movement without demand

d. Control valve struck

e. Failure of auto turbine runback

13. Condenser & vacuum system degradation

14. Condenser

a. Loss of condenser vacuum

b. Loss of condenser circulation water pump

c. Condenser tube leak

15. Condensate system malfunction

a. Pump breaker trip

b. Hotwell level control valve position failure

16. Feedwater

a. HP feeduwater heater high-high level

b. Loss of feedwater heaters

c. Bypass of feedwater preheaters

d. FW pump trip;inc1uding loss of feedwater or overfeed

transient

e. FW line break inside containment

f. FW control valv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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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Failure in feedwater controller (Loss of steam flow

signal)

17. Auxiliary Feedwater

a. Loss of auxiliary feedwater

b. Auxiliary feedwater valves inoperable

c. Auxiliary feedwater pump malfunction

18. Nuclear instrumentation system (NIS) failure

19. Power failure

a. Loss of offsite power

20. Axial tilt

21. Loss of instrument air

22. Load rejection

-26-



기기로

第 3節 Conso1e pane1의 設計

1 . 職 要

CNS는 Full scope simulator 외운 달리 제한된 panel 上에 數育훨II練

에 펼요한 모든 기기를 포혐해야 힘·은 물혼이고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

해 살제로 모의화되지 않고 생략판 기가 또는 모의화된 가기의 mimIC

C여e 를 @동附하여야 하므로 pane I Iayou t 作成은 매우 신중융 기하여야 하

고 많응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당살에서 설계한 CNS panel 응 共同

開훌훌社안 STUDSVIK에서 작성된 draft 를 기본으로 하여 원자력발천소

P & ID 훨II練敎材 등을참고로 하여 수정한 다-음 원자력얀천센터 천문7h 한

천고려연수원 강사들의 자문을 얻어 完成하였다'. panel layout 은 마음과 같

은 基本庫則을 정한 다음 그 原則에 따라 구성하였다.

가. 寶顧發電所 또는 Full scope simulator 을 參考하여 構成한다.

유로， 기기배치 및 구성 : KNU 5&6 'P&ID 參考

계 기단위 및 range : KNU 7&8 simulator 參考

기 기이릎， 용어 : Westinghouse PWR 參考

냐. 실제 鳳子力發電所에서 다중성을 고려하여 두개이상 젤치된 기기는 가

능한 한 단일기 7] 로 대치하며， 계기의 고장 빛 誤動作은 배제한다.

Loop 당 다수의 기기가 사용되는 경우는 loop 당 1 個의

대치

例) Safety valve. PORV

각 채낼 또는 train 당 동얼 目的의 다수 기기가 便用되는 경우

단일 채널 또는 train 으로 가정하여 1 個의 가기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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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 PR. I R. SR계기

- 同一 B 的 同-位置의 다수의 기가는 단일기기로 대쳐

例) Proportional heater. backup heater

다· Loop 당 1 個안 기기로서 Panel layout 배치 및 여백상 표시가 곤

란한 기기는 loop 는 하냐만 표시하고 계기플은 loop수 만큼 배치한다.

例) S/G의 leve1 , pressure 마터， C이d -leg t멘lP ， Hot-leg temp 미터

라. 천체 系統을 把握하기 쉽게 構成한다. 실제 모의화되는 기기냐 유로

는 풀론 실제로 모의화 되지 않는 기기나 유로라도 천체 發電所 系鏡把

握 및 職念理解가 용이하도록 mimic code 騙加

例) Hot leg recirculation mode 의 유로 및 기기표시

Turbine dr iven aux feed 用 steam의 유로표시

마· Swi tch 들은 실제 發電所의 조작과 얼치하는 법위내에서 조작이 현

려한 switch률 使用한다.

例) Make up mode se I ec t sw itch

Rod contro I mode se lect switch

바· Recorder 는 천혀 사용하지 않는다. 모든 변수는 console 상부의 3

대의 칼라 CRT에 Trend curve 가 표시되고， hard copier 을 통하여 프란

트되므로 Recorder플 대신한다.

사. 이해도를 증잔시키기 위하여 중요 Flow path는 색껄을 달라하여 서

로 쿠분되도록 한다.

Primary system: Red

Secondary system( steam side) : Orange

Secondary system (feedwater side) :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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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S : Blue

이와 같응 홈則을 척용하여 Westinghouse 3 loop PWR을 참고모댈로 하

여 부록A와 같은 pane 1 1ayou t 을 作成하였다. 부록B는 panel 상의 각 기

겨들에 대한 제시한 설명이냐'. panel 은 50-x 50- mosa i c til e 을

lattice frame 에 부착하는 형태로 제작되며 살제크기 190 c11l X 50뼈 Cen

ter pane I파 각 40 CII X 50 CII의 left wing과 r 1빼 t wing 으로 우성된다.

Console 에 사용되는 부품으록는 25 빼 X 50 JDI sma1l scale meter , 5O 빼×

50- large scale meter , 4 dlgit digital display , small and large push-

but ton , to짧le SWitch , selechon rotary switch , lamp , synchroscope 그리고

annunciator 가 있￡며， value , heat exch때ger ， tank , Plimp , reactor , steam

generator , pressurizer 그리고 turbine 등의 mimic code 가 사용된다. 그

리고 panel 구성에 사-용된 각종 계기는 그 단위와 지시뱀위 (range)가 미

리 결청되어야 한다. 이는 계기의 구매사양서 작성에도 필요하고 수학척 모

댈렁 프로그랩 작성시에도 샤용되게 된다. 원자력 7 & 8 호기의 모의장치를

참고로 하여 CNS 에 펼요한 모든 계기의 uni t 와 range 를 결정하였다.表

2 는 깎종 계기의 'uni t 와 range 이 며 , ’type 에 서 “ L"는 50 llIJJ X 50 ..의

large scale 미터이며， “ S"는 25" X 50 ""의 small scale 미터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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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Measuring instrwnent list

No. Description Type Locat ion unt t Range

Power range L LF4 % 0-'" 120

2 Intermediate range L LG4 A 10-tl ......, Hr3

3 Source range L LH4 CPS 100 rv 10 6

4 Ax ial offset L LF5 % -30 rv 30

5 S tart up rate L LG5 DPM -D .5 '" 5.0

6 Ref erence temp. L LD6 ℃ 270 '" 330

7 Average temp. L LE6 ℃ 270 rv 330

8 Fuel temp. L LB7 t orv 700

9 Net react ivi ty L LC7 %삽‘/K orv 10

10 Iodine conc. L LB8 μclcc ?

11 Xenon conc. L LC8 μc Icc ?

12 Containment sunnp level S Al m o'" 3 .0

13 RWST level S Gl % orv 100

14 CCWS temp.
@

S Kl t a f"V 100

15 RHR heat exchanger bypass S C2 % a f"V 100

val ve(pos it ion)

16 Inst. air pressure S J2 kg leri arv 10

17 Containment radiation s K2 mR,tHR 1 f"V 10 10

level pc/cc 10-6 rv 10-1

18 Containment relat ive S K2 % 0'" 100

humidi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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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scription Type Location unt t Range

19 RHR heat exchanger disch- S C3 % 0""" 100

arge valve (pos i t ion)

20 Containment temp. S K3 ℃ 0""" 150

21 Containment pressure S K3 kg /eTA 0"-'4.5

22 RHR return temp. S A4 ℃ o"-' 200

23 H? cone. S K4 % o"-' 20

24 RHR return flow S A5 찌/h o f"-J 1100

25 VCT level S F5 % a f"-J 100

26 VCT pressure s F5 kg I eTA 0"-'6

27 Rep seal inject ion flow S C7 7T! I h 0"'3

28 RCP seal No. 1 6 pressure S C7 kg IcTA o f"-J 30

29 RCP sea I No.1 return flow S D7 nl/h 0"'5

30 Boric acid flowrate S G7 T Ih o'" 2.5

31 Boric acid level S H7 % o'" 100

32 Letdown back pressure S K7 kg /cTA o'" 45

33 Demi. water f1 0wrate S G8 T /h 0'" 10

34 Demi. water level S H8 % o'" 100

35 Letdown flow s K8 m'/h o'" 45

36 Charging flow S C9 TTl /h a'" 45

37 Charging flow control S D9

(posi tion )

38 NRHX out let temp. S K9 ℃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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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scription Type Locat ion umt Range

39 Accumulator pressure S B10 kg/cTA o'" 50

40 Charging I ine outlet temp. S FlO ℃ o'" 300

41 RHX outlet temp. S G10 ℃ o'" 300

42 Subcool ing temp.(margin) S 012 ℃ -300 '" 200

43 Boron cone. S D12 ppm ?

44 PRT temp. S H12 t o'" 150

45 PRT pressure s H12 kg/d 0"'8

46 Loop3 cold leg tanp. S A14 t o'" 400

47 Loop2 cold Ieg temp. S A14 t o'" 400

48 Loopl cold leg t하np. S B14 ζ o'" 400

49 Loop3 hot leg temp. s C 14 t o'" 400

50 Loop2 hot leg temp. S D14 ℃ o'" 400

51 Loop1 hot Ieg temp. S D14 ℃ o'" 400

52 Proportional heaters S F14 % 0'" 100

53 PRZ delta level S G14 % o'" 100

54 PRZ level setpoint S G14 % o'" 100

55 PRZ pressure(narrow range) S H14 kg/cTA 120'" 180

56 Loop3 Tavg S B15 t 250'" 350

57 loop2 Tavg S C15 ℃ 250'" 350

58 Loop1 Tavg S C 15 ℃ 250'" 350

59 PRZ temp S F 15 ℃ 0'" 400

60 PZR level S GIS % 0'"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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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 Description Type Locat ion unit Range

61 PZR uncompensated level s G1S % orv 100

62 PZR pressure(wide range) S H1S kg/etA 120 rv 180

63 Spray flow S K15 TTl /hr orv 550

64 Loop3 6:. temp S B16 t arv 150

65 Loop2 6:. temp S C 16 t a rv 150

66 LoOP1 6:. tfmP S C16 ℃ a rv 150

67 SG3 level(wide range) S E 17 % orv 100

68 SG2 level (wide range) S F 17 % orv 100

69 SG1 level (wide range) S G17 % a rv 100

70 SG3 pressure S H17 kg/erA orv 100

71 SG2 pressure S H17 ’ kg/c냉 orv 100

72 SG1 pressure S J 17 kg/erA orv 100

73 SG3 level(narrow range) S E18 % orv 100

74 SG2 Ievel (narrow range) S F 18 % orv 100

75 SG1 level(narrow range) S G18 % orv 100

76 Loop3 flow S C 19 % orv 120

77 Loop2 flow S C19 % orv 120

78 LooP1 flow S 019 % orv 120

79 Feedwater line3 flow S F20 T (hr orv 2400

80 Feedwater I ine2 flow s F20 T (hr orv 2400

81 Feedwater line! flow s G20 T (hr orv 2400

82 Steam 1ine3 flow S H20 T (hr o rv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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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scrIption Type Location unit Range

83 Steam 1ine2 flow S H20 T/hr o"" 2500

84 Steam 1ine1 flow S J 20 T /hr o"" 2500

85 Atmospheric steam dump S J 20 % o"" 100

level3 (posit ion)

86 Atmospheric steam dump S K20 % a"" 100

Ieve 12(pos i t ion)

87 Atmospheric steam dump S K20 % a"" 100

leveI1(position)

88 Aux feedwater flow 1 S 821 rtf /hr a"" 84

89 Aux feedwaterflow 2 S 822 ."t/hr o"" 84

90 FWRV 3 bypass valve s E22 % a"" 100

91 FWRV3 valve(pos i t ion) s E22 % o"" 100

92 FWRV2 bypass valve s F22 % 0"" 100

93 FWRV2 valve (posi tion) S F22 % 0"" 100

94 FWRV 1 bypass va1ve S G22 % 0"" 100

95 FWRV1 valve(position) S G22 % 0"" 100

96 Aux feedwater flow 3 S 822 꺼/hr a"" 84

97 Main steam header pressure L J 23 kg/~ a"" 100

setpoint

98 Main steam header pressure L K23 kg/crl 0"" 100

99 Feedwater temp. L D24 ℃ o"" 350

100 Main steam flow L K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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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 De s c rip t ion Type Location uni t‘ Range

101 Secondary radiation S J 26 μc/cc ?

102 Feedwater pump outlet L C28 kg/c쩌 o t"V 100

pressure

103 HP turbine control valve s J 29 % o t"V 100

104 Reheater steam control S J 32 % o t"V 100

valve

105 Condensate vacuum L F 34 rnmhg orv 100

106 Condensate pwnp outlet L D35 kg/c쩌 orv 50

pressure

107 Condenser hot well temp. S F 35 ℃ 20 rv 70

108 Condenser hot well level S J 35 cm orv 150

109 LP turbine control valve S J 35 % a rv 100

110 TUrbine bypass control S J 36 % a rv 100

valve

111 Condensate storage tank S B37 m orv 10

level

112 Aux. FW storage level S B38 % o /"OJ 100

113 Cool ing water temp. S F 38 t o /"OJ 50

114 Frequency L RH4 Hz 55 /"oJ 65

115 Rurming vol tage L RG5 V 90 rv 150

116 Vol tage L RH5 KV orv 400

117 Incomi ng vo I tage L RG6 V 90 rv 150

118 αurent L RH6 A a rv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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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차로 냉각채 껴l 통

가. 개 요

원자로 냉각재 계통 (Reactor Coolant system) 은 노섬에서 생성된 열

을 증기발생기로 수송하여 터반을 쿠동시키는 증기를 생성시키는 원자력 발

천소의 주된 계통이다. 노섬에서 생성된 열을 증기발생기로 수송하는 매 7~

체 즉 냉깎채는 가압된 경수가 시용된다; 원자로 냉각채 계통은 2 차측에

양철의 증기를 공급하기 위해 가앙된 상태로 운천된다. 또한 원자로 냉 각

재인 물은 노섬에서 중성자가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중성자를 감

속시키며 반사체로서 중성자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며 반응도 처l어채인 붕

할염수

가압71~꿇탱쿄

배수판

RHRS

증기

eves
RHRS

원자로냉각재펑표

-..
기기냉각수

- ....

밀봉수

뱀례

CVCS- 화학 및 쳐I척제어계통

SIS - 얀천추업계용

RHRS- 판열체커계통
WPS - 획|기물처리계통

그렴 2 . 원자로 냉각채 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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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노심으로 천랄한다.

원자로 냉각채 계통은 냉각채가 유동하는 1 차측과 증기발생기에 공급되

는 급수를 격려하여 방사성 냉각재 몇 붕괴 부산물01 2 차 계통으로 유

출되지 않도록 하는 경계쿠살을 한다. 그럽 2 에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채

략도가 나타냐 었다.

증기발생가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
최 :>I:
D-

웬자로

그럽 3 . 핵 증거 공급계동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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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쿠성

KNU 5.6 호기를 기준으로 하연 웬자로 냉각채 계통은 그랩 3에서 보

는 13t와 같이 원자후. 3 개의 폐유로와 가압장치로 주성판다~ 01 각각의

폐유로에는 증기발생가 원자로 냉각채 펌프가 있고 가압장치에는 가압기

및 부속설바 둥이 었다.

(1) 웬자로 (Reactor)

원자로는 우라늄연료가 연쇄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열을 냉각채에

천랄하는 열교환 용기01 냐. 따라서 원자로는 연료 접합체와 제어봉 배열 및

제어봉을 지지하고 냉각수 통호를 유지해 주여 노내 껴l측장치를 지지한다.

이 원자로에는 3 개의 입쿠 몇 출구 노출이 있어 핵품열에 의한 열이

열교환되어 진다. 또한 반구행 하부에는 58 개의 관통판0] 었고 노심 핵

져l측 설비가 이동되어 진마. 상부투껑에는 79 개의 관통판이 있는데 제어

홍 구동장치 노심 열천대 다발의 지지 및 배가계통에 이용된다.

(2) 노심 구성품

윈자로 노성은 핵연료가 핵분열을 하여 열이 생산되는 곳으로 최

척의 핵척 특성을 갖고 최대의 열천달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노심

은 농축 우라늄 연료봉으로 이루어진 핵연료 집합체 제어봉 및 감시용 계

측장바로 무성되어 있다.

연료봉은 157 채의 연료다발로 쿠성되며 각각의 연료 다발은 17 X 17

의 배옐로 264 개의 연료봉과 24 개의 안내판으로 쿠성되며 안내판에는 셰

어용 제어봉 다딸 가연성 독물철봉 중성자 선원봉 몇 생 블플러그 등이 삼

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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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자로 냉 각재의 유로

냉각재는 노심위， 용가 플랜지 바로 아래 입구노즐을 통하여 원자

로 용기로 들어와 용기벽을 타고 용기 바닥의 플레념 속요로 흘러 노임

지지 주물을 통해 위로 올라가 연료다발을 통해 연료에서 생성환 열을 홈

수하여 온도가 상승되고 출구노즐로 원자로 용기를 벗어난다.

총 냉각채 유동의 약 96 %가 열을 제거하는례 사용된다. 냐머지 4%

는 마음과 칼은 우회 유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노즐 우회 유통: 1 %

- 제어봉과 계측 씹블 우회 유동: 2 %

노심통벽 우회 유통 : 0.5 %

- 원자로 용기 루껑 냉각 우회 유동 : 0.5 %

(4) 가압기 및 부촉설 ~I

원자로에서 과도한 til등이나 기포 형성윷 방지하기 위해 포화 앙

력 이상으로 1 차 계통 앙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압기이다.

안천상태 운천 중 가압기 수위는 냉각채 계통에 충천과 화학 및 체적제

어 계통으로의 방출에 의해 유지된다. 과도 운천중 가압기 수위논 냉각재

의 체척변화를 일으키는 원자로 냉각재 온도에 따라 변한다.

가압기 압력제어 계통운 안천상태 운천중에 운천뱀위내에 압력을 유지하

도흑 천열기 ( 벼례천열기 l 군， 보조천열기 4 군 각 군이 1 ，40야\W)와 붐

τ1 ‘,11 ‘ 1 흔g

T 멸 ..E.:른

압력방출

이용한다.

및 안전밸브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건천성을 호장하7\ 위해

계통의 과압을 방지하는 보호조치즐 차l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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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기발생기

가앙 경수로행 훤자력 뱉천소는 2 개의 펴l 회로 설계원리가 적용되

어 땅사능을 띈 l 차측이 2 차측 터반-발천기와 완천히 분리되어 있다.

증기발생기는 원자로 냉각재 계통으로 부터 태반-발천기를 쿠동하기 위

한 포화증거를 뱉생하기 위하여 고온 고압의 물을 사용하며 또한 월자로

냉각재 계통과 2 차 계통 사이의 경쳐l 부가 된다. 고온， 고압의 원자로 냉

각재는 증기발생지 하부 헤드로 유업되어 U관 내부를 통하여 흐르며 이

혜 U판 외부에 있는 2 차측의 울을 가열한다; 증기발생기를 떼난 물은 윈

차로 냉각채 펌프에 의해 원자로 내로 되졸아와서 재가열된다.

(6) 원자로 냉각채 혐프

원자로 냉각채 유로의 업우판 쪽에는 zt 1 대의 원자로 냉각재 멈

프가 설치되어 있다.

이 멈표의 기능은 원자로 냉각채 계통을 통하여 냉각재를 순환시커 연

료에서 발생한 열을 종기발생기의 2 차측으로 천달하는 것이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는 1단 수직형 원씹 혐프안데 랩포 몸체의 하부 옆

에 있는 방출노즐을 거쳐 원자로 용기 속으로 냉각채를 방출시켜 주며 볍

프축의 상부에는 공냉 유도 전동기 (Air cooled induction motor) 가 있어

멈프축을 군동시켜 준다. 이 전동기는 상하부 베어랭파 2 개의 쓰러스트

( thrust) 베어령이 있으며 모든 천동기 베어령은 윤활유를 사용하고 종합

적인 요일 냉각기에 의해 냉각펀다. 밀봉 뭉치는 축을 짜라 누설되는 냉

각재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련의 3개의 기쳐l 척 밀봉으로 쿠성되어 있다.

그립 4 에 원자로 냉각재 혐프의 개략도가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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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4 . 원자로 냉각채 멈프

다. 원자로 냉각채 계동의 계측 및 제어

(1) 노심의 반응도 제어 (Reactivi ty contro 1)

중성자의 증가에 대한 변화는 유효증배계수 Kef.( 와 반융도 p

로 표시될 수 있다.

유효종배계수 KEtff 는 어떤 셰대의 중성자수와 그 천세대의 중성자수와의

바이다. KeJl 가 1 01 연 연쐐반융￡로 안한 중성자의 수는 일정하팩 Ke，f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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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다 크연 중성자의 수는 증가하여 초임계 웬자로가 되며 Ken 가 1 보

다 작으연 중성자의 수는 감소되고 미엄계 원자로가 된다.

반응도 p는 웬자로 출력뻔화를 냐타내는 일반적인 용어로 ， Ketf 가 1 로

부터 벗어난 정도를 나타내며 반응도가 정 (十)이연 초임쳐l 원자로 。이면

임계 원자로 부 (-) 이연 미업계 원자로이마.

반응도p를 식으로 표시하연 다음과 같다.

@왜-k--
劉
~

잃
-a.

6. p = In줬 @

13J-정식@은 Keff 가 1 에서 약간 벗어났을 빼 사용하고 방정식￠는 Kc"가

1 에서 많이 벗어났거나 여러까지 만응도가 합산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반

응도의 단위는 pcm을 쓰며 1 pcm은 10-5 상(/K 이다.

원자로에서 반응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제어봉， 화학제어재， 가연성 독물질

봉의 3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처l어봉은 노섭 출력변화 원자로 정지 냉각채 온도 변화에 따릎 만융도

셰어에 샤용되며 빡른 반응도 제어시 사용된다. 화학제어재안 보폰용팩은 웬

차로 냉각재에 용해되어 느련 반웅도 변화즐 보상한마. 화학제어재의 사용

은 요구되는 제어봉의 수를 줄이고 제어봉을 항상 노심 상부에 뽑아 놓

아 정치 여유도를 인가해 주며 끌일한 중성자속 붐포를 유지하케 하여 출

력밀도의 첨투치 一펑균치의 비를 낮출 수 있다.

(2) 노심의 출력분포 및 제어

출력분포는 노심이 설계 쳐1 한;(1 야내에서 운천되고 있음을 확인하

기 위하여 측정 제어되고 있으며 연료봉 피복재가 건천하겨l 유지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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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언시켜 준다. 이플 위해 열수로계수 (Hot channel factor). 축방향

중성자속 환차 (AI) ， 사분출력 경샤바， 원자로 냉각채 유량과 연료봉의 휩

정도 및 핵비등인자 등이 계산되어야 한다. 열속 열수로계수， 원자로 냉각

채 계통 유량파 핵적 엔탈펴 상승 빛 열수로계수에서의 제한치는 LOCA

사고시 첨두 국부 출력밀도의 젤계 제한치와 최소 DNBR 을 초과하지 않

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련 인자들은 칙접 제어봉 쿠동계풍 및 보론 주

업 계통과 연결되어 이들 계통이 출력조절을 한다.

(3)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온도 계측 및 제어

원차로 냉각재 계통의 온도 휴정은 원자로의 열용량， 출력 및 노

심 반응도의 펑형을 지시하며， 측정된 온도 신호는 원자로 보호 및 제어

신호로 쓰인다. 원자로 냉각재의 온도 측정에 제공되는 온도지시는 광역 및

협역범위 지시 계통으로 냐누어 진다. 광역 열처항 온도계는 각 유로 원

자로 입구판 빛 출구판에 있는 열우물 속에 있고 기동 및 정지시에 사

용된다. 협역 온도 계측에는 저항온도 신호가 신속해야 하고 누갤 가능성

이 배제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용이하므로 우회판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각 유로 우회관무로 부터 측정된 온도 지시신호는 유로의 형균온도 신

호 (Tavg) 와 온도 차이 (.6T) 신호를 계산하는데도 샤용되는데 이 신호들

은 다음파 같은 보호신호 빛 제어 신호에 사용된다.

OT.6T원자로 바상정지 설정치

OP.6T원자로 비상정지 설정치

져 - Tavg (564 OF) :급수 차단신호

최저 - Tavg (553°F) : 증기 댐표 차단신호

제애봉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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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기 탬프 제어

- 가압기 수위 제어

一 제어봉 삽입 한계

C-3 , C-4 , C--16 제어 연동

각종 기록제 미벼 및 경보

(4) 원자로 냉각채 계롱의 팡역압력 및 유량 계측

윈자로 냉각재 계통에서는 잔열 체거 계통 홉엽연결부에서 광역 냉

각채 양력을 측정한다. 이는 원자로 냉각채 계통의 천체적인 운전 법위를

냐타내며 가압기의 전열기 및 분푸를 수동드로 조작할 혜 참고가 된다.

원자로 냉각재 계통 협역양력은 가압기에서 측정된다.

원자로 냉각재 볍프 홉업구에 위치한 앵보우 유량계는 원자로 냉각재의

유량을 측정하며 저유량 신호« 90 %) 가 발생하면 냉각채 유량 상살신

호를 발생시킨다.

(5) 가압기의 압력셰어 및 수위제어

2 차 계통에 양질의 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해 노섭에서 생성환 출

력을 최척의 조건으로 증기 발생기에 수송해야 한다. 따라서 노심이 손상

되지 않도록 주어진 운천 온도에서의 포화압력 이상으로 카압되어 원자로

냉각재 계통은 운천되어야 한다. 포화압력 이상에서의 부하 변동에 따흔 체

척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다음의 과도상태를 수용해야 한다.

- 자동 제어봉 제어 상태에서 5 %/봄드로 출력을 증감발 .

지동 제어봉 제어 상태에서 10 %의 순간적언 푸하 변동

증기 댐프 체통과 제어봉이 자동운천 상태에서 50 %의 순간적인

부하 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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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천상태 운천중 가암기 수위는 원자로 냉각채 계통에 충천파 추출을 하는 화

학 및 체적제어 계통어l 의해 유지된다. 파도 운천중 가압기 수위는 냉각

재의 쳐l 척변화를 일￡키는 원자로 냉각재의 온도에 따라 변한다.

가압기 압력 제어 갱l통은 안전상태 운전범위 내에 압력을 유지하기 위

해 전열기 및 분우 뻗브를 이용하고 과도상태 운전중에 압력뻔화릎 제한

한다. 압력 방출 및 안전밸부가 원자로 냉각재 계통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통의 과압을 방지하는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마. 계통의 인자가

안천범위를 초과하연 각종 보호산호 빛 바상 정지신호가 작동한다.

라· Pane I layout 쿠성

원자로에서는 보론 농도와 Subcooling temperature meter.(D12) 를 누

고 hot leg와 cold leg 의 온도 측정을 위해 온도 측정 me ter(A 14 , B 13

CI4 ， D14) 을 섣치하였고 각 loop 의 펑균온도와 hot leg 와 cold leg 의

온도차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Tavg meter (B15 , C15) 와 ,6-temperat ure

meter(B16 , C16) 을 두었다. 또한 각 loop 의 유량을 표시하는 flow me

ter (C 19 , 019) 들 두었다.

가압기에 있어서는 압력 level 용 계기를 측정법위에 따라 각각 1 개씩

설치하고， 가압기 수위 설정치 계기와 실제 수위와 설정치와의 차이를 냐

타내는 계커릎 두었다..c G 14 , G 15 , H 14 , H 15) 또한 실제 발천소의 경우 4

개의 group 으로 되어 있는 보죠천열기를 4 개가 동시에 동작하므로 1 개

의 시동용 PB만을 두었으며 (F 15) 비례 천열기는 천열기를 켜진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와 시동용 PB 그리고 버례 천열기의 가열 정도를 증감시

키는 Toggle switch를 두어 바례 천열기의 열을 조젤할 수 있케 하였다.

(F 14) 그리고 가압거의 온도계측을 위해 가압기 온도계기를 설치하였다.

(F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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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거의 과압을 방지하기 위한 안천 밸브 (safety valve) (Kl4) , 양력

방출 밸브 (Relief valve) (K 13)와 함께 분무를 위한 분무 유량 계기

ι
(spray flow meter)와 시동스위치 증감스위치 ( Inerease / decrease switch)

를 두어 분무량을 조절할 수 있케 하였고 (J 15. K~5) ， 주분우가 고장시를

위해 보초 분무71 (Aux , spray) ( J 13) 을 두었마.

실져l 발천소에서 증치발생기는 각 loop 당 1 개의 증기발생기가 있으냐

CNS 에서는 판벨의 배치 공간상 1 개의 증거발생기 mimic 만 사용하고 펼

요한 계기를 각 loop 당 1 개씩 투어 간략화하였다. 또한 각 보호선호 및

경보릎 위해 loop 당 1 개씩 증거발생기 pressure meter (H 17. J 17), level

meter (narrow range , wide range) (E 17 I"V G18) 두었다. 그리고 steam dump

를 위해 각 loop 당 1개썩 PORV와 safety valve 을 두었다~(K18， K19)

완자로 냉각채 펌프 역시 각 loop 당 1 개씩 설치되 있으나 공간 배치

상 l 재로 대치 하고 필요한 계 기를 각 loop 당 1개썩 두었다~(A17 ， D8)

그라고 purrψ motor 시동스위치들(A 18) 과 베어링용 oil ~p 시통스위치

플 (A1S)을 두고 seal injection flow meter (Cl7) 와 seal :t:f 1 6-press-

ure meter (C 7), seal :t:f 1 return flow meter (D 7) 을 두고 펌프를 선택 하

기 위한 pump select switch와 멍프 자시용 LED (C8) 을 두어 seal

injection을 하기 위한 챔프를 선택하게 하였으며 각 펌프로의 seal

injection PB (D 7) 을 두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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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原子鐘 補助 系統

가. 化學 빛 體積系統 (Chemical & Volume Control System)

(1) CVCS 는 정상운전중 냉각재계통의 體積파 Boron 농도를 制細하는

系統 o 록서 μop #1 의 Cross overleg 에 서 Letdown 이 되고 Loop :#: 2의

Cold leg 에 연결된 充樓계통을 통해서 냉각채 껴l 통으로 보내어 진냐.

CVCS 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團子훌훌 冷꽤材 系統 (ReS) 의 體積制細.

原子題 冷빼材 펌프 (RCP) 에 密封水 공급.

훌훌心의 반응도 制細를 위 한 細魔 灌度조절.

觸館방치를 위한 화학제어 및 放射性 빼質制細

BRS

기체폐기물

처러셔i 풍

보충수

붕산수

화학의t풍주업

BTRS

필터

HZ

충천평프

추출수열교환기

κ↑

격납용기외갇-

밀봉수열교환기

유량제행기

재 생

열교환기

RCS

RCP

RCS:원자로 냉 각재

계통

BRS:붕소회수계통

BTRS:붕소재생 계통

RCP: 원자로 냉각채

펑프

veT:체척제어탱크

격납용기내부

그렵 5 .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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願子據 짧去P材의 充水 및 排水와 계통의 水壓시험 수단제공.

LOCA와 같은 사고시 신속히 훌훌心을 냉각시켜주기 위한 高壓안천주

엽 수행

(2) 주요기가

쳐1 통을 쿠성하는 流路上의 주요 Component 로서는 流出 ( Ie t down)

계동으로서 Letdown Valve , Regenerative Heat Exchanger , Non generative

Heat Exchanger , Let down orifice , orifice 차단Valve 低壓流出Valve , 脫홈훌

器 (Demineralizer) 流路 轉換벨료 체적制細탱크률 거쳐 서 充樓系統언 vcr

出口隔離밸후L， 충전 Pump 充盧流量조절밸브， 재생열교환기를 거쳐서 Cold leg

￡로 주입된다. 그 외에 밀봉수 계통으로 밀봉수 여과기 및 Seal Water

HX 가 았고 非常流出系統 (Excess Letdown System) 의 비상유출 열교환기와

유량制細뻗부가 있다.

(3) 작 Component 의 목적 및 기능

(개 Le tdown I solation 밸브 : 이 밸브는 가압기 수위에 위해 연동되

어 가압기수위 17 % 이 하에서 適斷하도록 되어있다.

(나) 재생 열교환기 (Regenerative Heat Exchanger)

抽出水의 온도을 冷去P시쳐야 하므로 2 단계의 열교환기 중에서

流路의 첫단계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출된 原子盧 冷짧材는 재생 열교환기

의 Shell side 로 유업된다.

(다) 壓力 강하 Orifice

流出系統의 壓力을 降下시키 기 위해서 固定펀 Orifice 가 재생 열

교환기 하단에 設置되어 있 다. Orifice 룰 통과하면 300 rv 400 ps ig 정 도로

壓力이 降下한다. 통상 75 gpm짜려 한개만 사용되고 45 gpm , 60 gpm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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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는 여 많은 流量이 必要할 혜 使用된다.

(라) Orifice 適斷밸브

流出 流量을 선택할 수 있는 밸부들로서 각 Orif ice 後段에 設

置되어 있으며 배선반에서 遠隔 操作된다. 이 밸브는 流出鍵斷밸브(Let-

down Isolat IOn 밸브 ) 가 열려있지 않으면 옐 수 없도록 되 어 있 다. 이

Orifice 밸브도 加睡器 水位 신호를 반는데 17 %가 되 면 自動으로 適斷

된다.

(마) 非再生 熱交換器 (Non generative Heat Exchager)

再生 熱交換器블 거천 냉 각채를 冷去P시 커 는데 출구측 온도를 원

자로 냉각채 :덤프 RCP :#: 1 Seal 빛 이온교환수지 보호릎 위해 110°F

rv l1SoF (43 rv 46 t ) 로 冷왜시킨다. 流出水는 Tube Side 로 흐르고 앉leU

side 로는 CCW ( 1 차측 기기냉각수) 가 흐륜냐. 出口온도가 135°F(Sst)

이상이면 경보가 울리게 된다.

(바) 流出水 온도制細 밸브

이온교환수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35 'F 이상야연 脫體器를

우회하도록 되어 있다. 脫훌훌器는 기온이 높아지연 기능을 잃게 된마.

(사) 脫盧器 (Demi neralizer )

두 종류의 이온교환수지탑￡로 쿠성 된다.

@ 혼상 이온脫體器 (Mixed Bed Demineral izer)

양이온 交換수지와 陰。l 온 交換수지가 혼합充樓되어 있으며 옥

소 등의 懶뺨 物質과 염소 불소 등의 溶解題類 제거를 위한 것이다. 보통

두배가 설치되어 定常운천시 최소한 한매가 연속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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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온 脫홈훌器 (Cation Bed Dernineralizer)

冷去P水중의 양이온 특히 PH制細製인 Li 7 과 핵분열 생성물

放射性 cs 동위원소 등을 제거하는데 이용되고 보통 盧心 1 주기 동안 운

전될 수 있는 양이 충천된마.

(애 流出水 流路 轉換 밸브

流出量과 充樓量을 조젤한다. 流出水가 많을 경우 VCT Level

이 74 % 초과하연 自動￡로 椰嚴회수계통 (Boron Recycling System)으로

보내진다.

(재 體積制細 탱크 (Volume Control Tank; .vCT)

VCT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작용을 한다.

@ 原子題 冷효P材펌프 =#= 1 密封누출어l 배 압을 걸어주어 #2 密封

쪽의 밀봉수 流量을 제공

@ 충천펑프의 최소 흡업 水頭 (NPSH) 제공

@ 定常운천중 원자로 冷왜材중의 용존산소를 제 거 할 수 있도록

수소壓力유지

@ 부하변화시 加壓器가 제 어 하지 못하는 냉각재의 체척뻔화를 홉수

@ 康子據 훔빼材중의 비응축성 기체의 脫氣기능 수행

@ 원자로 냉각재系範의 보충

(채 VCT出口 隔離밸브

2 개의 밸브로 되어 항시 열려 있으나 안천주입시와 VCT LO

LO Signal 發生시에는 自動으로 탈히게 된다.

(카) 충천협프

3 대의 원심펌프로 쿠성되고 정상 운천시에는 1 대만 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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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I 혜에는 흡입구가 VCT로부터 RWST로 천환된다.

(타) 充樓流量조젤 밸브

7J1l壓器 水位와 연동되 어 충전유량을 自動조절 한다. 충전유량 조

절밸브블 통과한 충전유량은 채생열교환기의 Tube Side 를 거쳐 Cold -Leg

으로 주입된다.

(파) 밀봉수 차단밸브

각 loop 의 냉각재협프로 가는 通路흘 열어 준다. 6.1 gpm 이

하가 되면 경보블 울리게 된다.

(해 密封水 熱交換器 (Sedl Wa ter Heat Exchanger)

야 교환기는 냉매로 CCWS을 사용하고 펴냉각수는 아음과 같다.

@ 원자로 냉각채펑프 밀봉누출 유량 (9 gpm)

@ 非常 流出 熱交換器 유량 (25 gpm)

® 충전E법프 재순환 유량 ( 60 gpm)

(거) lJI상 성π
계통 (Excess Letdown System)

定常 節出이 tll정상알 경우 유출계통파 충전계통의 유량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또한 正常的인 方法이상의 유출이 요쿠될 혜

사용펀다. 流路 #3 에서 취하게 되어 있으나 CNS에서는 Loop 1 개만

표시되므로 CVCS Letdown Li ne 과 같은 곳L로 표시하였다. 이 계통은

非常流出 熱交換器( 74 t 이하로 냉각)과 유량제어 밸브와 Excess Letd뼈1

to Drain Tank Valve (Divert Valve)로 쿠성되어 있다.

(4) Simulator 에 서의 화학체척계통 구성

실제 발천소는 수많은 밸브와 측정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냐 SiIl'Ull-

ator 에서는 주요기기 및 요소들만 표시하였고， Plant 에서는 # 1 Loop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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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over leg 에서 Letdown 하여 * 2 loop 의 Cold leg 으로 충천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 Panel 에서는 Loop 하냐만 표시되어 있으므로 한 loop

에 서 letdown과 Charging 이 같이되는 것으로 표시 하였다. 이렇게 함으

로써 Panel 에 목적 한 Component 들이 들어 칼 수 있고 유로풀 。l해 하기

쉽케 된다.

냐. 原子盧 보충수系鏡 (Reactor Make Up System)

원자로 냉각재 계통 및 보조계통에 關嚴水 및 짧훌훌순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당당하는 계통으로서 다읍과 같이 세분할 수 았다~( 그립 6 )

鳳子훌훌 보충수 系統 (Reactor make 一 up System)

빠얘홉찢水 계통 (Boric Acid System)

보충수 제 어 계 통 (Make up Control System)

‘

•
。흩Me‘“IXTNlIC

<v
톨)AIC ACID

TAIlK e

‘

YIn •
C>I~""‘.，

그림 6. 원자로 보충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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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 보충수 껴l 통

탑산소 및 탈염의 순수을 저장하며 이 물을 原子題 }업경핍材 계통

및 보초계통에 觸嚴희석 充水 맞 세정을 目的으로 사용된마. 이것은 보

충수 저장탱크와 보충수 이송협표로 쿠성되어 있으나 CNS 에서는 。 l 송

pump들 생 략하였다.

Demi -Water tank 의 水面은 공기접촉을 막기위 한 고우막 ( Rubberized

diaphragm) 으로 둘러 싸여 있고 어는 것을 防止하기 위하여 가열장;i]가

있요며 High / low temp alarm 빛 High/ low level alarm이 있냐.

(2) 붕산수 계통

중성자 홉수물칠로서 반응도 제어릎 위해 시용된마. 4%의 붕산

용액 o ;료 붕산저장Tank 에 저장되어 회석 및 주업이 이루어진다.

붕산수 계통의 쿠성은 붕산저장탱크， 붕산이송협프， 붕산교반랭크， 붕산주업

공급펌프 등으로 되어 있￡냐， CNS drawing에서는 붕산저장탱크와 유로만

표시하고 있다. 붕산져장탱크의 High level (89 %)과 저수위 ( 21 %)에서

경보가 나게 설정되어 있다.

(3) 보충수 제어 계통

보충수 제어져l통운 화학 및 체척제어 계통에 자동보충을 위한 자

동제어계기 및 Valve 들로 構成되며 붕산수 공급유량 및 보충수 공곱유량

을 調節함으혹써 보충수의 붕산농도을 적정농도로 맞춘다. 이 제어계통은

CVCS 이외에 RWST 와 BTRS (붕소열 재생계통)에 보충수를 공급하게 되

어 있으나 panel 에는 RWST만 표시하였다.

보충수 공급방법에는 다음의 5 가지 mode 가 있고 그중의 하나를 선택

하여 사용할 수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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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자동보충 (Auto) -체적제어 Tank 가 저수위일 혜 자동공급되며

붕산유량을 척절히 설정하여 붕산농도릎 정상운전상태의 원자로

냉 각채 붕산농도와 같게 맞춘다.

(냐) 희석 (Del ute) -붕산농도를 낮추고자할 해 사용

(다) 긴급희석 (AI ternate Delute) -붕산농도을 신속하게 낮추려고 할 빼

사용

(라) 붕산주업 ( Borat ion) -붕산농도률 높이고자할 해 주입량 껴l 산후

선택

(pH 수동 (Manual) -RSC 계통 이외의 계통어l 붕산수 효二으-, '-- 공
g
-E

z
<T순

급하려할 빼

다. 잔열 재거 계통

원자로가 정지하머라도 핵분열 생성물에 의한 붕괴열로 말미암아 많

은 양의 열이 發生하는데 이 열을 제거하여 주변온도와 같케 해야되고 일

단 원하는 온도가 되머라도 붕괴열에 의한 온도상승을 막기 위해 잔열제

거를 계속할 펄요가 있다. 이 계통은 2 개의 유로가 명혈로 되어 있으

냐 CNS에서는 1 개의 유로만 나타내었고 각 유로상에 깐열제거 pump,

열교환기 이둘 기기와 관련된 Valve 와 운천제어어l 필요한 계거들로 구성

되어 있다~(그림 7 )

(1) 기 '-
。

- 발천소 냉각 또는 채장천 기간중 원자로의 붕괴열 및 잔열제거

- 발천소 가동중 RCS계통을 정화 재순환시키며 비상노심냉각시 저

온판 (Cold 1eg) 으로 안천주업 실시

- 연료 채 장천시 핵 연료 재 장천수 탱크 (RWST) 에 서 재 장천수조

(Reactor Cavi ty) 로 재장천수를 。l송하는 역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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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I oc
Rep

SG

RHR
PUMP

SUMP

50

Rep:웬자로 냉착재 펌프

SG :증가 발생기

RHR:잔열제거

RWST:연료 재장천수 저장 탱크

PRESSURIZER: 가맙기
SuMP :격납용기 하수조

그립 7 • 잔열 제거 계통 개략도

RHR RHR
HX PUMP

SUMP

(2) 운전 및 주요기기

실제 발전소는 2 개의 Channe I 로 되어 있으나 제작된 Simulator

에서는 1개의 Channel 만 표시하였고 이 Channel 도 주요한 Component

만 유로상에 표시 하였마~(Panel drawing참조 )

여 계열은 냉각계통의 Hot leg 에 연결되어 RHR흡업 Valve를 통하여

잔옐제거 팽프 ( RHR 때mp) 로 들어 간다. 잔옐제거 Pump는 MCR에서 기

동정지할 수 있고 조절위치가 Pull-to-Iock위치에 있지 않으면 얀션주업

신호에 의해 자동으로 기동된다. RHR pump를 지난 유로는 열교환기를

지나 냉각되게 되어 있는데 열교환기의 방출유량은 panel C3에 있는 RH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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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 discharge Valve 로 제 어 된다.

(3) 계통의 운천

기동사에 RHR 계통은 노씹의 붕피열을 제거와 동시에 냉각재를

정화하고， 만수위 가 되 면 dIscharge pump로 충전해 서 pressurizer

level 을 부하 수위로 하기 위해 RHR계통으로 Letdown 시킴

정상시에는 잔옐제거가 펼요없요묘로 운천을 하지 않는다.

정지시에는 우회 Valve 을 열어 RCS 에 충격을 완화하고 이어

RHR Hx di scharge 유량을 조절하여 RCS 의 온도와 압력을 減

少시킴

핵연료 교체시 2 대의 RHR pump 를 사용하여 RWST 의 붕산수

를 Reactor Cavi ty 로 야송한냐.

4. 원차로 계측 및 제어계통

가. 핵계측 ‘ 계통 (Nuclear instrumentation system)

(1) 개 요

핵계측 계통은 발천소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원자로릎 보호한다.

원자로의 모둔 운천상태하에서 원자로용기 와부에서 중성자속 준

위 감사

과잉 출력상태시 원자로룰 보호하기 위한 경보( Alarm) 발생 및

배상정지 (Trip)신호 제공

핵계측 계홍온 천 운천영역을 감시하기 위해 3 카지 영역 계측기플 사

용하여 각 제측거의 운천영역을 중청 (Overlap) 시켜 연속적안 지시가 가

능하게 한다. 각 엿역빨 검출기의 갯수 종류 측정범위 및 단위 퉁이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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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 있다.

표 3. 각 계측C영역 빨 1:1 1 교

않繼켠 Source range In te rme di a te range Power range

사용검출기 BF3 검 출 기 보상천리함 til보상천리함

Scale log log linear

측정단위 CPS amp %
측정뱀위 10°""""10 6 10 -11 ,......, 10-3 0 ,......, 120

측챙기갯수 2 2 4

기 타계 기 • Start up rate . Start up ’ rate . axial offset

met.er ( 2 개) meter(2개 ) meter (4 개 )

• audio count

rate meter

(2 ) 각 영역별 주요 출력신호

(가) 가동영 역 (Source range)

CD Shutdown 시 Hi flux alarm

자연 방사능의 5 배 준위에 도달시 alarm

® Hi flux trip

10 5 CPS에 도달시 원자로를 정지시컨다.

중칸영역 계측기의 1/2channel 이 10-10 Amp 에 도달시 발생하

는 P-6 신호에 의해 차단 가능하다.

(냐) 중칸영역 (Intermediate range)

CD HI flux level rod stop(C-l)

출력영역 20 %에 해당하는 중간영역의 천류치에서 제어봉 인

출정지 신호플 발생한다. 이 신호는 원자로 출력이 출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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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가의 2/4 channel 이 10 % 초과시 발생하눈 P- 10 신호시

수동으로 차단 가능하다.

(다) 출력 영 역 (Power. range)

@ 상하부 검출겨 펀차 경보

노십출력이 천출력의 50 %초과시 검출기 각각의 신호와 검출

기 형균출력 신호와 2% 펀차 발생시 노심 사분연에서 발생

하는 출력의 경사도를 지시하순 경보를 말한다.

@ 찬벨환차 경보

1개의 Channel 이 모든 Channel 신호중의 최저치와 2%의

현차가 발생하면 출력의 경사도를 지시하는 경보를 말한다.

® 3-유로 유량 허용신호 (P-8)

2/4 channel 이 30 %미만의 출력일혜 1개유로 유량상살 원자

로 배상정지를 자동으로 차단한다.

@ 핵출력 허용신호( P -10 )

출력영역 2/4 channel 이 원자로 출력 10 %초과시 원자로 비

상정자 (25 %) 및 제어봉 안출정지 (20 %) 신호를 차만한다.

@ 저영역 고중성자속 원자로 바상정지

출력영역 계측기 2 14 channel 이 천출력의 25%시 원자로를

'el l 상정치시컨다. P-10 신호를 차단 가능하다.

@ 고영역 고중성자속 원자로 비상정지

출력영역 계측기 2/4 channel 이 109 9"0의 출력시 원자로를 벼

상정지시컨다.

@ 고중성자속 제어봉 인출정치 (C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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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영 역 1/4 channel 이 103 % 도달시 제어봉 인출을 정지

시컨다.

@ 비율트렵

+ 5 %/ sec 이상으로 원자로 출력이 변화시 원자로 비상정지

신호를 발생한다.

(3) Panel layout 쿠성

실제 발천소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영역별로 다수의

계측기를 가지고 있으나 본 eNS에서는 각 영역벨로 1 캐의 계측기가 좀

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LF 4 I"V LH 3) , 기동영역， 중칸영역에서 사용하는

Start up rate meter (LG5) , axial offset meter (LF 5) 도 1개썩 만 두

어 두 영역에서 명용하도록 하였으며， audio count rate 를 위한 select

switch 와 digital 표시 장치 (LH 5)를 두어 살제 발천소의 audio count

rate 부와 동일한 configurat ion 을 갖도록 하였고 각 영역빨로 trip bl

ock PB( LF 3 I'"V LH3 ) 플 1개씩 두어 펄요시 수동으혹 원자로 정지를 차

단시킬 수 있케 하였다.

그라고 각종 제어신호와 허용신호는 STATUS 란 ( left panel 의 우상단)

에 표시하였고， 각종 경보는 announciator 란 ( lef t panel 의 좌상단)에 표

시하였다.

냐. 제어봉 재어계통(Rod control system)

(1) 개 요

제어봉 제어계홍의 목적은 반응도릎 조절하여 원자로 냉각재 계통

의 계획된 펑균 냉각재 온도( Programmed Tavg) 를 유지하는 것이다. 즉

기준온도(Tref )와 펑균 냉각재 온도(Tavg) 간의 요차가 미리 설정된 불

-59-



감태 (Dead band) 량 보다 크게 되면 자동운천중 제어봉이 안출되어 Tavg를

Tref 에 일치시켜 준다.

체 어 봉~은 Shutdown ba따 와 control bank 의 2 group으로 나누어지는데

각 group온 다시 4 개의 bank로 구성되고 각 bank 에는 아래와 같은

수의 rod cluster assembly를 가지고 있다.

CBA 8

CBB 8

CBC 8

CBD 4

SBA 8

SBB 8

SBC 4

SBD 4

Shu tdown bank는 원자로 정지시 대량의 부반응도를 노섭내에 주업하기

위해 사용되며， control ba따플은 노심내의 반응도와 Tavg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따라서 이들 모든 control rod 는 원자로가 미임계 상태

를 유지하도록 충분한 정지 여유도(Shutdown margin)을 제공한다. 정상운

천중 Shut down bank 들운 완천히 인출된 상태에 있다.

제어봉 제어계통의 기능 설명도는 그럽 8 과 같다. 실제 냉각제 팽관온도

(Tavg) 와 계획된 기준온도 (Tref) 와 \;1 1 교한 오차와 원자로 노심의 열출

력과 태맨의 열출력을 비교한 오차을 합하여 제어봉 속도 프로그램에 넣

어 제어봉 속도 방향을 결정하여 제어봉 구동거구를 이용해 제어봉을 。l

동시컨다. 여기서 제어봉 속도 프로그램을 불감대 (Dead band)와 정지대

(Lock -up band)릎 가지고 있어 계속적인 제어봉 동작상태 및 반복적인

바이스돼I블 ( bis table) 접촉상태를 방지한다.

또한 제어봉군은 제어봉 한 Step 당 쩌l 어값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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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하간의 출력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어봉을 중첩하여 인출 또

는 삼업 한다~(KNU 5. 6 : 113 step)

그리고 제어봉 이탈사고시 정반융도 효과를 극소화하고 반경방향의 중성

자속 분포릎 균일하케 하며 충분한 정지여유도을 확보하기 위해 제어봉

이 출력에 따라 삽업될 수 있는 한계 (Rod inser ti on limit) 를 설정하고

있으며 큰 중성자 홈수로 출력을 제어하기 위하여 제어봉 D bank 카 220

step 에서 인출을 제한한다.

RATE
COμPARATOR

HON-l’NEAR
GA배

빼
빼

h}AUCTI。없ERED

HIS
POWER I~

rI ~

TURBINE

P.‘’
T"n

PROGR‘M‘ER au““ER

r---

AUCTIONEERED
TING

SPEED
CONTROLLER

~
~

• {
뜸EEga많탤짧업흙;

그럽 8. 제어봉 제어계통의 가능설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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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어봉 자동안출 정지신호

원자로 노심의 특정한 죠건하에서 제어봉의 인출동작이 자동적무로

차안된다. 그러냐 삽입동착은 항상 이루어진다.

(개 C - 1 : I R High flux

출력영역 (PR) 20 %의 동카천류에 해당하는 값으로 중간영역

계측기 2 개중 어느하냐 이상이 만족되면 C-1 신호가 발생하고 출력영역

계측기 2 개 이상이 10 %이상시 수동으로 차단할 수 있다.

(냐) C - 2 : PR High flux

설정치는 출력영역 계측기 4 개중 어느하나 이상이 103 % 이상

으로 될 빼 발생한다.

(다) c - 3 : OT 6T

설정치는 현출력상태에서 계산된 OT6T 원자로정지 설정치 보다

3% 척은 값으로써 OT6T 계측기 4 개중 2 개이상이 만족시 발생한다.

이 신호는 동시에 터반출력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라.) c - 4 : OP 6T

설정치는 현재의 출력상태에서 계산된 OP6T 원자로정지 설정치

보다 3% 낮운 값으로 OP6T 제측기 4 개중 2 개이상이 만족시 발생한다

야 신호 역사 동시에 터빈풀력을 단계적요로 감발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매 c - 5 : low power interlock

터반출력이 15 % 야하시 오칙 자동운천 형태에서만 제어봉 인출

동작이 차단된다.

껴니 C -11 :제어봉 D군 인출제한

제어봉 D군이 220 step 에 도달하면 자동운천시 제어봉 인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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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 차단된다.

(3) Panel layout 쿠성

본 CNS Panel 에서는 살제 발천소와 우성을 만족시키연서 간결성1

단순성을 부여하기 위해 실제 발전소에서 다중성을 고려한 기기 및 계 7]

는 모두 1 개씩만 사용한다.

그리하여 본 CNS에서는 OT6T , OP6T계측기를 1 개만 사용하고， 실제

발천소에서는 제어봉의 요구 이동 step 수를 알 수 있는 step counter 와

실지 이동 step수를 알 수 있는 digi tal rod position indicator 가 설치

되어 있으나， 요쿠 이동 step수와 잘제 이동 step수를 동일하다고 가정하

여 Shutdown ba마 와 control ba마 용의 rod position indicator 를 각각 4

개씩 둔다~ ( L B 4 r--I LE 4 )

그라고 운천묘]드에 있어서는 실제 발천소와 동일한 조작이 이루아 지도록 ‘하며

단지 Single rod drop 사고시 실제 발천소에서는 문제가 되는 rod 만을 제

외하고 모든 rod 의 천원을 차단한 채로 rod 인출동작을 수행하여 문제의

rod 를 원하는 위치로 인출하지만， CNS에서는 이와같은 작동이 불가능하

므로 이 작동이 가능하도록 rod select 계 기 (LA 2) 와 rod position 계 기

(LB 2) 를 두어 manual group mode 에 서 group 을 선택하고 다시 manual

rod mode 에서 문제의 rod를 rod select 를 사용해 선택한 후 rod pos-

ition 계기의 step 수가 요쿠되는 step수 [ 선택펀 group 의 step 수)와 일

치 하도록 함으로써 single rod drop 을 복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 어 신호

[ C-l , C-2 , C-3, C-4 , C-5 , C-ll) 을 위하여 status light 를

둔다~ ( LH 7 r--I LK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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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학적 안천설 1:J1(Engineered Safe ty Features)

원자력 發電所는 핵연료 분열에 따른 열을 생성하고 이를 제어힘·으로

써 여기서 얻음 열 에너지을 증가 딸생가로부터 2 차측에 열 교환기를 시

켜 증거 터벤 및 발천기를 훌動시켜 전기에너지를 얻는 궁극척인 목표는

다흔 종류의 발천소와 同一하다. 그러냐 원자로 노성 및 원자로 冷빼材 계

통에서 누출되는 방사능의 영향을 고려하여 發電所 종사자 및 인근 주민

들의 放射能 펴폭을 10CFR 50 이내로 제어하기 위해서 여러 安全設備릎

갖추고 있다.

이러한 安全設備에는 원자로 보호계통 공학척 안천설비계통， 1:J1 상電源계통

격남용기 건물 등이 있는데1 공학적 얀천설바는 핵분열 생성물 누출아 일어

날혜 이것을 냉각재 맙력 경계내로 채한하강 사고 혹은 운천상태에서 냉

각채 밖으로 누출이 얼어날 혜 이것을 격남용거 내에 머풀도록 한정하거

냐 계통에서의 큰 사고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순 설바이다. 이 계통에는

안천주업계통과 非常짧水계통 격남용기 잘수계통으로 이루어진다.

가. 안천 주업 계통 (Safety Injection System)

SIS의 목척은 原子健 冷빼材 系統이 바랍칙하지 못한 사고 발생으

로 減壓될혜 1:J 1 상 노심 냉각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냉각재 계통와 減

壓운 냉 각채 상설사고 (LOCA : Loss of Coolant Accident) 주 증거판 파옐

慶力放出밸브의 잘못된 조작 동의 경우에 일어난다~ SIS는 냉각채 상실사고

시 핵연료 회복재 온도증가률 제한하고 가하학척 노섭냉각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되어 았다. 주요 구성품운 고압 얀천 주업 협프， 잔열제거펌프， 안천

주엽수 탱크 둥이 있다J 그럽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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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9 . 안천 주업 계통 개략도

(1) 계통 및 주성요소

비상 노심 냉각 쳐l 통은 4 개의 부속 계통￡로 구성된다.

때 고앙안전주업계통:붕소주업탱크 (BIT) 를 통한 충천수 계통

빼 저양안천주업계통 : 殘熱 除빼 系統을 이용한 안천주업

때 安全 注入 탱크 (Accumulator)

빼 핵연료 재순환수 탱크( RW5T)

고앙안천주업계통은 椰素注入탱크， 聊素注入완충탱크， 붕소주엽재순환 펌프， 밸

브플로 구성되어 있는데 5 inmlator paonel 에는 BIT와 51 뺑브만 표시하

였다. 고앙 安全注入 流路는 고압얀천주업펌프는 Charging Pump 가 대행하

며 吸入流路중 VCT로 부려의 유로 valve 가 닫히고 RW5T로 부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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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밸브가 열란다. 低壓安全注入流路는 잔열제거계통이 담당한다. 얀천주업탱

크 (Accunmlator) 는 2000 PPM의 붕산수가 들어 있어 내부압력 (617 rv 665

psig) 보다 냉각재 압력이 낮아지면 정상척￡로 열려있는 격려 밸브를 통

해서 저온판A로 주입된다.

냐. 보조 급수 계통 (Auxil iary Water System)

보조급수계통은 주급수계통이 운천 불가능할 혜 중기 발생 기에 급수

플 공급하여 훌훌心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주요 수

단을 채공한다. 이러한 이유 혜문에 보초급수 계통은 원자로 안전가능 및

공학적 안천젤바로서 기여하게 된다. 보조급수계통은 系統圖 (Panel drawing)

와 같이 2대의 Motor 구동Pwnp와 1개의 TBN 쿠동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럽 10 )

Motor 구동 보조급수 펌프A는 중기발생기 A로 방출하며 Pmnp B는

증기 발생기 C 로 방출하게 되는데 증기 발생기 B혹의 급수는 평프A와

B의 방출판에서 서로 연결되어 공급하도록 되어 있다'. Si IIn.l lator 에서는

이 와 갈이 공급 유로가 복잡하여 공간상 설현이 어려우므로 단지 각

loop 로의 유로와 밸브로 내신하고(B 21 "" B 23) • 자셰한 동작과 流路는

Operator Manual 에 싣 기로 하였 다.

Turbine 구동 보조 給水 펌프는 3 개의 증기 발생기로 방출하도록 되

어 있다. 각 펑프들의 홉입웬응 복수저장탱크(Condensate Storage Tank) 인

례 만일 이 콩급계통이 운천 불가능 하게 되연 순수 저장탱크 또는 Raw

water 처창조로 부태 공급받는다.

S엄프의 방출수는 주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제어되는 유량조절 밸브플 통

하여 각 종기발생기로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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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초급수 공급순서는 아래와 참다.

가) Condensate storage tank

나) Aux Fw storage tank

다) Raw water

다. 격 납 용기 搬水 계통 (Con tairunent Spray Sys tern)

발천소의 安全性을 보장하는 3 가지 방빽 ( 연료 펴복재 냉 각채 압력

경계， 격납용기 ) 중에서 최후 물리적 방벽안 격납용기의 健全性을 확보하

기 위해 격납용꺼내에서의 冷빼材 상설사고 또는 층가관 파열 사고사에 격

납용기 압력이 상승할 경우 온도 및 압력을 감소시키고 격남용기대기로부

터 열에너지를 除去하기 위험·이다. 격납용기 5 psig 이상에서 얀천주업

(Safety Injection) 이 수행되어도 혹은 수행되지 못하여 격냥용기 훌力이

22 psig 에 도달하면 2/4 논리신호에 의해 살수계통이 동작한다.

격납용기 搬水훌統은 격납용기 살수램프 격남용기 살수헤더 및 nozz Ie

격납용기 재순환 排水樓 (Swnp) , 살수저장탱크， 밸브， 잘수 청가 추출기

(Spray Additive Eductor)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령 11 參照 ) 그러 나

simulator 에서는 panel drawing의 좌하단에 나타낸 바와 같이 pump , va

lve , sump를 제외한 component 는 생 략하였 다.

잘수펌프는 100 % 용량의 2 대가 있고 최초 RWST에서 유량을 취하도

록 되어 있요며 정격천앙의 75 %에서 2 초내에 청격속도를 낼 수 있다.

Spray header와 nozzle은 두 계열이 마련되어 천체 용척의 95 %에 잘

포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것응 180 개의 nozzle 이 았다. 배수조

( Sump) 는 spray pump 혹은 51 계통의 pump 에 의해 주업펀 붕산수가

모이는 곳이다. RWST 의 수위가 옐어지연 sump 로부터 발쉰를 취하게 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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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11. 격 납 용기 잘수 계통 개 략도

잘수저장탱크 (spray additive tank)는 NaOH 가 들어 있어 PH를 조철 하기

위한 것으후 tank 에는 N2 가 들어 있어서 농도 감소를 방지한다~ S lMU-

LATOR에 서는 이 탱크는 생 략하였 다. 벨브들은 motor dr iven valve로 되어

있고 완전히 닫혔을때 멜봉부위를 통한 누설량이 회소화 되도록( 2 c쇄/

h / in)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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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터반系統

태반系統에는 HP 태반 1 대. LP 벼벤 2 대로 되어 있으나 panel 에 모

두 표시하기 어려우므로 HP , LP 각각 1 대씩 나타내었다. 그러고 보조

계통으로 밀봉증기계홍， 윤활유겨l통 등을 simulation할 예정이며 이플 제어

률 위 하여 cont ro I valve 와 이 valve 블 開閒할 수 있도록 pushbutton

및 lamp릎 두었다.

가. 허밴 제어 및 보호계통

(1) 擺 훌

려벤의 速度制細에는 高壓 및 低壓 증기벨브에서 종기유량을 調節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制빼는 천기식조속기에 依해서 維持되며 조

속기는 터반의 회천자촉도신호릎 밭아 훌求되는 速度信觀와 比數하여 그

課差어} 依해 制細信號를 만툰다. 조속기 出力信號는 밸브위치 서보쳐l 통을

쿠동시키며 또한 해당 밸브 보호회로에도 이용완다. 制뼈系統의 -次的

機能은 어떤 條件에서도 려반을 安全하게 또한 制細常龍로 유지하는 것

이마.

압유콩급기는 주터반의 油堅式 制뼈 및 구.동기어에 요일을 공급한다.

터빈 트렵後 트렵기어가 원상복귀 ( reset) 될 째 터반속으로 증기가 유

업되논 事故가 일어냐지 않도록 高睡 및 低睡制細밸브는 달히는 위치로

설정된다. 따라서 모든 터벤트렵은 천기척조속기릎- 트렵시키도록 되어

있으며 천기척조속기 자체는 제어밸욕가 닫힌 位置에 있지 않으면 원상복

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천기척조속기트렵신호는 주 트렵 밸브 하-류측

의 유압계통에 있는 밥력스위쳐에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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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 Panel 의 구성

Panel 에서는 speed setpoint. acceleration setpoint 및 load

setpoint 플 냐타내는 계기가 있으며 이를 control 할 수 있는 pushbutton

이 각각 있다. 또한 이들 setpoint에 따라 설제 터빈속도와 load의

값을 나타내는 계기도 포함하고 있다. 태벤의 속도는 이들을 제어함으로

써 가능하마. 한현 려벤의 속도는 초기상태에서 터빈 speed set po in t

까지 accel eration se t po i nt 에 나타난 가속도로 증가되나 만약 터빈의 속

도가 ‘ speed setpoint 아상이 되면 acceleration setpo int 를 따르지 않

고 speed se tpo i nt 와 actual Speed 의 오차에 의해서 제어되게 된다.

그려고 태반을 synchronizarion 하기 위해서는 터벤의 속도로 1,800 rpm

보다 많케 해야하는데 이것은 터번 speed setpoint 냐 acceleration set·

point 로는 어 렵기 혜운에 load set po i n t 쓸 이용하여 control valve 륜

좀머 열어줍￡로 해서 까능해 진다.

Steam generator 로 부터 공급되는 steam을 제 어하기 위해 서 panel 에

HP 및 LP control valve 와 stop valve 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을 제어는

터반의 속도 또는 load제어시에 제어되며 HP 터빈을 통과한 steam은

reheater 블 거쳐 LP 터반에 공급된다. 여 기 서 사용된 control val ve 는

Panel 의 면척관계로 모두 표시하지 옷하고 터빈의 속도 및 load set-

point 등에 의 한 valve open 의 demand 값의 펑균올 나타내는 하나의 계

기만 설치되어 었다.

냐. 태빈발천기 보조계동

(1) 터 반 윤활유겨l 통

터반 윤활유 계통은 크꺼l 터반 윤활유 계통과 채킹..£..얼 계통￡로

...
,



냐눌 수 있마. 이 두 계통은 모두 주윤활유 탱크로 부터 동일한 융활

유릎 공급받아 마시 되몰려 보내친다.

이 계통은 베어령을 윤활시키기에 적당한 압력과 양으로 모든 터빈발전

거의 주 베어렁에 냉각된 윤활유블 연속척으로 공굽하여 순환시키며 베어

링온도를 척철하게 유지시컨다. 이 계통내에 설치되어 있는 평표의 종류

에는 주 윤활유 펌프， 융활유 터밴 구동승압 펑표， 교류 전동기 구동 예

비 윤활유 펌프， 그리고 직류 천동기 구동 비상 윤활유 E댐표등。l 있다.

주 윤활유 펌프는 태빈 축 구동 원십행이며 주 윤활유 탱크 위에 설치되

어 있는 윤활유 터밴 쿠동 송압 펌프로부터 윤활유를 공급받는아. 터밴

靜止되어 있을 혜와 增速 및 減速時에는 교류 전동기 구동 예비 윤

활유 펌프에서 융활유를 공급밭게 된다. 또한 주 윤활유 펌프 또는 교

류 천동기 구동 예1:11 윤활유 웹프가 使用 不可한 樓遇 칙류 천동기 구

동 비상 윤활유 혐표에서 윤활유를 供給받게 된다. 는유짧 主 系統으

로부터 터빈 발전가 추력 (Thrust) 베어령과 태닝기어를 윤활시키게 된다.

윤활유는 베어령으로 가71 前에 냉각되어 버l 어링을 윤활시컨 後 主 윤활

유 탱크내에 스트레이너로 되돌아 간마. 유”
뽑 中 一部分온 탱크로부

터 繼續的으로 빠져나와 정화된 후 다시 탱크로 되돌아 간다. eNS 의

panel 에서는 윤활유제통을 쿠동하기 위 한 하드웨어로서 pushbut ton.고t lamp

블 사용하였다.

(찌 밀봉 증기 계통

밀봉 증기 계통은 모든 중기 계통의 밀봉부와 터빈 실련머에서

증기의 누출과 공기의 유업을 막는다. 要求되는 증가의 最小 壓力은

8.44 kg /뼈(120 ps ig) 이며， 전 운천 범위에서 自動으로 밀봉이 可能하다.

m“



。} 系統은 中央制細室에서 自動으로 制細되거냐 우회밸브플 手動으로 擾作

하면서 運轉할 수도 있다.

7 . 복수 및 주급수 계통

7}. 개 요

복수 및 주급수 계통의 기능은 다음파 같다.

주복수기 또는 가열치 배수 탱크의 모든 증기와 배수를 주복수기

로 수집한다.

주복수기 에 수집 된 물을 복수 펼프와 주급수혐 프릎 사용해 증기

발생기로 급수한다.

복수 탈염 기를 사용하여 굽수의 순도를 유지 한다.

고양 급수 가열기를 샤용하여 급수를 가열한다.

정 상 운전시 또는 파도 운전시 펼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순수를

공급한다.

비상 냉각 운전시 보조 급수 계통에 공급할 충분한 순수를 공급

한다.

저압터반에서 부려 배출되는 증거는 3 개의 겔( she 11 )로 되어있는 저

압， 표연식 복수기에서 응축된다. 순환수(해수)가 복수기관내을 통과 할

혜 관 표연에서 증가가 응축된다. 여커서 웅축된 물은 각 복수거 젤의

하부어l 위치한 접수정 (hotwell) 에 모여진다.

3 개의 접수정들은 4 대의 복수휩프에 물을 공급하는 공동헤더에 연결되

어 었다. 복수험프들은 접수정에서 복수를 홉업하여 급수의 수질을 개선

하기 위해 천유량 탈염기 계동으호 보낸다. 이곳을 지난 복수는 다시

저압급수 가열기들로 유업되어 터반 추기 계통으로 보내쳐 가열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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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유량과

옥수 유량은 모든 증커발생기로 유업되는 급수유량 중에 약 68 % 정도

차지하며， 냐머지 32%는 급수 가열기 배수계통에 유입된다.

급수 가열기 배수유량이 합쳐져서 주굽수펌프에 홉입된다.

3 개의 태반구동 주급수펑프는 증기발생기로 홉수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송출압을 갖고 있 다. 주급수 법프로부터 방출된 굽수는 얼 련의

고앙급수 가열기틀을 지나 머욱 채가열된다. 여기를 지난 급수는 3 개의

혜머로 분리되어 각 증기 발생기후 풍급되는데 각 급수헤더에는 주급수제

어밸부， 주급수 우회밸브 및 주급수 차단밸혹가 1 개썩 설치되어 있다.

복수저장탱크는 계통의 서지용량으로서 탈영기계통으로부터 방출되는 복수

를 흉수하고 또한 복수71 접수정 수위 제어 계홍에 의해 복수를 접수정

으로 공급하기도 한마.

냐. Panel layout 구성

본 CNS에서는 원래 Condenser 가 3 개언 것을 1개로 줄이고(F34

r、-' F 36) Condensate 험프도 대기용 l 대를 없애고 3 대로 하였다，.c D 34'"

D 36) 그리고 Condenser 에는 hot weI I level meter CF 35). temperature

meter ( F35). condenser vacuum meter ( F 34) 를 두고 condensate 펌프 출

군에 condensate pump outlet pressure meter (D 35)를 설치하였 냐. 또한

주급수 제어 밸브와 주급수 우회 밸브가 수동， 지용으로 유량을 조절 7t

능하도록 펼요한 meter 와 스위치플 넣었다，.CE23'" G23)

8. 웬자로 보혹 계통

가. 개 요

원자로 보호 계통은 원자로 및 꺼기의 정지 신호를 제공한다. 또

한 원자로 보호 계통은 공학적 얀천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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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천한 조건이 감지되었을 해 정지신호는 보호 캐 비벗으로 보내진다.

보호회로는 원자로 트렵 차단기를 개방하는 신호를 보낸다. 차단기가 열

라면 제어봉 쿠동 장j{]에 공급되는 천원이 제거되어 제어봉이 노심 속으

로 떨어진다. 보호 회로로 부터의 안천설비 신호는 적철한 안전설 til를

작동시킨다. 허용 신호( peron ss ive s i goa I )는 또한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 Interlock) 과 우회 (Bypass) 를 시킬 수 있도록 논려 트레인에 공

급된다. 표 4 ， 5 ， 6 에 원자로 비상 청지 신호， 허용 신호， 제어 신호의 종

류와 설정치 기능이 냐타냐 있다.

냐. Panel layout 쿠성

본 eNS는 각종 제어신호와 허용신호를 위해 STATUS칸을 두어

(LH7 rvLK 8 ) 설정치에 도달시 해당 lamp 가 점등되게 한마. 또한 원

자로 81 상 정지 신호를 위해 LJ 1rv LK 5 의 annunc iator 공간을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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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1:1 1상정지 신호 및 설정치

비상청지신호 규 정 치 동시조건
보호

보 호 기
연동

OT6T 뻔 수 2/4 계열 없 음 DNB방치

OP6T 변 수 2/4 계열 없 음 KW/ft

가 압 기 저 압 1945 Psig 2/4 계열 P -7 DNB OP .6T

가압기고압 2385 Psig 2/4 계열 없 융 냉각채 계통 완천성 확인

가압기수위 92 % 2/3 계열 P-7 원자로 정지 없이 100 %
부하상실시 방출밸브 빚

안천밸브를 통한 물의

방출 땅지

냉 각 수 상 실 90 % 유로당 2/3 DNB

원자로냉각채범 1/1 DNB
프 차단기개방

웰자로냉각수혐포 70 % 정격 2/2 P-7 예상되는 유량 상실

천 압 (시간지연 :초) (l .5) DNB

원자로냉각수펑프 57.5 Hz 2/2 P-7 예상되는 유량 상살

저 추 파 1‘ι=- (시간지연 :초) (0.6) DNB

증 기 발 생 기 17 % 2/3 증기 Heat Sink 상실 방지

최 수 위 발생기당

얀 천 주 업 4 개의 안천주 1/2 없 음 LOCA 또는 증가판

업신호중 1 개 파옐시 웬자로 정지

또는 2 개이상

태 반 정 지 자동정지 유압 2/3 또는

<45 psig 4/4
Stop뻗브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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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허용 연동

~ 허 용 설 정 치
동시 71 .s
회로

。

p- 4 원자로청지 원자로정지 및 1 . 주태벤 정지

우회차단지열렵 2-J저t「‘ Tavg (564°F) 와 함께 굽
차단

3 . 수동방리셰지트후 안천주엽 채
작동

4 . 부하커켈로부태 허빈훨짧모묘
로 증 댐프 모드

p- 6 선원영역 중압쩍간l 영 역 ) 10-10 liz 선원영천역 고중성자속 원자로트앞
。} 및 고 맙 차단 허용

)

p- 7 출력운천 P-l0 또는 P-13 1/2 자동석으로 가앙기 저양흉량학벚가앙
카시팎냉고빼위원‘}혐호냉빼저천윈자로 프 저 저
주 2 정지 해제

p- 8 2 유로운천 출력영역 ) 48% 2/4 자동적으로 저유량 원자로트엎
해제

p- 9 터번자정로지캠- 출려영역 ) 50 % 2/4 해려제밴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
원 정지

P-I0 출력운전 출려영역 > 10 % 2/4 1. p-7 업력

2. 선원영역 고천압 차단

3.어중봉간정영지역차단원자허로용정지 및 제

4 출지력빛영 케역어 저봉설정장지치 차원단자허로용정

P-ll 안천주업 < 138.5 kg/ CJf 2/3 l 갚첼질 빛 증기판 저압력
업 차안을 허용

2. 고단압허력용율에 의한 증기관 차

P-12 져-져 Tavg 550-F 2/4 증기댐프차단

P-13 출력운천 Pinφ > 10 % 1/2 P -7 엽력

P-14 중고기 수발생 위기 수 위 > 2/3 수위 1. 급수조절밸브정;tl

(증기발 2 . 주급수혐프정지
생기) 3 . 주터번 정;1:1

4 . 즙수차만밸브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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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제어 연동

종류 l 이
E
D 설 정 치 }동시회뢰 연 동 71 ‘一。

C-1 I 중칸영역 제 t 20 %출력에 I 1/2 I 정지가 차단|제어봉 인출정지

어봉 정지 | 해당하는 천

류(암페아)

되었을빼 차

단되고 정지

가 우회되었

을혜 우회된다.

C-2 I출력 영 역 제 I 103 %

어봉 정지

1/4 제어봉 인출정지

C-3 IOT6T OT6T-3%1 2/4 제어봉 인출정지

터밴련백 원인쳐1 어붕정지

빛 터빈련백

C냉 lOP좌 lOP좌 -3%1 2/4

제어육정지

제어봉 인출정지

터반전백 원안

및 터빈천펴

C-5 I 저출력연동 I 15 % 출력

(Pimp)

자동요.드에서 정지붕

의 자동인출정지

C-7 I 부하상살 10 %/스옆， 수동리세트 부하거절후 Tavg 모

5%1분A로 드에서 증기염프아밍

감소

찌
냐

M
ω

D

동

-
크

연

-
배
O

기

-
봉

A

-
어
，

복

-
체
.

경

--
「
ν

-FL
212 증가멈표에 복수기가용

자풍모드에서 제어봉

인출정지인출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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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結 틀A‘
릅빼

1MI -2 原子力發電所 冷빼材喪失事故 以後 原子力發電所 運轉要員파 規

없1機關의 훌늪督要員이 짧電所 運轉에 關한 基本知훌훌파 一般原理 뿐만아니라

發電所 系範플의 動特性과 파도현상까지 理解할 수 있도록 數育힘II練하는

것이 긴급한 課題가 되었다. 따라서 實在 發電所에서 만시간에 경험하기

어려운 事故에 대한 웹|練파 各 단계별로 다양한 運轉狀態의 鏡驗이 可能

한 simulator릎 利用한 數育訓練아 必須的이 되었다. 특히 Compac t

Nuclear Simulator는 표준 PWR 型 發電所를 칸단하게 모펠령하묘로써 휠II

練員에케 系統 및 動力學에 關한 포팔척안 理解릎 可能하게 한다. 그러

나 많은 자금이 소용되는 simulator풀 단지 혀II練目的￡로만 便用하는것

은 낭비가 아날 수 없다. 그리하여 최근의 向上펀 컴퓨터 性能을 利用

하여 보다 려 적교한 모렐링 넓은 範圍외 事故解析을 寶時刻으후 實行

하면서도 적확도가 off -1 ine code 와 비교휠 만한 짧電所 모텔랭 프로그

랩의 開짧아 可能하게 되어 훨II練야외의 目的에 活用할 수 있는 可能性

을 보이게 되었다.

本 報告書에서는 運轉要員 링I[緣用 Full scope simulator 의 設計基準얀

ANS I / ANS - 3.5 - 1985 의 기능요건과 數育힘II練用 Compact nuclear sim-

ulator의 設計에 關한 rna lfunc t ion 選定과 設計職要에 대해서 짧述하였

고 Conso Ie pane1 設計와 panel 을 構成하는 康子力聽電所 各 系統과 그

系統에 해당하는 기기配置에 대하여 짧究를 修行 하였마.

數育힘I[練用요로는 設計된 Compact nuclear simulator 는 數學的 모렐링을

패



寶時刻 實行範圍 內에서 적확하고 廣範圍하거l 하묘로써 핵증기공급계통 設

計時 off -1 ine code 블 使用하여 결접한 data 의 寶時刻 試驗 및 확인，

制輝系統設計時 Controller의 시적수 및 gain 의 최적화 實在 훌훌電所에

서는 發生하기 어 혀운 各種 事故를 模擬化하여 過度現象解析을 통한 安全

性 昭究 그리고 各種 Setpoint 의 試驗 및 결;섭 等에 利用할 수 있

￡며 , 이와 같응 뽑究를 흩行하므로써 敎育칩II練用으로 計劃된 Compac t

nuclear simulator를 맑究所에서 必要로 하는 各種 마른 目的에 使用할

수 있게 되어 Compact nuclear simulator의 效率의 極大化를 기할 수 있

게 된다. 나아가서 過度現象解析이나 安全解析用 模擬化 표로그랩 開훌훌時에

는 Simulator 模擬化 프로그램과 interface 하여 活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發電所 運轉節次의 開發과 數學的 모렐랭 過程에서 축적되는 知

講들은 직접 發電所 設計에 웅용되는 것은 물론 거술사양서 作成 安全性

평가 j 등에도 충분히 括用될 수 있다고 본다. 머 나아자서는 發電所 프로

셰스 컴퓨터 系統 開짧야나 1:1 1상대융설비 設計時에도 많용 부붐이 응용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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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付錄B. Console component description



LAI

LCI

LeI

LDI

LDI

LDI

LDI

LGI

LGI

WI

LKI

LA2

LA2

LB2

W2

LK2

LA3

LB3

LB3

LC3

LC3

LD3

LD3

Release pushbutton

Feedwater isolation actuation pushbutton

Main steam isolation actuation pushbutton

Bypass safety injection pushbutton

Safety injection actuation pushbutton

Containment isolation actuation pushbutton

Safeguard reset pushbutton

Reactor trip reset pushbutton

Reactor trip pushbutton

Reactor trip annunciator

Reactor trip annunciator

Control rod select pushbuttons

Selected control rod digital display

Control rod position digital display

Safeguard annunciators

Reactor trip annu~ciators

Rod group select pushbuttons

Shutdown bank 0 indicating light

Shutdown bank C indicating light

Shutdown bank B indicating light

Shutdown bank A indicating light

Control bank 0 indicating light

Control bank C indicating light

-85-



LE3

LE3

LF3

LG3

Ul3

W3

LK3

LA4

LB4

LB4

LC4

LC4

LD4

LD4

LE4

LE4

LF4

LG4

다-14

W4

LK4

LAS

LB5

Control bank B indicating light

Control bank A indicating light

Power range trip block pushbutton

Intermediate range trip block pushbutton

Source range trip block pushbutton

Primary plant annunciators

Primary plant annunciators

In-hold-out switch

Shutdown bank D position digital display

Shutdown bank C position digital display

Shutdown bank B position digital display

Shutdown bank A position digital display

Control bank D position digital display

Control bank C position digital display

Control bank B position digital display

Control bank A position digital display

Power range meter

Intermediate range meter

Source range meter

Primary plant annunciators

Primary plant annunciators

Rod control mode select pushbuttons

Rod control mode indicating l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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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S

LFS

LGS

LHS

LHS

WS

LKS

LD6

LE6

LB7

LC7

LH7

LJ7

LK7

LB8

LC8

LF8

LF8

LG8

다-I 8

나-I 8

LK8

Insertion limit digital display

Axial offset meter

Startup rate meter

Source range audio count mode selector switch

Source range audio count digital display

Primary plant annunciators

Primary plant annunciators

Reference temp meter

Average temp (Auctioneered high) meter

Fuel temp meter

Net reactivity

Co따rol s핑LQnal s나 t따샤us I핑LQhtsξs I‘(rν4 ，.FL1i-i-·PL1i이

Control signal status lights (C-4 ;, C-5 ;, C-7 ;, C-8).

Control’ S핑·때I st와띠 I핑iQhts (、C-l ‘. C 이2 ;， Cμ껴

Iodine cone. meter

Xenon cone. meter

Overpower delta-T setpoint meter

Overtemp delta-T setpoint meter

Left wing annunciator acknowledge pushbutton

Permissive signal status lights (P-12 ;, P-13 ;, P-14)

Permissive signal status lights (P-8 ;, P-9 J P-IO ;,

P-ll)

Permissive signal status lights (P-4 J P-6 J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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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S

RHS

Turbine trip annunciators

Turbine trip annunciators

Generator

Secondary plant annunciator acknowledge button

Non class-IE bus A ordinary net breaker open/close

pushbutton.

Generator breaker open/close pushbutton

Secondary plant annunciators

Non class-IE bus A auxiliary net breaker open/close

pushbutton

Network output breaker open/close pushbutton

Release pushbutton

Class-IE bus A ordinary net breaker open/close

pushbutton

Class-IE bus A auxiliary net breaker open/close

pushbutton

Synchroscope

Frequency meter

Class-IE bus A diesel generator start pushbutton

Class-IE bus B ordinary net breaker open/close

pushbutton.

Running voltage meter

Voltage meter

m뻐
뾰

뻐
”m

w
ι

RG2

RK2

RE3

와13

RA4

RE4

RE4

RE4

RH4

RES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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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

Class-1E bus B diesel generator start pushbutton

Class-1E bus B auxiliary net breaker open/close

pushbutton

Incoming voltage meter

Current meter

Non class-1E bus B ordinary net breaker open/close

pushbutton

Non ~lass-1E bus B auxiliary net breaker open/close

pushbutton

Auxiliary net transformer breaker

Containment sump level meter

Containment sump valve open/close pushbutton

Sump to containment spray valve open/close push

button

Valve between RWST and RHR-system open/close push

button

RWST level meter

Fan coolers start/stop pushbuttons

Fan status lights (fast~ slow)

CCWS pumps start/stop pushbutton

Component cooling water supply temperature meter

Release pushbutton

RHR suction valve open/close pushbutton

RE6

RE6

RG6

와16

RE7

RE7

RG7

Cl

Bl

Cl

1i

1l

’----i

꺼
4

꺼
4

PU

T
나

T
니

VA

VA

An

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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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4

7‘

7‘

,j

C

E

F

J

J

K

K

C

RHR heat exchanger bypass valve position meter

RHR/LPSI pumps start/stop pushbutton

Containment spray pumps start/stop pushbutton

Instrument air compressor start/stop pushbutton

Instrument air pressure meter

Containment radiation level meter

Containment relative humidity meter

RHR heat exchanger discharge va~ve Inc/Dec toggLe

switch

RHR heat exchanger discharge valve position meter

RHR heat exchanger mimic

Containment temperature meter

Containment pressure meter

RHR return temperature meter

Valve between RWST and charging/S1 pumps open/close

pushbutton

H2 recombiner start/stop pushbutton

H2 concentration meter

RHR return flow meter

vcr’ outlet valve open/close pushbutton

VCT level meter

VCT pressure meter

VCT level control valve direction pushbutton

펴

m
ω%

원

M뻐

띠

”
M

M

n써

돼

야
며
n
ω
파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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π“
%

K
ω
κ
ω
M
ω
M
ω
많

R
ω
K
ω%

%

W

낀

U

m

m

F

F

따

따

w

m

n

Demineralizer mimic

Charging pump 3 start/stop pushbutton

Charging pump 2 start/stop pushbutton

Charging pump 1 start/stop pushbutton

No.1 seal bypass valve open/close pushbutton

Seal water heat exchanger mimic

RWST-line valve indicating light

Make~up valve indicating light

Make-up mode selector pushbuttons

Dilution valve indicating light

Demineralizer protection valve direction push-button

Safety injection valve open/close pushbutton

RCP seal injection flow meter

RCP seal No.1 delta-pressure meter

RCP seal No.1 injection valve open/close push

RCP seal No.1 return flow meter

Make-up mode indicating lights

Boric acid injection valve indicating light

Boric acid flowrate Inc.IDec. toggle

Boric acid flowrate meter

Boric acid level Inc.IDec. toggle

Boric acid level digital display

Letdown backpressure Auto/Manual push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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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nU

nU

nU

U

K

%
ωmm

mm

m
ω%

mm

mm

nM

m%

여

m벼
M

m벼

돼
mj

mM

없

따
m

n
μ

Letdown backpressure control valve Inc/Dec. toggle

Letdown backpressure meter

Rep selection pushbuttons and indicating lights

Make-up mode start/stop pushbutton

Demi. water injection valve indicating lights

Demi. water flowrate Inc./Dec. toggle

Demi. water flowrate meter

Demi. water level Inc./Dec. toggle

Demi. water level digital display

Letdown flow meter

Boron injection tank mimic.

Charging flow meter

Charging flow control valve Auto/Manual pushbutton

Charging flow control valve Inc./Dec. toggle

Charging flow control valve position meter

Regen heat exchanger mimic.

Letdown orifice valve open/close pushbutton

NRHX outlet temp meter.

Accumulator pressure meter

Excess letdown valve open/close pushbutton

Excess letdown heat exchanger mimic.

Excess letdown to drain tank direction valve push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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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

FlO

GIO

J10

KID

All

Jl1

Kl1

012

D12

Hl2

H12

J13

K13

K13

K13

A14

A14

B14

C14

014

D14

F14

Letdown isolation valve open/close pushbutton

Charging line outlet temp meter

Regen heat exchanger outlet temp meter

Letdown orifice valve open/close pushbutton

Nonregen heat exchanger mimic.

Release pushbutton

letdown orifice valve open/close pushbotton

Letdown pressure relief valve indicating light

Subcooling temp (margin) digital display

Boron conc. digital display

PRT temp meter

PRT pressure meter

Auxiliary spray valve open/close pushbutton

PORV open/close pushbutton

PORV Auto/Manual pushbutton

PORV block valve open/close pushbutton

Loop 3 cold leg temp meter

Loop 2 cold leg temp meter

Loop 1 co펴 1탱 t삐n‘ meter

Loop 3 hot leg temp meter

Loop 2 hot leg temp meter

Loop 1 hot leg temp meter

Proportional heaters Auto/Hanual push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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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4

F14

G14

G14

H14

K14

815

CIS

CIS

FIS

Fls

GIS

GIS

HIS

Jls

Jls

Kls

B16

C16

C16

A17

£17

F17

Proportional heaters Inc./Dec. toggle

Proportional heaters meter

Pressurizer delta-level meter

Pressurizer level setpoint

Pressurizer pressure (narrow range) meter

Safety valve Indicating light

Loop 3 Tavg. meter

Loop 2 Tavg. meter

Loop 1 Tavg. meter

Backup heaters on/off pushbutton

Pressurizer temp meter

Pressurizer level meter

Pressurizer uncompensated level meter

Pressurizer pressure (wide range) meter

Spray flow Auto/Manual pushbutton

Spray flow Inc/Dec. toggle

Spray flow meter

Loop 3 delta-temp meter

Loop 2 delta-temp meter

Loop 1 delta-temp meter

Rep mimic

SG3 level (wide range) meter

SG2 level (wide range)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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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7

H17

H17

J17

A18

A18

E18

F18

G18

K18

C19

L19

019

K19

A20

F20

F20

G20

H20

H20

J20

K20

K20

SG1 level (wide range) meter

SG3 pressure meter

SG2 pressure meter

SG1 pressure meter

RCP 3 , 2,1 oil lift pumps start/stop pushbutton

RCP 3 ,2,1 start/stop pushbutton

SG3 level (narrow range) meter

SG2 level (narrow range) meter

SG1 level (narrow range) meter

PORV 1 ,2,3 indicating lights

Loop 3 flow meter

Loop 2 flow meter

Loop 1 flow meter

Safety valve 1 , 2 , 3 indicating lights

Release pushbutton

Feedwater line 3 flow meter

Feedwater line 2 flow meter

Feedwater line 1 flow meter

Steam line 3 flow meter

Steam line 2 flow meter

Steam line 1 flow meter

Atmospheric stearn dump valve Inc./Dec. toggle

Atmospheric steam dump valve Auto/Manual pushbutton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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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1

A2l

B2l

H2l

H21

J2l

K2l

A22

A22

B22

E22

E22

F22

F22

G22

G22

A23

Auxiliary feedwater pump I (Motor driven A) On/Off

pushbutton

Auxiliary feedwater valve 1 Inc./Dec. toggle

Auxiliary feedwater flow 1 meter

Main steam line 3 isolation valve open/close push

button

Main steam line 2 isolation valve open/close push

button

Main stearn line 1 isolation valve open/close push

button

Atmospheric steam dump valve position meter

Auxiliary feedwater pump 2 (Turbine driven) 마1/0ff

pushbutton

Auxiliary feedwater valve 2 Inc./Dec. toggle

Auxiliary feedwater flow 2 meter

FWRV 3 bypass valve position meter

FWRV 3 position meter

FWRV 2 bypass valve position meter

FWRV 2 position meter

FWRV 1 bypass valve position meter

FWRV 1 position meter

Auxiliary feedwater pump 3 (Motor driven B) On/Off

Push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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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3

B23

E23

E23

E23

E23

F23

F23

F23

F23

G23

G23

G23

G23

J23

K23

D24

J24

J24

C26

C26

Auxiliary feedwater valve 3 Inc/Dec. toggle

Auxiliary feedwater flow 3 meter

FWRV 3 bypass Auto-/Manual pushbutton

FWRV 3 bypass Inc./Dec. toggle

FWRV 3 Auto-/Manual pushbutton

FWRV 3 Inc./Dec. toggle

FWRV 2 bypass Auto/Manual pushbutton

FWRV 2 bypass Inc./Dec. toggle

FWRV 2 Auto/Hanual pushbutton

FWRV 2 Inc./Dec. toggle

FWRV 1 bypass Auto/Manual pushbutton

FWRV 1 bypass Inc./Dec. toggle

F-WRV 1 Auto/manual pushbutton

FWRV 1 Inc./Dec. toggle

Main stearn header pressure setpoint meter

Main stearn header pressure meter

Feedwater temperature meter

Stearn header pressure setpoint Inc./Dec. toggle

Stearn header pressure setpoint control mode push

button

HP turbine extraction stearn valve open/close push

button

Reheater drain valve open/close push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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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D26

J26

B27

D27

H27

C28

028

E28

H28

H28

A29

B29

B29

C29

C29

029

D29

HP turbine extraction steam valve open/close push

button

Reheater drain valve open/close pushbutton

Secondary radiation monitoring meter

HP feedwater heater bypass valve direction push

button

HP feedwater heater bypass valve direction push

button

Gland seal valve open/close pushbutton

Feedwater pumps outlet pressure meter

HP feedwater heater emergency drain valve indicat

ing light

HP feedwater heater emergency drain valve indicat

ing light

Oil system On/Off pushbutton

Turning gear On /Off pushbutton

Release pushbutton

Feedwater pump 3 minimum flow valve indicating light

Feedwater pump 3 On/Off pushbutton

Feedwater pump 2 minimum flow valve indicating light

Feedwater p뻐lp 2 On/Off pushbutton

Feedwater pump 1 minimum flow valve indicating light

Feedwater pump lOn/Off push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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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9

329

329

F30

C31

G31

K31

332

F33

F33

G33

333

B34

D34

E34

F34

B35

D35

E35

F35

F35

HP turbine mimic

HP turbine control valve position meter

HP turbine stop valve indicating light

Heater drain pump On/Off pushbutton

LP feedwater heater outlet temp meter

Heater drain emergency valve indicating light

Reheater steam stop valve indicating light

Reheater steam control valve position meter

Vacuum extinguisher valve indicating light

Start air pump Start/Stop pushbutton

Steam jet air ejector On/Off pushbutton

Reheater mimic

LP feedwater heater bypass valve direction push

button

LP feedwater heater bypass valve direction push

button

Condensate p뻐P 1 Start/Stop pushbutton

Condenser vacuum meter

Condensate rejection valve open/close pushbutton

Condensate pump outlet pressure meter

Condensate pump 2 Start/Stop pushbutton

Condensate temp meter

Condensate level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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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5

J35

J35

E36

J36

K36

A37

B37

C37

F37

G37

G37

H37

H37

J37

J37

J37

K37

A38

A38

B38

038

D38

LP turbine mimic

LP turbine control valve position meter

LP turbine stop valve indicating light

Condensate pump 3 start/stop pushbutton

Turbine bypass control valve position meter

Turbine bypass stop valve indicating light

Condensate storage tank valve open/close pushbutton

Condensate storage tank level meter

Condensate drain valve open/close pushbutton

Cooling water pump On/Off pushbutton

RPM setpoint Inc./Dec. toggle

RPM setpoint digital display

RPMlmin Inc./Dec. toggle

RPM/min. digital display

RPM actual Auto/Manual pushbutton

RPM actual Inc./Dec. toggle

RPM actual digital display

Turbine speed control indicating light

Service water p뻐p On/Off pushbutton

Aux. FW storage tank valve open/close pushbutton

Aux. FW storage tank level meter

Reset turbine trip button

Turbine trip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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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8

G38

H38

H38

J38

J38

J38

K38

~m setpoint Inc./Dec. toggle

MW setpoint digital display

~m/rnin. Inc./Dec. toggle

MW/rnin. digital display

MW actual AutolManual pushbutton

~m actual Inc./Dec. toggle

~m actual digital display

Turbine load control indicating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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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힘II練用 Nuclear Simulator 開發

1986年 12 }j H 印 때”
1986 年 12 月 日 發 fι1"

發行A 韓 弼 淳

훌훌行處 韓 國 에 너. 지 &퓨 究 所

대전시 중구 덕진동 150

￥훌話 ( 820) 2000 ...... 1

印剛所 文成輕印훌훌式會社

738 -7434 • 0619

맡는마음 지킨약속 다져지는 신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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