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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계통의 과압방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파일럿구동안전방출밸브(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는 기존 상용원자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압기안전밸브

(Pressurizer safety valve)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다. 그러나 POSRV는 과압방

지 목적 이외에 PSV와는 달리 통상 급속감압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POSRV를 공급하는 회사에 따라 POSRV 자체 및 POSRV 부속 기기들의 구

성 및 형상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일부 신형 원자로 또는 차세대 원자로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파일럿구동안전방출밸브에 대한 기술현황을 분석함으로서 이 

밸브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발전소 사용자 또는 원자로 계통 설계자에게 도입을 

위한 기술현황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POSRV를 공급하는 2개의 회사 즉 SEBIM 및 CCI를 선정하여 

각각의 POSRV에 대한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해 기술하 다.

  단,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회사에서 발행된 타 회사제품과의 비교 내용에 관해서

는 그 내용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각 회사제품의 기술적 현황을 제외한 각 

회사제품 간의 비교 우위에 관해서도 그 내용을 취급하지 않았다.

  참고로 POSRV 제품의 선정시는 무엇보다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특성, 계통과 

밸브와의 적합성 여부, 밸브의 인허가 적합성 상태, 밸브의 현재까지의 신기술 추가 

적용 상태, Vendor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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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POSRV) is a overpressure protection 

device. But the POSRV is additionally designed to be functioned as a fast 

depressurization device differently from the pressurizer safety valve(PSV). So, 

the POSRV assembly takes on the complicated configuration differently from the 

PSV, and also its configuration and component parts are much different 

according to its manufacturers.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tate of the art for POSRV. 

We want that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put to practical use as a selection 

guide to the utilities or system designers which want to purchase the POSRV. 

In this study, we selected the SEBIM and CCI made goods as the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have investigated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principles of the goods.

  However, in this report, the comparative contents with other company which 

were issued by one company were not handled. Also the advantages or 

disadvantages between two companies were not handled. Only the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operating principles with each company were described.

  For reference, the main considerations to select the POSRV' type are follows.

  - the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that the POSRV is to be installed

  - the fitness of the POSRV for the system

  - the requirements related to the function and operation of the POSRV

  - the vender's opi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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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

APR-1400 Advanced Power Reactor 1400 (‘고유명사’)

Aux. FW Auxiliary Feedwater (보조급수)

Beyond DBE Beyond Design Basis Event (설계기준초과사고)

CE Combustion Engineering (‘고유명사’)

CEA Control Element Assembly (제어봉구동장치)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연방규제요건)

DBE Design Basis Event (설계기준사고)

ECCS Emergency Core Cooling System (비상노심냉각계통)

ERP European PWR (‘고유명사’, “미래유럽형원전”)

FW Feedwater (급수)

LOCA 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상실사고)

LPC Lower Piston Chamber (하부피스톤공동)

MFLB Main Feedwater Line Break (주급수배관파단)

MOV Motor Operated Valve (모터구동밸브)

NPP Nuclear Power Plant (원자력발전소)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

PC Pilot Cabinet (조정장치 집합체)

POSRV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 (파일럿구동안전방출밸브)

PPS Plant Protection System (발전소보호계통)

PSV Pressurizer Safety Valve (가압기안전밸브)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가압경수로)

PZR Pressurizer (가압기)

RCS Reactor Coolant System (원자로냉각재계통)

RDT Reactor Drain Tank (원자로배수탱크)

RG Regulatory Guide (미국원자력규제지침)

RPS Reactor Protection System (원자로보호계통)

RV Reactor Vessel (원자로용기)

RX Reactor (원자로)

SMART 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고유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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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안전감압계통)

SG Steam Generator (증기발생기)

SSAR Standard Safety Analysis Report (표준안전성분석보고서)

STV Spring Loaded Safety Pilot Valve (스프링구동안전파일럿밸브)

TLOFW Total Loss of Feedwater (완전급수상실)

UPC Upper Piston Chamber (상부피스톤공동)

WH Westinghouse (‘고유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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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계통의 과압방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파일럿구동안전방출밸브(Pilot operated 

safety relief valve, 이하 “POSRV"라 한다.)는 기존 상용원자로(이하 “상용로”라 한

다.)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압기안전밸브(Pressurizer safety valve, 이하 “PSV"라 한

다.)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다. 그러나 POSRV는 과압방지 목적 이외에 PSV와

는 달리 통상 급속감압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POSRV를 공급하

는 회사에 따라 POSRV 자체 및 POSRV 부속 기기들의 구성 및 형상이 크게 다르

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목적은 현재 일부 신형 원자로 또는 차세대 원자로 등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파일럿구동안전방출밸브에 대한 기술현황을 분석함으로서 이 

밸브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발전소 사용자 또는 원자로 계통 설계자에게 도입을 

위한 기술현황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상용로에서의 PSV 및 POSRV의 설치(운전) 또는 도입(추

진) 현황에 대해 기술하고, PSV 대비 POSRV 특성에 대해 기술하 다. 그리고 

POSRV를 공급하는 2개의 회사 즉 SEBIM 및 CCI를 선정하여 각각의 POSRV에 

대한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해 기술하 다.

  단,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회사에서 발행된 타 회사제품과의 비교 내용에 관해서

는 그 내용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각 회사제품의 기술적 현황을 제외한 각 

회사제품 간의 비교 우위에 관해서도 그 내용을 취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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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개요

1. 상용로에서의 PSV 및 POSRV의 설치 또는 및 도입 현황

  국내 상용로 또는 개발중인 원자로의 경우, 고리 1&2, 3&4 및 광 1&2호기 등 

WH가 설계한 상용로와 광 3&4 및 울진 3&4호기 등 CE가 설계한 상용로에는 

PSV가 설치되어 있으며, 울진 1&2호기 등 Framatome이 설계한 상용로는 POSRV

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개발중인 APR-1400은 POSRV가 채택되어 있다. 현재 국

내에서 개발중인 일체형원자로인 SMART에도 POSRV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해외 상용로 또는 개발중인 원자로의 경우,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H형 상

용로, CE형 상용로, Framatome형 상용로에는 각각 PSV, PSV, POSRV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ERP는 POSRV가 채택되어 있으며, 유럽의 원자로의 경우 POSRV가 많

이 채택되어 있다. 또한 Darlington 원전 1&2, 3&4호기(캐나다)의 경우도 POSRV

가 채택되어 있다.

  상용로에서의 PSV 및 POSRV의 설치(운전) 또는 도입(추진) 현황은 Table 1에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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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SV 및 POSRV의 설치(운전) 또는 도입(추진) 현황

국내 상용로 또는 개발중인 원자로 과압방지 설비 비고

고리 1&2, 3&4 및 광 1&2호기

광 3&4 및 울진 3&4호기

울진 1&2호기

광 5&6호기

APR-1400

SMART

PSV

PSV

POSRV

PSV

POSRV

POSRV

해외 상용로 또는 개발중인 원자로 과압방지 설비 비고

WH형 상용로

CE형 상용로

Framatome형 상용로

ERP

Darlington 원자로 1&2, 3&4호기(캐나다)

PSV

PSV

POSRV

POSRV

POS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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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SV 대비 POSRV 특성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PSV는 국내 대부분의 상용로에서 설치되어 운전되고 있

다. 그러나 NRC에서 설정치 허용오차 및 시험절차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된 바 있

으며(Information notice 91-74) 또한 실제 운전경험으로부터 개방설정압력 부근에

서의 누수 봉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 따라서 각 국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POSRV로의 대체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국내에서 개발중인 APR-1400의 경우도 과압방지 설비로 POSRV를 

채택하고 있고, SMART의 경우도 계통 특성상 POSRV를 채택하고 있다. PSV의 

문제점 및 POSRV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PSV의 문제점

    - 개방설정압력 부근에서의 누수 봉 저하

    - 개방시의 Chattering 현상에 의한 밸브 손상 가능성

    - 해체 보수시의 개방설정치 보정 불확실성 등 단점

    - 설정치 허용오차 및 시험절차에 대한 문제점 제시

      (Information Notice 91-74, NRC)

    - SDS 설치 필요 (가압기의 기계적 하중 증가, 운전 보수에 따른 발전소 운

비용 증가, 건설성 및 경제성 저하)

  POSRV의 특성

    - PSV의 문제점에 대한 대체방안

    - 누수 봉능력 우수
1)

    - 운전보수성 우수
2)

    - SDS 기능 있음

    - 격리기능 있음

    - 개폐요구에 대한 Failure 확률이 PSV보다 우수(ETSE/DC.0775('97. 11.))

주1) 누수 봉능력 : 설정압력에서 Seating 압력이 최대가 되어 PSV에 비해 누

수 봉능력이 우수함. 그러나 Pilot valve와의 연결배관 또는 Pilot valve에

서의 누설 등으로 인해 주밸브가 작동되는 가능성은 단점임.

주2) 운전보수성 : 밸브 설정치 확인시험시 PSV와는 달리 밸브를 분해하지 않고 

밸브자체에 설치된 Test connection line에 Field testing device를 연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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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수행

  PSV 대비 POSRV 특성은 Table 2에 요약되어 기술되어 있다.

Table 2  PSV 대비 POSRV 특성

항목 PSV POSRV 비고

기능 - 과압방지

- 과압방지

- 격리(냉각수 유출 방지)
1)

- 급속감압(원격 수동 조작)

구성

- 스프링 구동방식의 

안전밸브

- 밸브작동을 위한 별

도의 계통 또는 구

성품 불필요

- Pilot 구동방식의 안전밸브

- Pilot 구동방식의 격리밸브
1)

- 급속감압을 위한 Pilot valve

- 밸브작동을 위한 별도의 계통 또

는 구성품 필요

작동원리 - 스프링 구동방식
- Pilot valve 구동에 의한 실린더 

압력방출로 Main valve 개방

개방특성

- POP open

- 3% Accumulation

- 18.5% Blowdown

- Pilot valve 구동을 위한 Dead 

time이 요구됨

주1) only for SE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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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생산회사별 POSRV의 특성 및 작동원리

1. SEBIM의 POSRV

  SEBIM의 POSRV는 2개의 밸브가 1개의 Assembly 형태로 되어 있는 Tandem 

구조로 되어 있다. 즉, Tandem 구조는 안전기능밸브와 격리기능밸브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기능밸브는 정상운전시 닫혀 있으며, 밸브 개방압력 설정치 이상에서 개

방되며, 과압방지가 목적이다. 격리기능밸브는 정상운전시 열려 있으며, 안전기능밸

브의 고장(stuck open)시 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닫히며, 냉각수 

유출 방지가 목적이다. 안전기능밸브 및 격리기능밸브는 모두 Solenoid에 의한 원격 

수동 개폐가 가능하다.

  SEBIM의 POSRV는 Cold solution type 및 Hot solution type 등 2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2 가지 종류의 차이점은 작동원리에 있다. Cold solution type의 

경우 응축탱크를 통해 응축된 응축수로 Pilot valve를 구동하여 Main valve를 작동

시키는데 반해 Hot solution type의 경우 포화증기에 의해 직접 Pilot valve를 구동

하여 Main valve를 작동시킨다.

  Cold solution type의 경우 1개의 Assembly당 동일한 모양의 2개의 Pilot 집합체

(Pilot cabinet)로 구성되어 있으며, Hot solution type의 경우 1개의 Assembly당 동

일한 모양의 2개의 Pilot 집합체(DCM)로 구성되어 있다. Type별 Pilot 집합체는 서

로 상이한 형상 및 부속기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type별 계통으로의 즉, 가압기로의 연결 배관의 수도 다르다. Cold solution 

type의 경우 1개의 Assembly당 주 배관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연결 배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Hot solution type의 경우 1개의 Assembly당 주 배관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연결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Open dead time 및 Stroke time은 Hot solution type에 비해 Cold solution type

이 상대적으로 빠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외 Piloting set을 제외한 무게는 Hot 

solution type에 비해 Cold solution type이 상대적으로 1/2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으

므로 계통에 미치는 정적하중 관점만 고려하면 Cold solution type이 유리하다. 그

러나 type 선정시는 계통의 특성, 밸브의 인허가 적합성 상태, 밸브의 현재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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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추가 적용 상태, Vendor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POSRV type별 특성 및 작동원리는 Table 3에 요약되어 기술되어 있다. Table 3

에는 type별 1개의 Assembly에 대한 기기 구성정보가 기술되어 있다. 참고로 

POSRV를 구매하기 위한 Data sheet의 하나의 예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Table 

4에 나타나 있는 수치 중에서 유량은 계통의 과압방지 해석의 결과로 얻어진 수치

로서 계통설계자가 Vendor에게 제공해야하는 주요 수치중의 하나이다.

  또한 Figure 1은 Cold solution type에 전형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1개의 

Assembly중 반쪽만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다. 즉, 1개의 Assembly 전체를 나타낸다

면 POSRV가 Tandem 구조로 표시되어야 하며 또한 Pilot 집합체(Pilot cabinet)가 

1 Set 더 표시되어야 한다. 주요 부품을 살펴보면 Body, Disc, Valve Cylinder 등으

로 구성되어 있는 Main valve가 나타나 있으며, Main valve는 가압기 상부에 설치

되어 있다. 보조배관 중 하나(Impulse line)는 가압기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Pilot 

집합체로 연결되어 있으며 보조배관 중 다른 하나(Service line)는 Main valve 상부

로부터 Pilot 집합체로 연결되어 있다. Impulse line 선상에는 Condensation pot이 

설치되어 있다.

  정상운전시 증기로 채워져 있는 Impulse line에 힘이 가해지면 Pilot 집합체 내에 

있는 스프링에 힘이 가해지고 또한 Pilot 집합체 내에 있는 Pilot valve가 개방됨으

로서 Main valve가 개방되게 된다. Pilot 집합체 하부에는 Solenoid 그림을 볼 수 

있는데, Pilot valve는 Solenoid에 의한 원격 수동 개폐가 가능하다. 그림 상으로는 

이 Solenoid 구성품이 고온에 직접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Figure 2는 Cold/hot solution type에 대한 Open dead time 및 Stroke time을 나

타낸다. 여기서는 각 type별 시간이 나타나 있는데 Cold solution type이 Hot 

solution type에 비해 Open dead time 및 Stroke time 모두 상대적으로 빠름을 알 

수 있다. Manual로 작동할 경우도 마찬가지 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각각의 type 

모두, Manual로 작동할 경우는 자동 작동할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Stroke 

time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3은 Hot solution type에 대한 Pilot valve 및 Main valve의 Open/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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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계통 압력, Pilot valve의 Open/close 압력, Main valve

의 Open/close 압력 등의 시간에 따른 추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나타낸다.

  Figure 4는 Tandem 구조를 지닌 Main valve의 Operating mechanism을 나타낸

다. 여기서 안전기능밸브(그림에서 PP; Protection pilot)는 기 설정된 계통 압력에 

따라 열린 후 닫히게 되며, 닫히는 것이 실패할 경우에는 격리기능밸브(그림에서 

RP; Redundant pilot)에 의해 격리된다.

Figure 5 및 6은 Cold/hot solution type에 대한 Pilot valve의 Phase-1, 2, 3, 4 상

태의 운전 원리를 나타낸다. 각 그림에서 위 부분은 Hot solution type이며, 아래 부

분은 Cold solution type 이다. Type별 운전 원리는 유사하므로 Cold solution type

에 대한 Pilot valve의 Phase-1, 2, 3, 4 상태의 운전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hase-1의 경우는 계통의 정상운전시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Impulse line은 열려 

있고(Pilot valve R1), Service line은 닫혀 있다(Pilot valve R2). Phase-2, 3의 경우

는 계통 압력이 밸브의 개방 압력에 도달시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Impulse line

에 힘이 가해지면 Pilot 집합체 내에 있는 스프링에 힘이 가해져 R1은 닫히게 되고

(Phase-2), R2는 열리게 됨으로서(Phase-3), Main valve가 개방되게 된다. Phase-4

의 경우는 계통 압력이 밸브의 닫힘 압력에 도달시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계통 

압력이 밸브의 닫힘 압력에 도달하면 열려져 있었던 R2는 다시 닫히게 됨으로서 

Main valve가 닫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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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SRV type별 특성 및 작동원리 (SEBIM)

항목 Cold solution type Hot solution type 비고

작동원리

- 응축탱크를 통해 응축된 응

축수로 Pilot valve를 구동

하여 Main valve를 작동

- 포화증기에 의해 직접 Pilot 

valve를 구동하여 Main 

valve를 작동

Figure

 2∼6

One

assembly

구성

- 동일한 구조를 지닌 안전기

능밸브(SV)와 격리기능밸

브(IV)로 구성

   (One assembly)

- Pilot cabinet(PC) 2개 :

    SV용 PC, IV용 PC

    (스프링, Cam,

     솔레노이드 등 내장)

- 주배관(노즐) 1개 :

    가압기에서 SV로 연결

- 지관(노즐) 2개 :

    각각 SV용 PC 및

         IV용 PC로 연결

- 동일한 구조를 지닌 안전기

능밸브(SV)와 격리기능밸

브(IV)로 구성

   (One assembly)

- DCM 2개 :

    SV용 DCM, IV용 DCM

- 주배관(노즐) 1개 :

    가압기에서 SV로 연결

- 지관(노즐) 4개 :

    각각 SV용 DCM 및

         IV용 DCM로 연결

Open

dead time
- 상대적 빠름 - 상대적 느림

Stroke

time
- 상대적 빠름 - 상대적 느림

Piloting

set을 제외

한 무게

- 약 680 kg
- 약 1451 kg

- 약 2배가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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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example of data sheet for POSRV (SEBIM)

VALVE TAG NUMBER (1) RC-xxx, RC-xxx, RC-xxx RC-xxx, RC-xxx, RC-xxx

G

E

N

E

R

A

L

VALVE TYPE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DESIGN CODE ASEM SEC Ⅲ CLASS 1

BODY MATERIAL STAINLESS STEEL

ACTIVE Y

SAFETY CLASS 1

SEISMIC CLASS 1

ELECTRICAL CLASS 1

ENVIRONS A2

S

E

R

V

I

C

E

DESIGN PRES PSIG 2485

DESIGN TEMP DEG F 700

OUTLET FLANGE DESIGN PRES PSIG 700

OUTLET FLANGE DESIGN TEMP DEG F 500

MIN SER TEMP DEG F -

FLUID TYPE H B Z

THROTTLE SERVICE -

TRANSIENTS E

OPEN/CLOSE DEAD TIME SEC 0.3 (MAX)

STROKE TIME SEC 1.7 (MAX) (2)

FUNCTION SO SC

FLOW RATE  L (3)

DELTA P PSID -

OPEN/CLOS AGNS 에 PSID -

SEAT LEAKAGE ○

LEAKAGE DIRECTION -

LK PRES DIF PSID (4)

OPER PRES PSIG 2235

OPER TMP DEG F 653

BACK PRES BUILDUP MAX/MIN PSIG 700/0 (MAX/MIN)

BACK PRES SUPERIMPOSED MAX/MIN PSIG 340/0 (MAX/MIN)

PERCENT ACCUMULATION -

W/P DISCHARGE TM SEC 0.25

PERCENT BLOWDOWN -

SET PRES OPEN/CLOSE PSIG (5) 2448/2338 2185/2100

SET PRES TOL PSI 17

SET PRES RNG PSIG -

RESPONSE TIME SEC -

V B

A O

L D

V Y

 E 

INSET LINE SIZE INCH 4

OUTLET LINE SIZE INCH 6

PIPE SCHL OR RATE (6)

END CONN TYPE (7)

PLUG FORM -

STEM LEAKOFF -

STEM EXTENSION -

LOCKING PROVISION N

BELLOWS Y

O A

P T

E O

R R

OPERATOR TYPE (8)

NORMAL VALVE POSITION C ○

O

T

H

E

R

S

REMOTE INDICATION (9)

ASME XI LS

ACC OPER PER 1 Year

CYCLE Ⅰ

INSTALLATION REQ (10)

MAINTENANCE REQ N

N

O

T

E

(1) Each POSRV train consists of two hydraulic pilot operated valves mounted back as a tandem in series.

(2) Manual operation stoke time shall be 1.0 sec(max.) and stoke time shall include dead time.

(3) ASME Certified capacity.

(4) Leaktightness shall be maintained until the valve starts to open.

(5) Setpressure shall be adjustable.

(6) 2500 lb for inlet pipe and 600 lb for outlet pipe

(7) Provided by Vendor.

(8) The valves shall be designed for both self actuation and remote manual operation.

(9) Open/Close position indication is required.

(10) Loop seal shall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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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ypical structure of POSRV (for cold solution type, SEBI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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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pen dead time and stroke time of POSRV

 (for cold/hot solution type, SEBI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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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ilot and main valve open/close pressure of POSRV

 (for hot solution type, SEBI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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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Main valve operating mechanism of POSRV (SEBI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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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Pilot valve operating principle-1 for POSRV

(for cold/hot solution type, SEBI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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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Pilot valve operating principle-2 of POSRV

 (for cold/hot solution type, SEBI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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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I의 POSRV

  CCI의 POSRV는 과압방지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Bleed 기능을 수행한다. CCI의 

POSRV 집합체는 STV(Spring loaded safety pilot valve), MOVd(Double motor 

operated pilot valve)(double은 MOV가 2개라는 의미임. 즉, 1st MOV 및 2nd 

MOV로 구성되어 있음.), STV seat 전, 후단의 격리밸브(Isolation valves), POSRV 

stem, POSRV stem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UPC(Upper piston chamber) 및 

LPC(Lower piston chamber), 배수 라인(Drain line)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Pilot valve는 POSRV 집합체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통으로의 즉, 가압기로의 연

결 배관의 수는 1개이다. POSRV 집합체에 대한 형상은 Figure 7에 나타나 있다.

  과압방지 기능은 STV에 의해 수행되며 STV는 Redundancy를 위해 2개가 설치

될 수 있다. 계통 압력이 밸브의 개방 압력에 도달시 STV가 열리게 되며 계통 압

력이 POSRV stem 후단에 즉, POSRV 집합체내의 상부에서 하부로 작용하여 

POSRV stem이 개방되게 된다.

  Bleed 기능은 MOVd에 의해 수행되며 MOVd는 원격수동 조작에 의해 운전된다. 

계통이 정상운전일 경우 1st MOV는 닫혀 있으며 2st MOV는 열려 있다. 필요시 

원격수동 조작에 의해 1st MOV만이 작동(개방)되게 된다. 1st MOV가 열린 후 닫

히지 않을 시 원격수동 조작에 의해 2st MOV가 작동(폐쇄)되게 된다. 2st MOV는 

1st MOV가 열린 후 닫히지 않는 이러한 Single failure를 방지하는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참고로 MOV는 고유기능상 Fail as is 기능을 지니고 있다.

  STV seat 전, 후단에는 격리밸브가 각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STV seat 전단에 

있는 격리밸브(이하 “전단 격리밸브”라 한다.)는 전기구동밸브로서 가압기 압력으로

부터 STV를 차단하는데 사용된다. 전단 격리밸브는 STV가 열린 후 닫히지 않는 

Single failure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전단 격리밸브를 닫히면 POSRV 

stem 후단으로 가는 매체가 차단되며 따라서 POSRV stem은 닫히게 된다. 또한 

STV seat 후단에 있는 격리밸브(이하 “후단 격리밸브”라 한다.)는 Manual 작동밸

브로서 POSRV stem 후단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차단하나 가압기 압력으로부터 

STV를 차단하지는 않는다. 후단격리밸브를 사용함으로서 어떠한 가압기 압력에서

도 POSRV를 작동하지 않고 STV의 설정압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정상운전 동안에

는 후단격리밸브는 Lock open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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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 라인은 총 3개 설치되어 있다. LPC drain line은 POSRV 집합체 내에 설치

되어 있는데 POSRV stem 후단으로부터 원자로배수탱크(RDT)로 향하는 POSRV 

방출구로 연결되어 있다. 이 drain line은 비응축성 가스의 방출이 목적이다. 

RDT(Drain line)이외 POSRV 집합체로부터 외부로 나오는 배수 배관(Drain line)이 

2개 있다. MOVd drain line은 이 밸브가 열리고 닫힌 후에 MOVd 후단 및 UPC 내

의 압력을 방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MOVd가 밸브가 닫히면 자동으로 drain line

이 개방되게 되고 MOVd 후단 및 UPC 내의 압력이 방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POSRV type별 특성 및 작동원리는 Table 4에 요약되어 기술되어 있다. 참고로 

POSRV를 구매하기 위한 Data sheet의 하나의 예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POSRV 집합체의 구성품 선정시는 계통의 특성, 밸브의 인허가 적합성 상태, 밸브

의 현재까지의 신기술 추가 적용 상태, Vendor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Figure 7은 Normal operation시의 POSRV의 형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POSRV 집합체내의 유로는 STV 및 1st MOV에 의해 차단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Figure 8은 STV 개방시의 POSRV의 형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STV가 개방되

어 매체가 STV 후단에서 1st MOV 후단까지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계통 

압력이 POSRV stem 후단에 즉, POSRV 집합체내의 상부에서 하부로 작용하여 

POSRV stem이 개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9는 MOVd (Bleed) 개방시의 

POSRV의 형상을 나타낸다. 여기서 1st MOV가 개방되어 매체가 1st MOV 후단에

서 STV 후단까지 채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STV가 개방될 경우와 마찬가지

로 POSRV stem이 개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그림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구매자의 선택사항으로서 MZ(Solenoid 

loading device)가 있다. MZ는 STV의 부속기기로 설치되는데 STV의 seating 

force(closing force)를 증대시키기 위한 비안전 관련 기기(Non-safety related 

device)기기이다. 정상운전시는 MZ에 전류가 통해져 있으며, 계통 압력이 POSRV

의 개방 설정치에 도달되면 발전소제어계통에 의해 MZ에 전류가 차단되고 STV가 

개방된다. 계통 압력이 POSRV의 닫힘 설정치에 도달되면 MZ에 전류가 다시 들어

와 MZ이 작동하게 되며 STV의 seating force를 증대시키게 된다. 이에 대한 CCI

(국내지점)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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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MZ의 기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 지?

- solenoid의 특성을 이용하여 작동 시에 발생하는 힘을 STV 상단에 추가적으로 

가함으로써 seat면의 tightness를 강화할 수 있음.

o. MZ이 있으면 성능상 어떤 장점과 문제가 있는 지, 그리고 인허가상 어떤 장점과 

문제가 있는 지?

- seat leakage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나 전기 공급상의 변수들에 대한 안전해석

이 필요하며 공급하는 전기의 안전성 문제도 검토되어야 함.

o. MZ이 없어도 문제가 없는 지?

- 추가로 가해지는 힘이 없으므로 seat tightness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power lift가 추가로 상부 방향으로 힘을 가해 줄 수 있으므로 문제는 없음.

o. 일부 구매자중 MZ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 추가 안전 해석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상부 방향에서의 추가 힘은 

큰 실효가 없다고 판단함.

o. MZ을 도입하지 않은 것과 STV를 2개 설치하는 것과 연관관계가 있는 지?

-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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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SRV 특성 및 작동원리(1/2) (CCI)

CCI-POSRV

Actuation Principle

- System Medium

- Charging Principle

- High reserve forces in opening as well as in closing 

direction

- Stroking speed can be adapted to plant requirements to 

reduce dynamic loads on piping

Arrangement

- Single valve only

- no shut off valve behind the safety valve needed.

- Closing reliability of Sulzer SV-valve is ensured through 

flow in closing direction and resulting very high reserve 

forces in closing direction (approx. 60x required closing 

force).

- All impulse connections between pilot valves and main 

valve are protected inside the valve body. Closing 

reliability of SV-Valve cannot be affected by impulse 

pipe rupture.

- No water buffer (swan neck) needed before main valve. 

Leak tightness of Sulzer SV-Valve is proven in many 

years of plant operation.

Influence of phase 

transitions on 

operation behaviour

- No influence even during valve travel, because of spindle 

cap

Sealing
- No bellows continuously under system pressure

- all bellows easily inspectable

Bor deposits
- Extensive tests led to design which avoids the possibility 

of bor deposits

(from 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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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OSRV 특성 및 작동원리(2/2) (CCI)

Pilot valve 

configuration

- Safety function: 2-4 spring-loaded pilot valves or 3 

solenoid valves

- Relief function: 1 solenoid valve

- Bleed function: Single or double motor operated valve

- Any combination of above functions possible, depending 

on customers and code requirements.

Pilot valves
- Pilot valves designed for steam and water (No limitation 

of repetitive operation, no water buffer required)

Testing
- spring-loaded pilot valves with manual shut off valves 

allow testing of pilot valves without main valve lift.

Impulse lines
- no external impulse pipes between main valve and pilot 

valves. All connections protected inside valve body

Qualifications

- ATWS

- saturated steam, saturated water, subcooled water and its 

phase transitions

- Hydrogen and transitions to steam and water (actual 

plant condition)

- Tests showing stable operation behaviour during all 

transitions

Operating 

experience as

pressurizer safety 

valve

- in various Siemens and VVER-plants

(from 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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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 example of data sheet for POSRV (CCI)

VALVE TAG NUMBER (1) RC-xxx, RC-xxx, RC-xxx

G

E

N

E

R

A

L

VALVE TYPE Pilot Operated Safety Relief

DESIGN CODE ASEM SEC Ⅲ CLASS 1

BODY MATERIAL STAINLESS STEEL

ACTIVE Y

SAFETY CLASS 1

SEISMIC CLASS 1

ELECTRICAL CLASS 1

ENVIRONS A2

S

E

R

V

I

C

E

DESIGN PRES MPa 17.0

DESIGN TEMP DEG C 350

OUTLET FLANGE DESIGN PRES MPa 5.0

OUTLET FLANGE DESIGN TEMP DEG C 260

MIN SER TEMP DEG F -

FLUID TYPE D Z A (10)

THROTTLE SERVICE -

TRANSIENTS E

OPEN/CLOSE DEAD TIME SEC (7)

STROKE TIME OPEN/CLOSE SEC (2) (7)

FUNCTION SOC

FLOW RATE  KG/SEC (11)

DELTA P -

OPEN/CLOSE AGNS DP -

SEAT LEAKAGE ○

LEAKAGE DIRECTION -

LK PRES DIF (4)

OPER PRES MPa 14.7

OPER TMP DEG C 100(MAX) (10)

BACK PRES BUILDUP MAX/MIN MPa 5.0/0

BACK PRES SUPERIMPOSED MAX/MIN MPa 2.5/0

PERCENT ACCUMULATION -

PERCENT BLOWDOWN -

SET PRES OPEN/CLOSE MPa (5) (11)

SET PRES TOL PERCENT 1 (MAX)

SET PRES RNG MPa -

RESPONSE TIME SEC -

V B

A O

L D

V Y

 E 

INSET LINE SIZE INCH 1

OUTLET LINE SIZE INCH 1 1/2

PIPE SCHL OR RATE (6)

END CONN TYPE (7)

PLUG FORM -

STEM LEAKOFF -

STEM EXTENSION -

LOCKING PROVISION N

BELLOWS N

O A

P T

E O

R R

OPERATOR TYPE (8)

NORMAL VALVE POSITION C

O

T

H

E

R

S

REMOTE INDICATION (9)

ASME XI LS

ACC OPER PER 1 Year

CYCLE Ⅰ

INSTALLATION REQ -

MAINTENANCE REQ N

N

O

T

E

(1) Each POSRV shall be designed with device to isolate main valve in case of failure to self close.

(2) Stoke time shall include dead time.

(3) ASME Certified capacity.

(4) Leaktightness shall be maintained until the valve starts to open.

(5) Setpressure shall be adjustable.

(6) 2500 lb for inlet pipe and 600 lb for outlet pipe

(7) Provided by Vendor.

(8) The valves shall be designed for both self actuation and remote manual operation.

(9) Open/Close position indication is required.

(10) Initially the fluid type is nearly a nitrogen pure gas(˜50 ℃) from a gas cylinder on which the POSRV is installed. But as time 

passed, it will be a mixture of nitrogen and steam(˜100 ℃), steam(˜300 ℃), and finally water(300 ˜ 100 ℃) as a feed & bleed 

operation starts.

(11) design data will be provided after safe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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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OSRV configuration at normal operation (CC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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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POSRV configuration at opening with spring loaded pilot valve STV (CC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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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POSRV configuration at opening with pilot valve MOVd (bleed) (CCI)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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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POSRV는 공급하는 회사에 따라 POSRV 자체 및 POSRV 부속 기기들의 구성 

및 형상이 크게 다르다. 본 보고서에서는 POSRV를 공급하는 2개의 회사 즉 

SEBIM 및 CCI를 선정하여 각각의 POSRV에 대한 특성 및 작동원리에 대해 기술

하 다.

  SEBIM의 POSRV의 주요 특성은 아래와 같다.

- Tandem 구조로 되어 있다. 즉, Tandem 구조는 안전기능밸브와 격리기능밸브

로 구성되어 있다.

- Cold solution type 및 Hot solution type 등 2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 type별 계통으로의 즉, 가압기로의 연결 배관의 수는 주 배관을 포함하여 총 

3-5개의 연결 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Pilot valve는 Solenoid에 의한 원격 수동 개폐가 가능하다. 그림 상으로는 이 

Solenoid 구성품이 고온에 직접 노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CCI의 POSRV의 주요 특성은 아래와 같다.

- 과압방지 기능은 STV에 의해 수행되며 계통 압력이 POSRV stem 후단에 즉, 

POSRV 집합체내의 상부에서 하부로 작용하여 POSRV stem이 개방되게 된다.

- 모든 Pilot valve는 POSRV 집합체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통으로의 즉, 가압

기로의 연결 배관의 수는 1개이다.

- Bleed 기능은 MOVd에 의해 수행되며 MOVd는 원격수동 조작에 의해 운전된

다.

- STV seat 전단 격리밸브는 전기구동밸브로서 가압기 압력으로부터 STV를 차

단하는데 사용된다. 또한 STV seat 후단 격리밸브는 Manual 작동밸브로서 

STV의 설정압력을 조정할 수 있다.

  상기 이외의 SEBIM 및 CCI POSRV의 여러 가지 특성 및 작동원리는 상기 제2

장, 제2절에 기술되어 있다.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보고서에서는 특정회사에서 발행된 타 회사제품과의 

비교 내용에 관해서는 그 내용을 취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각 회사제품의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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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제외한 각 회사제품 간의 비교 우위에 관해서도 그 내용을 취급하지 않았

다.

  참고로 POSRV 제품의 선정시는 무엇보다도 (원자로냉각재)계통의 특성, 계통과 

밸브와의 적합성 여부, 밸브의 인허가 적합성 상태, 밸브의 현재까지의 신기술 추가 

적용 상태, Vendor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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