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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의 목적은 계통 설계자가 상용원자로 잔열제거계통(또는 정지냉각계통) 

배관/계장도의 설계 근거, 의미 등을 잘 이해하여 보다 복잡하지 않고 향상된 계통

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용원자로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요건에 관해 검토하 으며 나아가 배관/계장 설계 기술현황에 관해 검토하

다.

  먼저 기능 요건, 격리 요건, 압력방출 요건, 펌프 보호 요건, 시험 요건, 운전 절차 

요건, 그리고 보조급수공급 요건 등 잔열제거계통 설계 요건에 관해 기술하 으며 

특히 저온과압방지 요건은 저온과압방지 밸브에 관한 미국기계학회 기술기준을 포

함하여 별도로 분류 기술하 다.

  그리고 배관, 기기, 밸브 및 계기 등 각각에 대한 설계 기술현황에 관해 기술하

다. 배관 설계 기술현황에서는 계통과 관련된 설계 변수 및 설계 근거에 관해 기술

하 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부로부터 저압안전주입 모관에 이르기까

지 5개의 구역으로 임의 구분하여 설계 기술현황에 관해 기술하 다. 이외 주기능 

배관에 사용되고 있는 밸브 구동자 형태, 사고후 감시계통 관련 변수, 공학적 안전

설비 작동신호를 받는 기기 또는 밸브, 방출밸브 설계 기술현황, 계기 및 밸브/펌프 

제어 설계 기술현황 등에 관해 요약 정리하여 기술하 다.

  상용원자로 계통별 배관/계장도에는 통상적으로 관련 설계 요건이 모두 반 되어 

있으며 또한 가동중시험을 위한 운전, 기동/정상/정지 운전 및 비상 운전 등이 모두 

고려되어 설계되어 있다. 상용원자로 계통별 배관/계장도의 설계 근거, 의미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보다 복잡하지 않고 향상된 계통을 설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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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for system designers to understand the technical 

state of the piping&instrumentation design of RHRS (or SCS) in the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thus to design more uncomplicated and advanced system. 

In this study, we have reviewed the design requirements and the technical state 

of piping&instrumentation design.

  Firstly we have reviewed the design requirements, including functional, 

isolation, pressure relief, pump protection, test requirements, etc.. Especially we 

have separately reviewed the design requirements of the low temperature 

overpressure, including ASME code requirements.

  Also we have reviewed the technical state of piping&instrumentation design, 

including piping design, PAMS design, ESFAS design, relief valve design, and 

instrument/valve/pump control design. In the piping design, the technical state of 

design has been investigated classified by the five regions, which have a little 

different design features, from the RCS suction line to the LPSI header line.

  Commonly, the P&ID is the design output which the related design 

requirements of the system have been all applied, also the operations for 

in-service inspection, heat-up/normal/cool-down, and emergency have been all 

considered. If we can understand well the design bases and its meanings of the 

P&ID, it would be helpful for us to design more uncomplicated and advanc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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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AAC Alternate Alternating Current (대체교류전원)

AOV Air Operated Valve (공기구동밸브)

ASME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미국기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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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x. FW Auxiliary Feedwater (보조급수)

BTP Branch Technical Position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연방규제요건)

CRS Containment Recirculation Sump (격납용기재순환배수조)

CSP Containment Spray Pump (격납용기살수펌프)

CSS Containment Spray System (격납용기살수계통)

DBE Design Basis Event (설계기준사고)

EDT Equipment Drain Tank (기기배수탱크)

ESFAS Engineered Safety Features Actuation Signal (공학적 안전설비 작동

신호)

FW Feedwater (급수)

HPSI High Pressure Safety Injection (고압안전주입)

HS Hand Switch (수동스위치)

ISLOCA Interfacing System (Inter-System) LOCA (연계계통 냉각재상실)

LOCA 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상실)

LPSI Low Pressure Safety Injection (저압안전주입)

LTOP Low Temperature Overpressure Protection (저온과압보호)

MCP Main Coolant Pump (주냉각재펌프)

MOV Motor Operated Valve (모터구동밸브)

MSIV Main Steam Isolation Valve (주증기격리밸브)

NPP Nuclear Power Plant (원자력발전소)

PAMS Post Accident Monitoring System (사고후 감시계통)

P&ID Piping&Instrumentation Diagram (배관 및 계장도)

PRHRS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피동잔열제거계통)

PZR Pressurizer (가압기)

RAS Recirculation Actuation Signal (재순환작동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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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S Reactor Coolant System (원자로냉각재계통)

RDT Reactor Drain Tank (원자로배수탱크)

RF Raised Flange

RG Regulatory Guide (미국원자력규제지침)

RHRS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잔열제거계통)

RSB Reactor Systems Branch

RSP Remote Shutdown Panel (원격정지판넬)

RV Relief Valve (방출밸브)

RWT Refueling Water Tank (재장전수탱크)

RX Reactor (원자로)

Sch Schedule

SCHX Shutdown Cooling Heat Exchanger (정지냉각열교환기)

SCS Shutdown Cooling System (정지냉각계통)

SLB Steam Line Break (증기관파단)

SIAS Safety Injection Actuation Signal (안전주입작동신호)

SIS Safety Injection System (안전주입계통)

SOV Solenoid Operated Valve (솔레노이드구동밸브)

SRP Safety Review Plan (안전심사지침)

TEMA Tubular Exchanger Manufacturers Associations

WN Weld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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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국내에서 담수 및 전력생산용 일체형원자로가 개발되고 있다. 개발되고 있

는 일체형원자로는 증기발생기(12대), 냉각재펌프(2대) 및 가압기가 원자로용기 내

에 설치되어 있는 노형이다. 또한 1차 측에는 안전 관련 계통으로 정지냉각계통(2 

Train) 및 안전주입계통(4 Train)이 있으며 비 안전 관련 계통으로 화학 및 체적제

어계통이 있다. 2차 측에는 피동잔열제거계통(4 Train)이 있다.

  본 보고서의 목적은 계통 설계자가 상용원자로 잔열제거계통(또는 정지냉각계통) 

배관/계장도의 설계 근거, 의미 등을 잘 이해하여 보다 복잡하지 않고 향상된 계통

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용원자로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요건에 관해 검토하 으며 나아가 배관/계장 설계 기술현황에 관해 검토하

다.

  먼저 기능 요건, 격리 요건, 압력방출 요건, 펌프 보호 요건, 시험 요건, 운전 절차 

요건, 그리고 보조급수공급 요건 등 잔열제거계통 설계 요건에 관해 기술하 으며 

특히 저온과압방지 요건은 저온과압방지 밸브에 관한 미국기계학회 기술기준을 포

함하여 별도로 분류 기술하 다.

  그리고 배관, 기기, 밸브 및 계기 등 각각에 대한 설계 기술현황에 관해 기술하

다. 배관 설계 기술현황에서는 계통과 관련된 설계 변수 및 설계 근거에 관해 기술

하 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부로부터 저압안전주입 모관에 이르기까

지 5개의 구역으로 임의 구분하여 설계 기술현황에 관해 기술하 다. 이외 주기능 

배관에 사용되고 있는 밸브 구동자 형태, 사고후 감시계통 관련 변수, 공학적 안전

설비 작동신호를 받는 기기 또는 밸브, 방출밸브 설계 기술현황, 계기 및 밸브/펌프 

제어 설계 기술현황 등에 관해 요약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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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건

2.1 잔열제거 관련

  잔열제거 관련하여 인허가 요건 및 심사지침, 기술요건 등은 참고문헌에 기술되

어 있으며 이 중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o.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일반설계기준, 기준 34-"잔열제거".

잔열제거계통이 갖추어져야 한다. 계통안전기능은 연료허용손상한계 또는 원자

로냉각재 압력경계의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의 비율로 원자로심으로부

터 핵분열 생성물의 붕괴열과 다른 잔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단일고장시에도 소

내 전력계통의 운전(소외전력 상실을 가정할 때)과 소외 전력계통의 운전(소내전

력 상실을 가정할 때)시 계통안전기능이 성취될 수 있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

기 및 설비의 적절한 다중성과 상호연결, 누설감지, 격리 및 격납 등의 적절한 

방안이 갖추어야 한다.

o. 안전심사지침 제5.4.7절 "잔열제거계통".

   위 요건에서 계통 기능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법 시행령 제66조, 제74조 및 일반설계기준 34 : 잔열제거계통의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본 요건은 붕괴열과 연료 및 압력경계 설계제한치를 초과하

지 않는 노심으로부터의 열전달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잔열제거계통은 외부

전원상실 및 능동기기의 단일 고장을 가정한 상태에서도 안전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다중성과 격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의 기능

은 발전소 정지후 열을 원자로에서 외부로 전달하는 것이다. 붕괴열 및 잔열

의 제거는 정상 및 사고후 정지 조건에서 노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된

다. 부록 5.4.7-1은 단일고장을 가정한 잔열제거계통의 안전기능 수행과 관련

하여 본 요건을 만족하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본 요건을 만족하는 것은 붕

괴열 및 잔열의 제거가 보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원자로냉각재 압력

경계 및 연료 피복재 건전성이 유지되고 환경으로의 방사능 물질의 누출 가

능성을 최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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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통 공정도면, 배관 및 계기도면, 고장형태 및 향분석 그리고 기기성능 사

양을 이용하여, 소내전원 또는 소외전원만이 유용하고 능동기기의 단일고장이 

발생했다고 가정한 경우 계통들이 원자로를 합당한 시간 이내에 잔열제거계

통의 운전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이것을 검토하는데 있어 합당한 시간은 36시간으로 고려되며, 안전등급 기기

만이 작동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o. 안전심사지침 부록 5.4.7-1 "잔열제거계통 설계요건".

   위 요건에서 계통 기능에 관련된 내용 및 이외 계통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 기능요건

원자로를 정상운전으로부터 저온정지상태
1
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동 계통은 다

음의 기능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주 1 : 냉각에 포함된 과정은 열제거, 감압, 유량 순환 및 반응도 제어가 있

다. 저온정지 조건은 기술지침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압경수형 원전의 경

우 미임계 상태로 원자로의 온도는 93.3℃(200℉) 이하이다.]

가. 원자로를 정상운전으로부터 저온정지로 만드는데 안전등급계통만을 사용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들 계통들은 일반설계기준 1부터 5 까지를 만

족해야 한다.

나. 동 계통은 소내전원계통(소외전원의 상실을 가정)과 소외전원계통(소내전

원의 상실을 가정)에 대하여 동 계통 기능이 단일고장 가정하에서 완수될 

수 있음을 보증하기 위한 기기와 설비가 적절한 다중성, 적합한 연결 부

위, 누설 감지, 격리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 동 계통은 제어실에서 소내 또는 소외 전원 하나만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운전될 수 있어야 한다(감시 및 제어에 대한 계측을 포함). 단일고장 가정

하에서 동 계통의 주어진 기능수행을 입증하는데 있어 제어반 외부의 제

한된 운전원 조치는 적절히 정당화되는 경우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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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 계통은 단지 하나의 소내 또는 소외전원을 사용하고 가장 제한된 단일

고장 하에서 원자로정지후 합당한 시간내에 원자로를 저온정지로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 격리요건

가. 잔열제거계통의 입구측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격리를 위해 다음을 만족해

야 한다.

1) 격리는 최소 두 개의 연속적인 전원구동밸브에 의해 이루어지며, 밸브 

위치는 제어실에 지시되어야 한다.

2) 이들 밸브는 잔열제거계통이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보다 낮을 경우 

열리지 않도록 하는 독립성과 다양성을 만족시키는 연동을 가져야 한

다. 전원공급 고장이 밸브의 어떠한 위치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3) 이들 밸브는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잔열제거계통 설계압력 이상

으로 증가하는 도중 하나 또는 두 개의 밸브가 열려있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독립성과 다양성을 만족시키는 연동을 가져야 한다.

나. 잔열제거계통의 방출부분은 원자로냉각재계통과 격리를 위해 다음의 하나

를 갖추어야 한다.

1) 상기 가.1)항에서 가.3)항까지 기술된 밸브, 연동장치 그리고 위치확인

2) 통상 닫혀 있는 전원구동 밸브와 연속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역지밸브 

전원구동밸브 위치는 제어실에 지시되어야 한다. 잔열제거계통 출구 배

관이 비상노심냉각기능으로 사용되면, 원자로냉각재계통 압력이 비상노

심냉각계통의 설계압력 아래로 감소될 때 안전주입 신호에 의해 전원구

동밸브는 개방된다.

3) 연속된 세 개의 역지밸브

4) 누설 봉을 위해 역지밸브의 주기적 누설 시험이 가능한 설비가 구비

되어 있고, 동 시험이 최소 일년 주기로 수행될 수 있다면, 연속된 두 

개의 역지밸브

- 압력방출 요건

가. 잔열제거계통 운전시(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리되지 않은 상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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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한 과압으로부터 계통을 보호하기 위해 잔열제거계통은 ASME 코드

에 따른 압력방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 격리

되지 않은 잔열제거계통 운전중 가장 제한적인 압력 과도상태가 동 계통

의 압력방출 용량 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증기 기포가 가압

기내에 없는 상태에서 정지냉각 도중 추가적인 충전펌프의 부주의한 운전

이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축압기 밸브의 부주의한 개방 등이 설계시 고려

되어야 한다.

나. 잔열제거계통 압력방출 밸브를 통해 방출된 유체는 수집되고 저장되어야 

하며 개방고착된 방출밸브가 다음의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1) 안전관련 기기의 범람 초래

2) 가상 냉각재상실사고결과 완화에 필요한 능력 이하로 비상노심냉각의 

능력감소

3) 노심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 제공되는 물이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격리할 수 없는 상태 초래

다.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이 잔열제거계통 설계압력을 초과시 격리밸브의 

자동 닫힘 연동이 있으면 밸브가 닫히는 시간 동안 적절한 방출 능력이 

제공되어야 한다.

- 펌프 보호 요건

잔열제거계통의 설계 및 운전절차서는 과열, 공동현상 또는 펌프흡입 유량상

실에 의한 잔열제거계통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시험 요건

격리밸브 운전성 및 연동회로는 잔열제거계통 운전시 시험이 가능하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시험성은 IEEE 338-1977 및 Reg.Guide 1.22의 요건을 만족해

야 한다. 시운전 및 가동전 시험계획은 Reg.Guide 1.68에 따른다. 동 계획은 

시험과 함께 (1) 냉각전 또는 냉각중 주입된 붕산수의 적절한 혼합이 자연순

환 조건하에서 이루어지고 이런 혼합에 요구되는 시간예측이 허용가능한가를 

확인하고 (2) 자연순환 조건하에서의 냉각이 비상운전절차서에 명시된 제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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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지원 해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운전절차 요건

정상운전으로부터 저온정지로의 발전소 운전절차서는 Reg.Guide 1.33을 따른

다. 운전절차서는 자연순환조건하에서 냉각을 위해 요구되는 정보 및 특정 절

차서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자연순환냉각절차서 및 분석들은 원자로용기 

헤드내에 기포가 형성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현상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제어들이 구비되어야 한다.

- 보조급수공급

보조급수계통에서 내진범주 I인 냉각수공급은 잔열제거계통 운전이 가능한 조

건 이전에 최소한 4시간 동안 고온정지에서 운전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냉각에 필요한 용량은 단일고장 하에서 단지 하나의 소외전원 또는 소

내 전원만 사용했을 때 요구되는 최대 냉각시간에 근거해야 한다.

2.2 저온과압방지 관련

  저온과압방지 관련하여 인허가 요건 및 심사지침, 기술요건 등은 다음과 같다.

o. 10 CFR Part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15, "Reactor Coolant 

System Design"

o. 10 CFR Part 50, Appendix A, General Design Criterion 31, "Fracture 

Prevention of Reactor Coolant Pressure Boundary"

o. 10 CFR Part 50, Appendix G,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o. NUREG-0800(SRP) Section 5.2.2, "Overpressure Protection",

The applicant shall meet GDC 15 and 31 and Appendix G according to the 

guideline of BTP RSB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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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TP RSB 5-2, "Overpressurization Protection of Pressurized Water Reactors 

While Operating at Low Temperatures", attached to this SRP section

o. 안전심사지침 부록 5.2.2-1 "저온운전시 가압경수로의 과압방지"

- 계통은 저온에서 운전되는 동안 운 기술지침서와 10 CFR 50 App. G의 한계

를 넘지 않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계통은 모든 예상된 과압사건 동

안, 특히 원자로냉각재계통이 만수위상태인 동안, 운 기술지침서의 한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속도로 감압시킬 수 있어야 한다.

- 10 CFR 50 App. G의 제한치 계산에 의해 조정되는 압력용기 원통부(1/4t 또

는 3/4t)에서의 RTNDT + 90℉의 용기온도에 해당하는 냉각수 온도로 정의되

는 온도 이하의 기동과 정지 조건동안 저온과압 보호계통은 운전가능해야 한

다.

- 계통은 단일능동기기고장(single active component failure)을 가정하더라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계통이 가장 제한적인 단일능동고장을 가정하

을 때 요구되는 압력완화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해석이 제시되어야 한다. 사건시작의 원인, 즉, 운전원 실수나 기기의 오동작

은 단일능동고장으로 간주되지 않아야 한다. 해석은 과압사건의 가상원인 발

생 시점에서 가장 제한적인 허용운전조건과 계통형태(configuration)를 가정해

야 한다. 최악의 사건(worst-case event)을 설정할 때 모든 잠재적인 과압사

건을 고려해야 한다. 어떤 사건은 보호연동(protective interlock)이나 전원차단

(locking out power)에 의해 방지될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확

인되어야 한다. 사건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제어수단이 발전소 운 기술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본 계통은 IEEE Std. 603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계통은 수동으로 작동 

가능할 수도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냉각중에 정확한 상태에서 본 계통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전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경보신호가 구비되어야 한다. 본 

계통이 운전중임을 나타내기 위한 운전표시기(positive indication)가 설비되어

야 한다. 보호계통의 운전이 시작됨을 알리기 위한 경보신호가 설비되어야 한

다. 계측제어분야 담당부서는 계통성능분야 담당부서의 저온과압보호계통 설

계에 대한 검토시 동계통의 계측 및 제어관련 항목에 대하여 지원한다.

- 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과압보호계통은 시험가능해야 한다. 운 기술지침서

의 감시요건은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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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정지(shutdown)시에 계통의 운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시험

․적어도 ASME Code Sec. XI에 규정된 것과 같은 밸브 운전성을 위한 시험

- 계통은 Reg.Guide 1.26과 ASME Code Sec. III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과압보호계통은 운전정지지진(OBE)동안에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야 한다. 과압보호계통과 공유된 어떤 다른 안전등급계통의 설계기준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이렇게 함으로서 Reg.Guide 1.29의 요건을 만족시킨다.

- 과압보호계통은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소외전원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그 계통은 Class 1E buses 일 필요가 없으며 배터리 전원(battery-backed 

power)으로 운전가능해야 한다.

- 고압사건의 결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능동기기에 신뢰성을 갖는 과압보호계통

은 부주의한 계통 작동을 고려한 추가해석을 수행하거나 현재의 해석 결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 만일 압력방출이 정상상태에서 일차계통에 연결되지 않는 저압계통에서 있다

면, 과압보호기능은 저압계통을 일차냉각재계통에서 차단시키는 연동

(interlock)에 의해 상실되어서는 안된다.

o. NB-2300 (Fracture Toughness Requirements for Material), NB-2330 (Test 

Requirements and Acceptance Standards), NB-2332 Material for Piping, 

Pumps, and Valves, Excluding Bolting Material

(a) Pressure-retaining material, other than bolting, with nominal wall 

thickness 212 in. (64 mm) and less for piping (pipe and tubes) and 

material for pumps, valves, and fittings with all pipe connections of 

nominal wall thickness 212 in. (64 mm) and less shall be tested as 

required in (1) and (2) below.

(1) Test three Cv specimens at a temperature lower than or equal to the 

lowest service temperature as established in the design specification 

(NB-3211). All three specimens shall meet the requirements of Table 

NB-2332(a)-1.

(2) Apply the procedures of (1) above to:

(a) the base material;

(b) the base material, the heat affected zone, and weld metal from the 

weld procedure qualification tests in accordance with NB-4330; 

and



- 9 -

(c) the weld metal of NB-2431.

(b) Pressure-retaining material, other than bolting, with nominal wall 

thickness over 212 in. (64 mm) for piping (pipe and tubes) and material 

for pumps, valves, and fittings with any pipe connections of nominal wall 

thickness greater than 212 in. (64 mm) shall meet the requirements of 

NB-2331. The lowest service temperature shall not be lower than 

RTNDT + 100°F unless a lower temperature is justified by following 

methods similar to those contained in Appendix G.

o. NB-6220 (Hydrostatic Test Pressure Requirements), NB-6221 Minimum 

Hydrostatic Test Pressure

(a) The installed system shall be hydrostatically tested at not less than 1.25 

times the lowest Design Pressure of any component within the boundary 

protected by the overpressure protection devices which satisfy the 

requirements of NB-7000.

(b) Valves shall be hydrostatically test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NB-3500.

(c) Components shall be hydrostatically tested at not less than 1.25 times 

their Design Pressure.

o. ASME Code Section III, Appendix G (Protection against Nonductile Failure), 

G-2222 Consideration of Membrane and Bending Stresses

(c) It is recommended that when the flange and adjacent shell region are 

stressed by the full intended bolt preload and by pressure not exceeding 

20% of the preoperational system hydrostatic test pressure, minimum 

metal temperature in the stressed region should be at least the initial 

RTNDT temperature for the material in the stressed regions plus any 

effects of irradiation at the stressed regions.

o. NC-7140 (Installation), NC-7141 Pressure Relief Devices

(a) Pressure relief devices shall be as close as practicable to the major 

source of overpressure anticipated to arise within the system under the 

conditions summarized in the Overpressure Protection Report (NC-7200).



- 10 -

(b) The connection between a system and its pressure relief device shall 

have a minimum inside diameter equal to or greater than nominal inside 

diameter of the pressure relief device inlet. The opening in the connection 

shall be designed to provide direct and unobstructed flow between the 

system and the pressure relief device.

(c) The connection between a system and its safety valve shall be not longer 

than the face-to-face dimension of the corresponding tee fitting of the 

same dimension and pressure rating listed in ASME B16.5, ASME B16.9, 

or ASME B16.11. Alternatively, the connection shall not result in 

accumulative line losses greater than 2% of the relieving pressure.

(d) The connection between a system and its safety relief valve or relief 

valve shall not result in accumulated line losses greater than 3% of the 

relieving pressure.

(e) Safety, safety relief, and relief valves shall be installed in an upright 

position.

(f) The flow area of the discharge piping connected to a pressure relief 

device shall not be less than the flow area of the device outlets. Back 

pressure that may exist or develop shall not reduce the relieving capacity 

of the relieving device(s) below that required to protect the system; 

potential for flashing shall be considered.

(g) Valve installation not in accordance with (c), (d), (e), and (f) above may 

be used provided:

(1) the NV Certificate Holder confirms that the valve design is 

satisfactory for the intended installation and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the valve Design Specification;

(2) the valves are adjusted for acceptable performance and in 

conform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valve Design Specification;

(3) technical justification for the adequacy of the installation is provided 

in the Overpressure Protection Report, including verification that the 

requirements of (1) and (2) have been met.

o. 이외 방출밸브에 관한 사항

- Accumulation ratio : 설정압력의 1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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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lerance : 3% 이내

- Blowdown ratio : 방출밸브 설계시방서 또는 과압방지보고서에 명시(e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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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 설계 기술현황

  한국형 표준원전(이상 "표준원전"이라고 한다.) 기준으로 살펴보면 정지냉각계통

(SCS)은 원자로 정지후 노심잔열제거 기능을 수행하는데, 주증기계통과 주급수 또

는 보조급수계통과 함께 원자로 정지후 RCS의 온도를 정상 운전온도에서부터 재장

전 온도인 125℉(51.7℃)까지 낮추는 동안 사용된다. 또한 사고시는 저압안전주입 

기능 및 장기냉각 기능을 수행한다.

  계통 구성은 2개의 계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계열이 100%의 용량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계통은 안전등급 2, 내진 범주 Ⅰ로 설계되어 있다. 인허가요건 측

면에서 1개의 계열만으로 원자로 정지후 27.5 시간 이내에 원자로 냉각재를 180℉

(82.2℃) 이하까지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요건 측면에서 2개의 계

열로 원자로 정지후 27.5 시간 이내에 재장전 온도인 125℉(51.7℃)까지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외 노심 내 온도차이(△Ｔ)가 75℉/hr(41.7℃/hr) 이상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

  SCS의 설계압력은 ISLOCA 완화 목적으로 RCS 운전압력의 40% 수준인 900 

psig(6.2 MPa, gage)로 되어 있으며 설계온도는 운전온도보다 50℉ 높은 400℉

(204.4℃) 이다. SCS 연결시 운전압력은 410 psia(2.83 MPa) 이며 운전온도는 35

0℉(176.7℃) 이다. 참고적으로 표준원전의 경우 관례적으로 RCS와(에서) 관련된(생

산하는) 압력은 psia 단위로, SCS와 관련된 압력은 psig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SCS 1 계열에 대한 격납용기 내, 외부의 주 배관 구분 및 설계압력/온도 구분, 

그리고 주 배관 크기 등은 Figure 1에 나타나 있다.

  SCS의 주기능 배관에 사용되고 있는 밸브 구동자 형태는 타 구동자에 비해 상대

적으로 안전성이 좋은 MOVs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안전주입계통도 동

일하다. 표준원전의 각 계통별 주기능 배관에 사용되고 있는 밸브 구동자 형태는 

Table 1에 나타나 있다.

  SCS의 PAMS 관련 변수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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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FAS를 받는 기기 또는 밸브들과 ESF 관련 밸브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SCS 1 계열 기준으로 타 계통과 연계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지냉각 운전중 정화 목적으로 CVCS와 연결(흡입, 방출)

- CSP 공유 목적으로 CSS와 LPSI 펌프 전단(흡입) 및 SCHX 전단(방출)에 연결

- 시료채취계통과 1군데 연결되어 있으며 별도로 Local 시료채취 장소가 1군데 있

음.

- LPSI 펌프의 최소유량 우회라인 방출은 RWT로 방출

- 방출밸브들의 방출은 RDT 또는 CRS 또는 EDT 또는 Pump room sump로 방출

   SCS 1 계열에 대한 배관 설계 기술현황을 구역별(①∼⑤)로 임의 구분하여 기

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RCS으로부터의 흡입부 ↔ LPSI 펌프 전단

  각 계열마다 RCS으로부터의 흡입배관에 2개의 격납용기 격리밸브, 2개의 격납용

기 격리밸브 사이에는 RDT로 연결되어 있는 Class 1 배관용 열방출밸브, 2번째 격

리밸브 후단에는 CRS로 연결되어 있는 대용량의 LTOP용 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있

으며 이후 배관은 격납용기를 관통하여 격납용기 밖으로 연결된다. 격납용기 밖에

는 격리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후 LPSI 펌프 흡입측으로 연결된다. 2번째 격리

밸브까지는 안전등급 1, 2번째 격리밸브 후단에는(이후에는) 안전등급 2가 적용되어 

있다. 이러한 배열 형태는 ANSI/ANS 51.1의 Figure 3-1 Fluid-System Safety 

Class Interfaces 기준을 충족하는 배열 형태를 지니고 있다.

② RWT, CRS ↔ LPSI 펌프 전단

  한편 RWT에서도 LPSI 펌프의 흡입측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목적

은 저압안전주입을 하기 위함이다.

  참고적으로 CRS 및 RWT에서 LPSI 펌프와 HPSI 펌프 그리고 CSS로 모두 연

결되어 있다. RWT에서 HPSI 펌프의 흡입측으로 연결되어 있는 목적은 고압안전주

입(주입모드)을 하기 위함이며 CRS에서 HPSI 펌프의 흡입측으로 연결되어 있는 

목적은 고압안전주입(재순환모드)을 하기 위함이다. RWT에서 CSS로 연결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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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은 재장전 운전시 CSP가 재장전 수조(Refueling pool) 및 이송수로

(Transfer canal)에 주입하기 위함이며 CRS에서 CSS로 연결되어 있는 목적은 격납

용기살수(주입모드, 재순환모드)를 하기 위함이다. 주입모드시는 RWT로부터 밸브

가 개방되어 있으며 재순환모드시는 RWT로부터 밸브가 차단되어 있다.

  표준원전의 경우 CRS가 2군데 있고 HPSI 펌프 2대, CSP 2대가 있어 CRS 1군

데에 각각의 펌프 1대씩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설계중인 APR-1400(또는 신

고리 3&4호기)의 경우 CRS가 4군데 있고 안전주입펌프 펌프 4대, CSP 2대가 있어 

안전주입펌프는 모든 CRS에 1대씩, CSP는 2군데 CRS에 1대씩 연결되어 있다.

③ LPSI 펌프 최소유량 우회라인

  LPSI 펌프의 최소유량 우회라인 방출은 RWT로 방출된다. 오리피스를 거쳐 

check valve 전단까지는 설계압력/설계온도가 각각 900 psig/400 ℉ 이며 check 

valve부터 LPSI 펌프 최소유량 우회라인 격리밸브(LPSI Mini-flow Isolation V/V)

를 거쳐 RWT로의 최소유량 우회라인 격리밸브(Mini-flow to RWT Isolation V/V) 

까지는 설계압력/설계온도가 각각 2050 psig/350 ℉ 이다. RWT로의 최소유량 우회

라인 격리밸브의 구동자 형태는 SOV 이다. 배관크기는 4" 이며 HPSI 펌프 최소유

량 우회라인이 합류되는 지점 이전에서 6"로 확장 설계되어 있다.

④ LPSI 펌프 후단 ↔ SCHX 우회라인, SCHX 연결라인 ↔ 유량계

  SCS LPSI 유량은 LPSI 모관에 설치되어 있는 오리피스로 추정된다. 운전원은 

정지냉각운전 동안 유량제어를 위하여 이 유량계측기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한다. 

SCHX 후단에 위치하고 있는 SCHX 방출부 교축밸브(SCHX Discharge Throttle 

V/V)를 이용하여 SCHX를 지나는 유량을 조절함으로써 냉각율이 제어된다. SCHX

를 통하는 유량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 운전원은 LPSI 펌프 출구유량의 SCHX 우

회 밸브(SCS Bypass Flow Control V/V)를 이용하여 SCHX 우회 유량을 조절하여 

노심으로 주입되는 정지냉각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SCHX 흡입라인 입구 및 방출라인 출구(SCHX 방출부 교축밸브 전)에는 각각 격

리밸브가 있다. 또한 SCHX 연결라인에는 아래와 같이 2개의 방출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의 방출밸브의 특성은 5.항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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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X 모관 방출밸브(SCHX Header Relief V/V)

- SCHX 방출부 방출밸브(SCHX Discharge Relief V/V)

⑤ 유량계 ↔ LPSI 모관

  SCS 1계열의 유량계 후단에는 LPSI 방출밸브(LPSI Relief V/V)가 설치되어 있

다. 이후 LPSI 모관은 격납용기 외부에서 2개의 라인으로 분리되어 격납용기 내부

로 연결되어 있다. 분리되기 전/후의 배관 크기는 20"/10" 이다. 분리된 2개의 라인 

각각에는 LPSI 모관 격리밸브(LPSI Header Isolation V/V)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

상 운전중에는 close되어 있으며 SIAS 발생시 자동으로 open된다. 이후 분리된 2개

의 라인은 격납용기 내부로 연결되는데 각각의 라인에는 check valve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후 각각의 라인은 SIS 주입배관들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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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기 설계 기술현황

  SCS 1 계열 기준으로 LPSI 펌프 1대, SCHX 1대가 설치되어 있다.

4.1 LPSI 펌프

  수직형, 1단 원심형 펌프인 LPSI 펌프의 주요 변수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그

리고 전형적인 형상은 Figure 2에 나타나 있다.

  LPSI 펌프는 제어실과 RSP에서 조작이 가능하다. 조작스위치는 STOP/RAS OR, 

AUTO, START/SIAS OR의 세 가지 선택 위치를 갖고 있는데, 조작 후 손을 떼면 

스프링에 의해 자동으로 중간 위치, 즉 AUTO 위치(자동대기 상태)로 복귀된다. 이

러한 작동은 펌프가 정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동작동 신호와 함께 펌프가 기동될 

수 있도록 대기 상태에 두고자 한 것이다. 대기 상태에 있는 LPSI 펌프는 SIAS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기동되는데 이때 ‘과전류 계전기’ 및 ‘정상적 조작 스위치 정지

회로’에 의한 펌프 및 전동기 보호 신호는 무시된다. 이것은 펌프 보호보다 비상운

전을 우선시키고 자 한 의도이다. 이때 펌프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SIAS가 제거된 

이후이거나 또는 조작스위치를 ’START/SIAS OR' 위치로 선택하여 SIAS를 차단

한 후에 가능하다. 만약 조작 스위치를 ‘START/SIAS OR' 위치로 선택하여 펌프

를 정지시키면 당시 존재하는 SIAS는 무효화된다. 그러나 이후 다시 SIAS가 발생

하면 펌프는 자동으로 재 기동된다.

  또한 LPSI 펌프는 RAS가 발생하면 자동/수동 기동에 관계없이 자동 정지된다. 

이때 운전원은 LPSI 펌프를 저온정지 계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로를 배열해야 

한다. 자동 정지된 후 이로부터 펌프를 기동하는 것은 운전원의 판단이다. 펌프 기

동을 위해서는 우선 조작스위치를 ‘STOP/RAS OR' 위치에 선택하여 RAS를 차단

한 후에 가능하다.

4.2 SCHX

  SCHX는 냉각운전 동안 붕괴열, 잠열, 안전펌프의 열을 제거하고, 상온정지 동안

은 붕괴열과 펌프열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SCHX는 95℉(35℃)의 기기냉각수 설

계온도와 2년의 원자로심 평균연소도를 가정하여 2개의 계열로 원자로 정지후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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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이내에 재장전 온도인 125℉(51.7℃)까지 냉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

수적인 오염(fouling) 저항이 가정되며 따라서 SCHX의 면적에 추가 여유분이 주어

진다. 배관의 파단없이 RCS 전체압력을 견디기 위하여 SCHX의 설계압력은 900 

psig(6.2 MPa, gage)로 되어 있다.

  SCHX 설계시 적용 TEMA Code는 'R' class
1
 이다. 즉, 20년 수명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되어있다. [주 1 : The TEMA mechanical standards for class 'R' 

heat exchangers specify design and fabrication of unfired shell and tube heat 

exchangers for the generally severe requirements of petroleum and related 

processing applications.]. 적용 ASME code는 쉘측/튜브측 각각 ASME sec. III 

ND/ASME sec. III NC 이며, seismic category는 I/I 이다. 재질은 Carbon 

steel/Austenitic stainless steel 이다.

  설계 heat load가 37x10
6
 Btu/hr 일 때 일차냉각재 유량은 2.37 x10

6 
lb/hr, 입구

온도는 125℉(51.7℃), 그리고 기기냉각수의 유량은 3.98 x10
6 
lb/hr, 입구온도는 9

5℉(35℃) 이다. heat load가 105.7x10
6
 Btu/hr 일 때 일차냉각재 유량은 0.506x10

6 

lb/hr, 입구온도는 350℉(176.7℃), 그리고 기기냉각수의 유량은 3.97 x10
6 
lb/hr, 입

구온도는 110℉(43.3℃) 이다.

  최대속도는 erosion 방지 목적으로 제한된다. 튜브측 SUS강의 경우 일반적으로 

11∼12 ft/s 즉, 3.5 m/s 이내로 제한된다. Aramco spec.(미국)의 경우 4.6 m/s 까지 

허용되며 LEC spec.(국내 LG)의 경우 4.57 m/s 까지 허용된다. 탄소강의 경우 

SUS 강과 비교해보면 각각 2.0/1.8/2.2 m/s 정도 이다.

 최소속도는 corrosion 방지 목적으로 제한된다. 쉘측/튜브측 각각 일반적으로 3 

ft/s 즉, 1 m/s 이상으로 설계된다. 쉘측의 경우 cross flow에 대한 속도이다.

Fouling 저항 값은 쉘측/튜브측 각각 0.0005 이내 정도 이다. 증류하여 얻은

(distilled) 응축수 또는 폐쇄사이클(closed cycle)내에서 순환하는 응축수의 경우 가

열원의 온도 또는 물의 온도 또는 물의 속도에 관계없이 fouling 저항 값은 0.0005 

이다.

  입/출구 노즐의 크기는 쉘측/튜브측 각각 24"(Sch 40)/16"(Sch 80) 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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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측 입/출구 노즐과 연결하는 배관은 각각 10" 이다. SCHX에 유입될 때 유체 

속도가 감소되게 설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적으로 TEMA 요건에서는 erosion 방지 목적으로 쉘측/튜브측 각각 ρV 2

(lb/ft-s
2
) 값이 <4000/<6000 이 되도록 노즐 크기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SCHX의 대략적인 형상은 Figure 3에 나타나 있다. Figure 3에서 볼 수 있듯이 

SCHX에는 Drain 2곳(3/4"), Vent 2곳(3/4"), Relief Valve Connection(1", Sch 160, 

WN, RF)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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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밸브 설계 기술현황

  밸브는 주로 gate, glove, check 형태를 사용하고 있으며 butterfly 형태도 있다. 

이중 check 및 butterfly valve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heck valve는 swing-check, lift-check, ball-check 등의 형태가 있다. 

Swing-check valve는 후단측의 압력이 클수록 디스크는 더욱 견고하게 시트에 붙

어 누설이 줄어든다. 수평배관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간단하고 유지보수가 쉬

운 편이다. 그러나 tight shutoff 기능이 떨어진다. 역류가 급격히 발생했을 때는 수

격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Lift-check valve는 수평배관이나 위로 흐르는 수직배관

에 설치가 가능하다. 수평배관용 밸브의 몸체는 glove 형태와 유사하다. 유체의 흐

름을 방해하는 기구는 아래위로 자유로 움직이는 스템이 달린 plug이다. Plug는 중

력으로 닫히고 유체의 압력에 의해 열린다. Plug가 자유로 움직이므로 기계적인 고

장의 염려가 없어 교환이 쉽다. 그러나 tight shutoff가 안되고 오염되거나 점성이 

큰 유체를 취급하는 배관에는 적절하지 않다. Ball-check valve는 lift-check valve

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다. Ball이 움직일 때 회전하면서 계속해서 ball의 다른 표

면이 시트에 닿게 되므로 주기적 운전에 적합하다. 왕복동 펌프의 흡입, 토출 양쪽

에는 ball valve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역시 tight shutoff는 어렵고 압력

강하가 크다.

  Butterfly valve는 주로 교축 또는 개폐 기능용이며, 압력강하가 작고 좁은 공간

에 설치할 수 있는 밸브이다. 일반적으로 moderate flow의 유량제어에 적당하며 세

한 유량제어에는 부적당하다. 디스크 자체가 유로의 장애물이므로 작은 밸브에는 

적합하지 않다. 구동자는 MOV이며 크기는 80∼3000 mm 정도까지 있다. 개방시간

은 20초 정도이나 약 5초까지 공급가능하다. 원전의 온도/압력 조건에서 사용가능하

며 수동/자동 제어가 모두 가능하다.

  SCS 1계열에 대한 밸브 설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SCS 흡입배관 1번째 및 2번째 격리밸브는 격납용기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class 

1 밸브이며, 흡입배관 3번째 격리밸브는 격납용기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class 2 

밸브이다. 이러한 배열 형태는 ANSI/ANS 51.1의 Figure 3-1 Fluid-System 

Safety Class Interfaces 기준을 충족하는 배열 형태를 지니고 있다. 2번째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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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의 경우 AC MOV이나 battery load가 연결되어 있다.

- SCS 흡입배관 격리밸브 사이의 열방출밸브는 class 1 배관 열방출밸브로서 흡입

배관의 1번째 및 2번째 격리밸브 사이의 배관을 온도 증가에 따른 압력 상승으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며 RDT로 방출된다.

- LTOP용 방출밸브는 2번째 격리밸브 후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CRS로 연결되어 

있다. LTOP용 방출밸브 관련하여 ASME Code 요건 대비 SCS 운전압력 및 방

출밸브 설정압력은 Figure 4에 나타나 있다. SCS 흡입배관 구경은 16"인데 

LTOP용 방출밸브 입구배관 및 출구배관의 구경은 각각 6" 및 10" 이다.

- LPSI 펌프 흡입 격리밸브(LPSI Pump Suction Isolation V/V)는 LPSI 펌프 흡

입구를 공학적 안전설비 흡입모관으로부터 격리한다. 제어실과 RSP에서 조작할 

수 있으며 OPEN, CLOSE의 두 위치를 갖는 누름 조작스위치에 의해 운전된다. 

정상 운전중에는 open되어 있으며 lock open되어 있다.

- LPSI 펌프 최소유량 우회라인 격리밸브(LPSI Mini-flow Isolation V/V)는 펌프

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유량 라인을 필요에 따라 격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

다. 4" MOV globe 형태로서 제어실과 RSP에서 조작할 수 있다. 조작 스위치는 

CLOSE/RAS OR, LOCK/AUTO, OPEN의 세 위치에 선택되어 있다가 RAS의 

발생과 함께 자동으로 닫히게 된다. 이때 다시 밸브를 열기 위해서는 조작 스위

치를 CLOSE/RAS OR 위치로 선택해야 한다.

- LPSI 펌프 출구유량의 SCHX 우회 밸브(SCS Bypass Flow Control V/V)는 

glove 형태로서 CLOSE와 OPEN의 두 위치를 갖는 누름 조작스위치를 사용하여 

제어실 및 RSP에서 조작할 수 있다. 정상 운전중에는 open되어 있으며 lock 

open되어 있다.

- LPSI 펌프 출구유량의 SCHX 흡입 연결라인 격리밸브(LPSI Discharge SCHX 

Intake Cross Connect Line Isolation V/V)는 gate 형태로서 정상 운전중에는 

close되어 있으며 lock close되어 있다.

- SCHX 모관 방출밸브(SCHX Header Relief V/V)는 격리된 SCHX를 기기냉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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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과압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며 EDT로 방출된다.

- SCHX 방출부와 LPSI 모관 연결라인 격리밸브(SCHX Discharge LPSI Header 

Cross Connect Line Isolation V/V)는 gate 형태로서 정상 운전중에는 close되어 

있으며 lock close되어 있다.

- SCHX 방출부 방출밸브(SCHX Discharge Relief V/V)는 온도상승으로 인한 과

압으로부터 격리된 SCHX 방출배관을 보호하며 EDT(또는 Pump room sump)로 

방출된다.

- SCHX 방출부 교축밸브(SCHX Discharge Throttle V/V)는 butterfly 형태로서 

normally close되어 있다.

- LPSI 방출밸브(LPSI Relief V/V)는 온도증가에 의한 압력증가로부터 격리된 

LPSI 배관을 보호하며 EDT로 방출된다.

- LPSI 모관 격리밸브(LPSI Header Isolation V/V)는 RCS 저온관으로부터 LPSI 

모관을 격리하기 위한 것이다. 밸브는 총 4개로서 globe 형태이며 제어실 또는 

RSP에서 조작된다. 정상 운전중에는 close되어 있다. 총 4개중 2개는 AAC load

가 연결되어 있다.

SCS의 방출밸브의 설계 현황은 Table 5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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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기 설계 기술현황

  SCS의 운전은 설치되어 있는 계기를 이용하여 제어되고 감시된다. 계기는 열제

거, 냉각율, 정지냉각 유량을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유량 또는 열제거 기능의 

저하를 감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SCS 1 계열 기준으로 압력계기 2개, 온도계기 3개, 유량계기 1개가 설치되어 있

으며 이외 밸브 및 펌프가 제어 된다. 그 항목은 다음과 같다. SCS의 PAMS 관련 

변수 및 ESFAS를 받는 기기 또는 밸브와 ESF 관련 밸브는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각 Table 2 및 3에 나타나 있다.

- LPSI header pressure

- SCHX inlet pressure

- SCHX outlet temperature

- SCHX inlet, outlet temperature

- LPSI pump flow rate

- SCS warmup line isolation valves

- SCS suction line isolation valves

- LPSI pump suction isolation valves

- LPSI pump mini-flow line isolation valves

- LPSI pump discharge-SCHX intake cross connect line isolation valves

- SCHX bypass flow control valves

- SCHX discharge-LPSI header cross connect line isolation valves

- SCHX discharge throttle valves

- LPSI header isolation valves

- LPSI pump 1

  위 각 항목에 대한 설계 현황은 Table 6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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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기능 요건, 격리 요건, 압력방출 요건, 펌프 보호 요건, 시험 요

건, 운전 절차 요건, 그리고 보조급수공급 요건 등 잔열제거계통 설계 요건에 관해 

기술하 으며 특히 저온과압방지 요건은 저온과압방지 밸브에 관한 미국기계학회 

기술기준을 포함하여 별도로 분류 기술하 다.

  그리고 배관, 기기, 밸브 및 계기 등 각각에 대한 설계 기술현황에 관해 기술하

다. 배관 설계 기술현황에서는 계통과 관련된 설계 변수 및 설계 근거에 관해 기술

하 으며 원자로냉각재계통으로부터의 흡입부로부터 저압안전주입 모관에 이르기까

지 5개의 구역으로 임의 구분하여 설계 기술현황에 관해 기술하 다. 이외 주기능 

배관에 사용되고 있는 밸브 구동자 형태, 사고후 감시계통 관련 변수, 공학적 안전

설비 작동신호를 받는 기기 또는 밸브, 방출밸브 설계 기술현황, 계기 및 밸브/펌프 

제어 설계 기술현황 등에 관해 요약 정리하여 기술하 다.

  상용원자로 계통별 배관/계장도에는 통상적으로 관련 설계 요건이 모두 반 되어 

있으며 또한 가동중시험을 위한 운전, 기동/정상/정지 운전 및 비상 운전 등이 모두 

고려되어 설계되어 있다. 상용원자로 계통별 배관/계장도의 설계 근거, 의미 등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보다 복잡하지 않고 향상된 계통을 설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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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계통별 주기능 배관에 사용되고 있는 밸브 구동자 형태

Shutdown Cooling System MOV

Safety Injection System MOV

Aux. Feedwater System MOV

Safety Depressurization System MOV

Chemical & Volume Control System AOV

   * 표준원전의 경우임.

Table 2  SCS의 PAMS 관련 변수

Parameter

Reg.

Guide

1.97

Catagory

Type of

Channels

Number 

of

Channels

Range Location 

Instrument 

or valve 

no.

Containment 

Isolation Valve 

Position

1
Indicating 

Lights

1pair/

valve
N/A

Control 

Room
1>

LPSI Flow 2 Indicator 1/leg
0-110% of design 

flow
2>

SCHX Outlet 

Temperature
2 Indicator 2 32-392℉(0-200℃)

Control 

Room
3>

SCS Warmup 

Line Iso. Valves
1

Indicating 

Lights

1pair/

valve
N/A

Control 

Room
4>

* 1> SCS suction line isolation (SI-655, 656)

      LPSI Header Isolation Valves (SI-615, 625, 635, 645)

  2> F-307, F-306

  3> T-303X, T-303Y

  4> SCS Warmup Line Iso. Valves (SI-689,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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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SFAS를 받는 기기 또는 밸브와 ESF 관련 밸브

기기 또는 밸브 초기상태 SIAS 발생시 RAS 발생시

LPSI 펌프 AUTO Start Stop

LPSI 펌프 최소유량 우회라인 격리밸브 Lock open Close

LPSI 모관 격리밸브 Close Open

SI 흡입구와 LPSI 펌프 사이의 격리밸브 Lock open - -

Table 4  LPSI 펌프 주요 변수

Parameters
Data

English unit SI unit

Design pressure 900 psig 6.2 MPa, gage

Design temperature 400 ℉ 204.4 ℃

Flow
rated 3,850 gpm 874.4 ㎥/hr

runout
1>

4,670 gpm 1128.8 ㎥/hr

Head

rated 335 feet (145 psig) 102 m

runout (max./min.) 320 / 290 feet 98 / 88 m

shutoff
2>
(max.

3>
/min.

4>
) 470 / 410 feet 143 / 125 m

NPSH required 20 feet 6.1 m

* 1> 통상 rated flow의 125∼130%

  2> 통상 rated head의 105∼130%

  3> 압력제한을 위함.

  4> H-Q curve가 평탄하지 않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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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CS의 방출밸브의 설계 현황

밸브

번호
기능

입구 D 

(inch)

출구 D 

(inch)

유량 

(GPM)

축적배압

(PSIG)

정적배압

(PSIG)

161 SCHX Discharge Relief to EDT 0.75 1 10 60 3

169 SDC Line Relief to RDT 0.75 1 15 130 3

179 SDC Suction Line Relief 6 10 5635 40 0

189 SDC Suction Line Relief 6 10 5635 40 0

191 SCHX Header Relief 1.5 2 120 60 3

193 SCHX Discharge Relief to EDT 0.75 1 10 60 3

194 SCHX Header Relief 1.5 2 120 60 3

288 LPSI Relief 0.75 1 10 60 3

439 LPSI Relief 0.75 1 10 60 3

449 LPSI Relief 0.75 1 10 60 3

469 SDC Line Relief to RDT 0.75 1 15 1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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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CS 계기 및 밸브 제어 설계 현황 (SCS 1 계열 기준) (1/2 page)

번호 이름

Reg. Guide 1.97 Signal output Scale

Alarm
Normal 
operating 
range

Emergency 
power

Requirements for abnormal operation

Remarks
variable 
type

category control
remote 
S/D 
panel

range post 
LOCA

post 
SLB

post 
seismic 
event

safe 
shutdown

P-307
LPSI 
header 
pressure

o
(indicate) 0-750 psig 0-650 psig no

P-303X
SCHX inlet 
pressure

o
(indicate) 0-750 psig 0-650 psig no

T-303X
SCHX 
outlet 
temperature

D 2
o

(indicate) 40-392 ℉ 60-350 ℉ train A o o o

T-351X, 
T-351Y

SCHX 
inlet, outlet 
temperature

o
(record)

o 40-392 ℉ 60-350 ℉ train A o o o o

F-307
LPSI pump 
flow rate D 2

o
(indicate)
(alarm)

o
0-6604
gpm

L : 3500 gpm
(only SC mode)
LL : 3000 gpm
(only mid-loop 
operation)

0-5000
gpm train A o o o o



- 30 -

Table 6  SCS 계기 및 밸브 제어 설계 현황 (SCS 1 계열 기준) (2/2 page)

번호 이름 Safety related function Safety related 
function

Control mode
Auto-
matic 
control

Light/
Alarm

Reg. Guide 1.97
Control 

requirements
Emergency 
powerre- 

mote 
HS

mea-
sured 
para.

con- 
trol

PZR 
inter
-lock

variable 
type

category Thro-
ttled

keylock 
position

689 SCS warmup line 
isolation valves

Throttle to prevent SCHX 
from thermal shock at the 
initiation of shutdown cooling. 
Also containment isolation

Isolation SCS 
warmup line

o none light B 1 yes closed train A

655 SCS suction line 
isolation valves

Alignment of shutdown 
cooling and containment 
isolation

SCS suction line 
isolation

o P-103 o electric light B 1 - closed train A

653
SCS suction line 
isolation valves

Alignment of LTOP & 
shutdown cooling and 
containment isolation

SCS suction line 
isolation o P-105 o electric

light/ 
alarm B 1 - closed train A

651
SCS suction line 
isolation valves

Alignment of LTOP & 
shutdown cooling

SCS suction line 
isolation o P-103 o electric

light/ 
alarm - closed train A

691 LPSI pump suction 
isolation valves

Isolate LPSI pump suction 
during shutdown cooling

Realign SIS for 
injection mode

o none light no open train A

669
LPSI pump 
mini-flow line 
isolation valves

LPSI Pump minimum flow 
isolation during recirculation 
mode and shutdown cooling

Realign 
mini-flow line

o electric light no
open
(RAS 
closed)

train A

693

LPSI pump 
discharge-SCHX 
intake cross connect 
line isolation valves

SCS alignment Realign injection 
flow path

o - light no closed train A

307
SCHX bypass flow 
control valves

SCHX bypass flow control 
during shutdown cooling

Realign injection 
path o - light yes open train A

695

SCHX 
discharge-LPSI 
header cross connect 
line isolation valves

Cross connection isolation 
valves between SCHX 
discharge and LPSI pump

Realign injection 
path

o - light no closed train A

657 SCHX discharge 
throttle valves

SCHX discharge throttle to 
control cool-down rate during 
shutdown cooling

Realign injection 
path

o - light yes closed train A

635, 
645

LPSI header 
isolation valves

Align safety injection and 
shutdown cooling flow path 
and containment isolation

None o electric light B 1 yes
(SIAS 
open) tra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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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CS 1 계열에 대한 설계압력/온도, 주 배관 배열

Features :

  Flows to 900 ㎥/h (4000 gpm)

  Heads to 245 m (800 ft)

Figure 2  LPSI펌프의 전형적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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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S Train #1 (Division A Set)

SCS Train #2 (Division B Set)

        Nozzle No.                               Nozzle Function

           A                                       Tube Inlet

           B                                       Tube Outlet

           C                                       Shell Inlet

           D                                       Shell Outlet

           E1/E2                                   Drain

           F1/F2                                   Vent

           G                                       Relief Valve Connection

Figure 3  SCHX의 대략적인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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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LTOP용 방출밸브의 ASME Code 요건 대비 

SCS 운전압력 및 방출밸브 설정압력

A S M E  C o d e  
re q u ire m e n t
(p s ia /M p a )

L T O P  R V
se t p o in t

(p s ia /M p a )

S C S  o p e ra tio n  
s ta rt p o in t
(p s ia /M p a )

6 2 5 /4 .3

5 2 0 /3 .5 9

4 1 0 /2 .8 3

1 0 5 /0 .7 1

1 1 0 /0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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