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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고리 1호기 기능분석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연구의 목 은 고리 1호기 원  주제어실 설비개선시 인간공학 독립검토를 

한 기능분석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리 1호기 인간기계연계계통

(Man-Machine Interface System ; MMIS) 개발시 인간공학의 체계 인 용을 

통해 개선된 주제어실 설계에 반 함으로써 발 소 신뢰성과 운 성  유지 보

수성이 향상된 설계를 개발하여, 고리 1호기의 안 성과 경제성을 증진할 수 있

는 설계를 확보하는데 그 목 이 있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 고리 1호기 기능분석은 주제어실 설비개선시 인간기계연계계통

(Man-Machine Interface System ; MMIS) 개발을 한 주요 업무의 하나로 수

행하 고, 그 범 는 력생산(Generate Electricity) 기능을 최상 로 기 하여 

수행하 다.

  고리 1호기 기능분석을 하여 먼  규제요건, 기 , 지침  참조자료들을 

악한 후 인간공학 로그램 계획에 따른 기능분석을 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리 

1호기에 련된 설계자료, 계통설명서, 차서, 공정  계측도면(P&ID), 계통교

육교재, 주제어실 제어반 배치도 등 발 소 장을 직  방문하여 입수가 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들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계통 기반 기

능 악과 차서 기반 기능 악을 수행하 다. 한 고리 1호기 장 주제어실에 

한 직  찰  교육훈련센터의 모의제어반(Simulator) 답사를 통하여 운 원 

직  면담, 주제어반 황 악  필요한 추가 자료를 입수하 다. 이들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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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고리 1호기 원  기능의 개념 인 분할로부터 구체 인 기능을 도출

하여 구조를 체계화하 다. 그런 다음 개념  분할로 얻은 기능과 Hardware 인 

연계성을 확보하기 해 고리 1호기의 설계문서와 련 자료들의 내용을 악하

여 공학  기능정의로 활용하 다. 하  수 의 세부 기능을 도출하기 해서는 

고리 1호기의 운 차서의 세부조치기능을 악함으로써 상  수  계통과의 

연 성을 부여하 다. 이러한 기능분석 과정을 통해 수목구조의 기능 구조도를 

작성하 다.

  본 고리 1호기 기능분석 연구과제 수행과는 별도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선

정하여 요청한 MMI 계기들에 하여 국내표 형원 인 울진 5,6호기 주제어실 

기기에 한 제원  MMI Spec.에 해 조사하여 정리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에서의 고리 1호기 기능분석은 주제어실 설비개선시 인간기계연계계통

(Man-Machine Interface System ; MMIS) 개발을 한 주요 업무의 하나로 수

행하 고, 그 범 는 력생산(Generate Electricity) 기능을 최상 로 기 하여 

수행하 다.

  력생산(Generate Electricity) 기능 에서 고리 1호기 기능을 도출하여 하

계통기능까지 분해한 기능을 검토한 후에, 선정된 하 계통기능으로부터 기기

수 의 기능까지 추가로 분해를 수행하 다. 이러한 고리 1호기 기능 분해를 통

해 계층 으로 분해된 기능들을 조합해 작성한 수목구조의 기능 구조도를 완성

하 다. 

  본 기능분석의 결과물은 기존 설계문건  차서 기반 기능 악 결과 등의 

악단계의 결과물과 상  수  기능의 상 계 결과, 각 계층에 따른 기능 분

류 결과, 그리고 구조화된 기능수목도 등 구조화 결과 등이다.

  고리 1호기 기능분석 연구과제 수행과는 별도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선정하

여 요청한 MMI 계기들에 하여 국내표 형원 인 울진 5,6호기 주제어실 기기

에 한 제원  MMI Spec.에 해 조사하여 정리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고리 1호기 기능분석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는 고리 1호기 원  주제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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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개선시 인간공학 독립검토를 한 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향

후 원  인간기계연계계통 설계시 운 원 기반의 정보체계에 한 기  자료로

도 활용될 것이다. 한 인간기계연계계통 기능할당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운 원 직무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주제어실의 설계, 차서 

 훈련요건 분석의 출발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기능할당시 는 발 소 

설계변경에 따르는 기능변경시 이에 한 타당성의 검토기 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원  인간기계연계계통 설계  검토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상당한 분량

의 축약된 원자력발 소 장 자료를 본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원  

계통의 이해와 운 에 련된 지식 습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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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Function analysis of Kori Unit 1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objective of this project is performing function analysis of Kori Unit 1 

for independent reviewing of improved MCR(Main Control Room) 

Man-Machine Interface System(MMIS) design in the view point of human 

factors engineering. Through this study, improved MMIS of Kori Unit 1 MCR 

features of which the reliability, operability and maintenability are augmented 

through the systematic application of human factors engineering can enhance 

safety and economy of the plant.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In this study, we performed function analysis of Kori Unit 1, which is one 

of the major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mproved Man-Machine 

Interface System, and the scope of the function analysis goal is the standard 

top-level function of "Generate Electricity". 

  Prior to performing the function analysis, we identified the regulatory 

requirements, standards, guidelines and reference materials, and established a 

plan for function analysis in accordance with HFEPP(Human Factor 

Engineering Program Plan). 

  The field design data and materials pertinent to the function analysis of 

Kori Unit 1 such as system description, procedures, process and 

instrumentation drawings(P & ID), the operator training materials, including 

the overall layout drawings of main control panel, etc. have been acquired by 

visiting the nuclear power plant. 

  The system-based functions and procedure-based functions have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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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ed by reviewing in detail the contents of the collected data and 

materials. In addition, through direct observation and survey, the status of the 

main control board features of Kori Unit 1 and simulator of training center 

was identified, and by interviewing the operators and plant employee, the 

additional resources were acquired. 

  Based on this information, through the conceptual partitioning of functions 

of Kori Unit 1, the specific functions to organize the structure were derived 

and systemized. And then, in order to establish the hardware relevance of the 

functions obtained from the conceptual decomposition of Kori Unit 1 functions, 

the contents of the design documents and related materials have been 

identified for the definition of the engineering function. 

  In order to derive the details of low-level functions, the functions 

associated with a higher level of system was granted by identifying the 

details of function for action of the Kori Unit 1 procedures. Through these 

process of function analysis, the structuralized function trees are completed.

  In addition to this function analysis of Kori Unit 1, we investigated and 

documented the specification of MMIS instrumentation for domestic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Ulchin Unit 5,6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from 

KAERI. 

Ⅳ. Result of Project

  In this study, we performed function analysis of Kori Unit 1, which is one 

of the major activiti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mproved Man-Machine 

Interface System of the Kori Unit 1, and the scope of the function analysis 

goal is the standard top-level function of "Generate Electricity" as the 

starting point. From the viewpoint of "Generate Electricity" function, we 

derived the functions of Kori Unit 1, and performed the levelization of the 

functions from the top-level to the sub-level after reviewing the functions of 

systems. From the selected sub-system level of functions we performed the 

function decomposition to the component level of functions additionally. 

Through these function decomposition of Kori Unit 1, the hierarchi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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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function tree is completed by combining the features of the functions 

systematically.

  The research products of this function analysis are the existing plant 

design documents based function identifying step materials, the system based 

function identifying step materials, top-down level correlation results, the 

hierarchial classification results, and the hierarchial structure of function tree.

  In addition to this function analysis of Kori Unit 1, we investigated and 

documented the specification of MMIS instrumentation for domestic standard 

nuclear power plant Ulchin Unit 5,6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from 

KAERI, and the documentation results are attached in the appendices of this 

report.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s data for independent review 

of the improved Man-Machine Interface System design of the Kori Unit 1, 

and as basis data for operator-oriented information system in the design of 

the MMIS for nuclear power plant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s for function allocation and the evaluation of 

function allocation results. The results can be used for operator task analysis 

and starting point of the operator training requirement, and the results 

provide an evaluation basis for the suitability of function changes caused by 

the plant design changes. 

  Meanwhile, a significant amount of condensed materials and data included 

in the appendices of this report can be referenced in the design and review 

works of MMIS, and this materials can be useful for understanding of the 

systems for Kori Unit 1 and for acquiring the knowledge of the plant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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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연구개 발 의  목

  고리 1호기 원  주제어실 설비개선시 인간공학 독립검토를 한 기능분석을 

수행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리 1호기 인간기계연계계통(Man-Machine 

Interface System ; MMIS) 개발시 인간공학의 체계 인 용을 통해 개선된 주

제어실 설계에 반 함으로써 발 소 신뢰성과 운 성  유지 보수성이 향상된 

설계를 개발하여, 고리 1호기의 안 성과 경제성을 증진할 수 있는 설계를 확보

하는데 그 목 이 있다.

제  2    연구개 발 의  필 요 성

  1979년 미국 펜실바니아 주 Three Mile 섬에 치한 TMI-2 원 에서 발생한 

사고와 1986년 구 소련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  사고의 주요 원인이 인 요소

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 짐에 따라 원  안 문화  인간공학에 한 요성이 

부각되었다. 모든 원  사고원인의 50% 이상이 인 오류 다는 것이 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여서  세계 으로 원  인 오류의 감을 해 많은 노력을 기울

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고리 1호기 주제어실 개선시 인간공학 독립검토를 한 

기능분석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고리 1호기 기능분석은 새로운 계통에 한 요건을 생성하기 보다는 기존 설

계내용을 새로운 설계개념과 규제요건에 맞도록 재구성하고 부분 으로 개선하

기 한 체계화 작업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설계개념에 의하여 발 소 

운 에 요구되는 인간기계연계계통을 정의하고 인간기계연계계통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기 으로 고리 1호기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을 명시 으로 정의하고 

체계화하여, 그 구조와 특성에 한 악 결과를 확보할 것이 요청된다. 설계의 

상과 그 특성을 구체 으로 악하여 정의하지 않고 설계의 개선이나 개발을 

달성하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기본 인 분석자료를 확보하기 

해서 수행되는 업무로는 기존의 계통에 한 운 경험분석, 계통의 기능분석, 

운 원 직무분석 등으로 인간기계연계계통의 설계요건을 정의하는 기 이 된다. 



- 2 -

인간기계연계계통 설계과정을 하향식 설계방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이러한 분석

업무가 설계의 기에 착수되어 개념설계로부터 설계요건 설정을 주도해야 한다. 

  기능분석은 발 소 계통의 운용목 을 달성하기 하여 설계과정에서 구비되

는 기능의 상세내용을 악(identification)하는 과정으로 분석 상 계통의 요건을 

제시한다. 기능분석은 인간기계연계계통 설계의 요건을 제시하므로 설계의 출발

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체계 으로 문서화된 기능  토 (Functional Basis)를 

확보하여 확인  검증(V&V : Verification and Validation)을 한 기 을 제공

한다. 실제 발 소의 운 차나 설계의 변경이 필요할 때, 기능분석의 결과는 

설계자의 원래 의도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에 발 소 운 원이나 설계변경자

에게도 유용하다. 

  인간기계연계계통의 설계에서는 체계 이면서 구조화된 방법을 도입하여, 설계

의 검토와 감시를 강화하고 인간공학을 다른 설계부문에 통합시킨다. 인간기계연

계계통이 기존 원 의 계측제어계통과 개념 으로나 실질 으로 차이가 많으므

로, 이  설계의 유사성에만 의존하는 설계는 불가능하다. Human Factors 

Engineering Program Plan (HFEPP)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존의 설계라 하더라

도 설계의 V&V 기 을 확보하거나 직무분석의 사 단계로 최소한의 기능분석이 

필요하다.

제  3    기능 분 석  배 경

  기능분석은 인간기계연계계통에서 수행되는 기능을 운 원 입장에서 악하고 

체계화하여 설계의 요건을 설정하는 기본 인 기능구조를 악하는 작업을 말한

다. 부분의 계통설계에서 기능분석은 계통에서 필요한 기능의 내용과 구성을 

악하는 필수 인 업무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나, 원자력발  분야에서 그 필

요성에 한 인식은 TMI-2 사고를 계기로 본격 으로 확산되었다.

  본 연구의 기능분석은 인간기계연계계통 개발을 한 시스템 공학  근에서 

분석단계 핵심업무의 하나로 수행하 다. 인간기계연계계통 개발을 한 모든 인

간공학 업무는 인간공학 로그램 계획(Human Factor Engineering Program 

Plan ; HFEPP)에 의하여 계획되고 실행되는데, 기능분석은 인간공학 로그램을 

기 으로 수행되는 분석업무의 두 번째 항목이다.

  HFEPP에서는 기능분석을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를 지원하는 보다 상

수 의 분석으로 보고, 직무분석(Task Analysis)은 세분화된 수 의 분석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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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상세설계를 지원한다. 직무분석은 운 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요건을 도

출하므로, 형 으로 개별기기의 Inventory에 한 항목과 특성에 한 요건을 

제공하는 상세설계의 기반인 반면, 기능분석은 인간기계연계계통의 기능  구조

와 개별 인 기능에 한 체 인 틀을 제공하는 개념설계의 핵심이다. 기능분

석은 직무분석과 어느 정도 복되지만, 직무분석에 우선하여 수행되어 직무분석

의 기 자료와 기본 틀을 제공한다.

  시스템 공학  근 방법은 인간공학원리에 기 하고 선진의 설계개념이 용

된 하향식 방식(Top-down approach)을 골격으로 국내 원 의 운 경험과 설계

경험을 활용하여 체계 인 설계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론이다. 

  원자력발 소는 시스템 공학의 방법론이 필요한 표 인 규모 시스템의 하

나로 인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발 소의 설계/건설에 한 국내 기술이 

축 되면서 규모 시스템의 설계에서 요구되는 시스템 공학의 요성이 부각되

고 있다. 원 의 안 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계  측면의 안정도에 비하여 상

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인 요인에 한 심이 집 되고, 계측제어계

통, 차서, 교육훈련 로그램 등의 설계에 한 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TMI-2 

 체르노빌 원 사고 원인의 상당부분이 인 오류이므로, 국제 인 흐름은 설계

시 인 요인의 분석과 인 오류의 책에 해서 엄격해졌으며, 설계방법론이나 

과정을 공식화시키고 있다.

  인간기계연계계통 개념은 원 의 계측제어계통, 차서, 교육훈련 로그램 등

의 설계에서 시스템 공학 으로 설계를 종합화하고 인 요인의 문제를 해결하려

는 의도로 도입된 설계개념이다. 기능분석(Function Analysis)은 계통설계의 계

획, 분석, 설계, 검증 등 4 가지 일반 업무  분석의 핵심업무로 계통 요건을 도

출한다.

제  4    기능 분 석  범

  본 연구에서, 고리 1호기 기능분석은 주제어실 설비 개선 시 인간기계연계계통

(Man-Machine Interface System ; MMIS) 개발을 한 주요 업무의 하나로 수

행하 고, 그 범 는 력생산(Generate Electricity) 기능을 최상 로 기 하여 

수행하 다.

제  5    연구내 용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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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고리 1호기 기능분석은 원 의 운용목 을 달성하기 하여 인간

기계연계계통의 설계과정에서 구비되는 기능을 악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을 수

행하 다. 연구의 최종 인 결과는 인간기계연계계통 체계에서 포함해야 하는 각 

기능의 항목과 그 상 계  특성에 한 기본 자료로, 인간기계연계계통의 범

와 구조를 설정하는 기 으로 설계요건을 제시한다.

  고리 1호기 기능분석을 하여 먼  규제요건, 기 , 지침  참조자료들을 

악한 후 인간공학 로그램 계획에 따른 기능분석을 한 계획을 수립하고, 고리 

1호기에 련된 설계자료, 계통설명서, 차서, 공정  계측도면(P&ID), 계통교

육교재, 주제어실 제어반 배치도 등 발 소 장을 직  방문하여 입수가 가능한 

자료들을 수집하 다. 수집된 자료들의 내용을 상세하게 검토하여 계통 기반 기

능 악과 차서 기반 기능 악을 수행하 다. 한 고리 1호기 장 주제어실  

직  찰  교육훈련센터의 모의제어반(Simulator) 답사를 통하여 운 원 직  

면담, 주제어반 황 악  필요한 추가 자료를 입수하 다. 이들을 기반으로 

하여 고리 1호기의 원  기능의 개념 인 분할로부터 구체 인 기능을 도출하여 

구조를 체계화하 다. 그런 다음 개념  분할로 얻은 기능과 Hardware 인 연계

성을 확보하기 해 고리 1호기의 설계문서와 련 자료들의 내용을 악하여 

공학  기능정의로 활용하 다. 하  수 의 세부 기능을 도출하기 해서는 고

리 1호기의 운 차서의 세부조치기능을 악함으로써 상  수  계통과의 연

성을 부여하 다. 이러한 기능분석 과정을 통해 수목구조의 기능 구조도를 작

성하 다.

  본 기능분석의 결과물은 기존 설계문건  차서 기반 기능 악 결과 등의 

악단계의 결과물과 상  수  기능의 상 계결과, 각 계층에 따른 기능 분류 

결과, 그리고 구조화된 기능수목도 등 구조화 결과 등이다.

  본 고리 1호기 기능분석 연구과제 수행과는 별도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선

정하여 요청한 MMI 계기들에 하여 국내표 형원 인 울진 5,6호기 주제어실 

기기에 한 제원  MMI Spec.에 해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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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내 ․ 외  기술 개 발  황

  국내․외 으로 TMI 후속조치의 일부로 부분 으로 수행된 사례는 많이 있으

나 본격 인 기능분석이 수행된 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울진 3,4호기 

기능분석요약(Function Analysis Summary) 정도의 문서가 있으나 체계 인 형

태를 지닌 기능분석은 아니었고, 국내에서의 기능분석 사례로는 한국원자력연구

원에서 “차세  인간기계연계계통 설계개발을 한 기능분석”[1]을 수행한 바가 

있다. 

  기능분석에 한 개념  기 은 NUREG-0700[2]으로 표되는 인간공학 

련 규제요건은 물론 IEC-964[3], IEEE Std-1023[4] 등 국제 인 표 에서 원

의 인간공학  설계를 한 핵심 업무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능분석에 한 

인식은 EPRI 사업자요건서[5](Users Requirements Documents ; URD)의 인간기

계연계계통이나 US NRC에서 발간한 NUREG-0711[6]에서 강조되었다. 

NUREG-0711, Human Factor Engineering Program Review Model에서는 분석 

단계의 업무로서 첫째 운 경험검토(Operating Experience Review ; OER), 둘째

로 기능분석/할당(Function Analysis/Allocation ; FA/A), 그리고 직무분석(Task 

Analysis ; TA)으로 3 단계의 업무를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국표 회에서 2004년 7월 29일 제정ㆍ발행한 한국산업규격으

로서 KS C IEC 61839 “원자력발 소-제어실 설계-기능 분석  할당”[7]이 있

으며, 이 규격은 원자력발 소 제어실 설계를 한 기능분석  할당 차를 기

술하고, 기능 할당 기 을 개발하기 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

건설이나 설계기술 자립을 지속 으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인간기계연계계통 

고유설계 확보나 설계기술 우 를 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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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과 제  주요  수행내 용

1. 고리 1호기 발 소 친숙화

  고리 1호기 기능분석을 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확보․검토하여 발 소 친

숙화를 수행하 다 :

○ 고리 1호기 최종안 성분석보고서[8]

○ 고리 1호기 운 기술지침서[9]

○ 고리 1호기 System Description[10]

○ 고리 1호기 확률론 안 성평가 보고서

○ 고리 1호기 P&ID[11]

○ 고리 1호기 운 원 직무교재[12]

○ 고리 1,2호기 모의제어반 모사 Diagram  계통요약도[13]

○ 고리 1호기 Functional Block Diagram[14]

○ 고리 1,2호기 발 실무교재[15]

○ 고리 1호기 운 원수첩[16]

○ 원자력발 소-제어실 설계-기능 분석  할당(KS C IEC 61839 : 2004)[7]

2. 고리 1호기 기능 규명

  고리 1호기 발 소 친숙화 과정을 통해 1차  2차 계통별 주요 기능을 규명

하 다. (부록 1 참조)

3. 고리 1호기 기능 도출

  다음 사항을 반 하여 고리 1호기 기능 도출을 수행하 다 :

○ 력생산(Generate Electricity) 기능을 최상  기능으로 하여 련 기능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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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계통( 기, 공기, 용수 등) 기능 포함

4. 고리 1호기 기능 분해

  고리 1호기 기능분석은 NUREG-0711  NUREG-0700 Rev.2에 제시되어 있

는 요건들을 근거로 수행되었다. 기능을 분석해 가는 방법은 목 -수단 구조 

(Goal-Means Structures)를 이용한다. 이 구조의 기본개념은 상 기능을 목 으

로 두고 이런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을 정의한다. 이때 정의된 수단들은 상

기능에 한 하부기능이 되고, 다시 이 하부 각 기능이 목 으로 간주되어 이 

목 을 달성하기 한 수단들을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 기능 분해 차는 다음 단계에 따라 수행하 다 :

○ 기능의 최상  목 으로부터 하 계통기능 수 까지 기능을 분해한다. 기능분

석 구조는 다음과 같이 계층별 명칭을 부여한다.

- 기능의 목  (Functional Goal)

- 기능의 하  목  (Functional Sub-goal)

- 필수기능 (Critical Function)

- 하 기능 (Critical Sub-Function)

- 계통기능 (System-Level Function)

- 하 계통기능 (Sub-System Level Function)

  상기한 기능 분해 차를 통해 하 계통기능까지 분해된 기능들을 조합해 수

목구조의 기능 구조도를 작성하 다. (부록 2 참조)

5. 울진 5,6호기 MMI 계기 제원 조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선정한 MMI 계기들에 해 국내 표 형원 인 울진 

5,6호기 주제어실 기기에 한 제원  MMI Spec.에 해 다음과 같이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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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제어실 기기의 종류

○ VDU

- CEA (CRT)

- CEA Core Mimic

- Gas Monitor

- CEA Position Display (CRT)

- RMS (CRT)

- PCS (CRT)

- ICCMS (CRT)

- RPCCP (CRT)

- PPS (CRT)

- CPC (CRT)

- CEDMCS (CRT)

- Flat Panel

○ Input Device

- Keyboard

- Annunciation Alarm Keypad

- Mark V Keyboard

- Mark V Trackball

- CEA CRT Keypad

- CCTV Keyboard

- RMS Keyboard

- PCS Keyboard

- PCS Trackball

○ Pushbutton SW

- 1 Stage Pushbutton Switch

- 2 Stage Pushbutton Switch

- 3 Stage Pushbutton Switch

- 4 Stage Pushbutton Switch

- Microswitch/PWP 43 (Pushbutton)

○ Hand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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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 Switch (3 Stage+Indicator)

○ Switch

- Start-Up CH High Removal SW

- Start-Up CH Selector SW

- Channel Range Selector SW

- Emergency Seal Oil Pump SW

- T/G Trip SW

- Raise/Lower SW

- Auto/Manual SW

- MCR/Local SW

- Electro SW/20K

- Electro SW/20P(with LED Lamp)

○ Recorder

- One-Pen Recorder

- Two-Pen Recorder

- Dot-Type Recorder

- Multi-Recorder

- Trend Recorder

○ Indicator

- 2 Stage with Indicator(IND)

- Single Indicator

- Dual Indicator

- Generator H2 Purity Indicator

- Multi-Indicator

- AF Speed Indicator

- Tap Position Indicator

- SIGMA/1151V Indicator

- TSURUGA/3153A Indicator

- NEWPORT/6152A Digital Indicator

○ Light/Lamp

- 1 Stage Monitoring Light

- 2 Stage Monitoring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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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tage Monitoring Light

- DIALIGHT/80-1310-1235-301 Indicating Lamp

- Status Light (4×10)

- Status Light (6×5)

○ Meter

- Negative Sequence Meter

- NEWPORT/204B Digital Meter

- Digital Meter/DIGEM F96*48CK

○ Etc

- Electric Counter 8000 Series

- Electric Counter 8000 Series with SW

- M/A Station

- Annunciation Pushbutton

- Flow Totalizer

- GE-Yokogawa/AB-40 Synchroscope

- HSIANG CHANG/MTH-uType

나. 주제어실 운 원은 ICCMS, PMS, Mark V 등의 계통에서 CRT 등의 VDU

를 통해 운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주제어실에서 사용 인 Display 화

면의 상세한 내용은 부록 3 참조.

다. 주제어실에서 사용 인 Handswitch의 engraving type을 조사하 으며, 상

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라. 주제어실에서 사용 인 Tagging에 한 요건을 조사하 으며, 상세한 내용

은 부록 5 참조.

마. 주제어실 General Arrangement, Panel 도면 등을 조사하 으며, 상세한 내

용은 부록 6 참조.

바. MCB/RSP Component 목록을 조사하 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록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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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제어실 Instrument Data 목록을 조사하 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록 8 참

조. 

아. 주제어실 경보계통의 설계자료를 조사하 으며, 상세한 내용은 부록 9 참

조.

제  2   연구개 발  수행 결 과

  본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얻어진 결과물  자료들은 부록 1～9에 상

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1. 고리 1호기 기능 도출 (부록 1 참조)

  력생산(Generate Electricity) 기능 에서 고리 1호기 기능 도출 업무를 

수행하 다. 

2. 고리 1호기 기능 분해 (부록 1  2 참조)

가. 본 연구에서는 하 계통기능까지 분해한 기능을 검토한 후에, 선정된 하

계통기능으로부터 기기수 의 기능까지 분해를 수행하 다. 이때 기기기능 

계층은 운 원의 책임 하에 운용되는 최하  기기와 일치해야 한다.

- 계통기능 (System-Level Function)

- 하 계통기능 (Sub-System Level Function)

- 기기기능 (Component Level Function)

나. 마지막으로 기기기능은 이의 운용에 필요한 주제어실의 계측제어기기 수

으로 분해된다. 이를 통해 고리 1호기 기능분석 결과를 이용해 주제어실 

계측제어기기 목록의 완 성을 검토할 수 있다.

3. 고리 1호기 력생산 기능 구조도 작성 (부록 2 참조)

  고리 1호기 기능 분해를 통해 계층 으로 분해된 기능들을 조합해 수목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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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구조도를 완성하 다. 이때 목 을 달성하기 해서는 각 수단들이 동시에 

만족되어야 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수단 에서 하나 이상이 만족되면 목 이 

달성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목구조의 각 분기 에서 AND, OR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여 만족의 조건을 표시하 다.

4. 울진 5,6호기 주제어실 MMI 계기 제원 조사 (부록 3～9 참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선정한 MMI 계기들에 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요구

에 따라 국내표 형원  울진 5,6호기의 MMI 공 사별 제원 조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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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본 연구개발 과제에서는 고리 1호기 원  주제어실 설비개선시 인간공학 독립

검토를 한 기능분석을 완료하 다. 이러한 기능분석을 통해 고리 1호기 원자력

발 소의 기능을 악하여 한 구조화 작업 수행을 통해 개념  계층의 기능

과 간 계층의 기능, 하  계층의 기능 역에 해 구조화된 기능수목을 도출

하 다. 본 고리 1호기 기능분석 연구과제는 비록 력생산(Generate Electricity) 

기능만을 최상  기능으로 기 하여 수행하 지만, 이러한 기능분석에 사용된 상

당한 분량의 유용한 자료들과 기능수목은 고리 1호기 개선된 주제어실 설계의 

독립검토시 인허가 측면의 규제요건에서 요구하는 기능에 해 만족여부를 검토

함으로써 규제요건 상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고

리 1호기 인간기계연계계통(Man-Machine Interface System ; MMIS) 개발 시 

인간공학의 체계 인 용을 통해 개선된 주제어실 설계에 반 함으로써 발 소 

신뢰성과 운 성  유지 보수성이 향상된 설계를 개발하여, 고리 1호기의 안

성과 경제성을 증진할 수 있는 설계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 소 인간기계연계계통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 인 측면을 강조하

여 원자력발 소 성능측면과 기타 고리 1호기 원자력발 소의 계통  측면까지

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 다. 특히 고리 1호기 장에서 입수한 신뢰성 있는 계

통 련자료, 설계문건  차서 등을 검토하여 계통과 차에 한 일반기능과 

세부기능의 연계성 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필요시 인간기계연계계통의 기능

 설계, 정보체계에 한 설계를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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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본 고리 1호기 기능분석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는 고리 1호기 원  주제어실 

설비개선시 인간공학 독립검토를 한 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향

후 원  인간기계연계계통 설계시 운 원 기반의 정보체계에 한 기  자료로

도 활용될 수 있다. 한 인간기계연계계통 기능할당의 근거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운 원 직무분석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주제어실의 설계, 차서 

 훈련요건 분석의 출발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기능할당시 는 발 소 

설계변경에 따르는 기능변경시 이에 한 타당성의 검토기 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 원  인간기계연계계통 설계  검토 업무에 참조할 수 있는 상당한 분량

의 축약된 원자력발 소 장 자료를 본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시킴으로써 원  

계통의 이해와 운 에 련된 지식 습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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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고리 1호기 발전소 전체구조 개략도

그림 1. 고리 1호기 주요 건물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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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고리 1호기 주요 제어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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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리 1호기 Rx Cavity, FTC, SFP, CLP

그림 4. 고리 1호기 RCS 주요기기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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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리 1호기 2차 계통 전체 요약도

그림 6. 고리 1호기 1차 계통 전체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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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고리 1호기 2차 계통도 (P & ID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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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Heat Balance Diagram @ 75% of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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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eat Balance Diagram @ 100% of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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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Heat Balance Diagram @ 50% of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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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Heat Balance Diagram @ 25% of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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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54 kV/345 kV 전력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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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345kV, 154kV 전원계통 상세 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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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고리 1호기 전기 계통도 

UAT A UAT B

GCB

GCB

K-1

신고리
# 2T/L

GCB

GCB

K-2

신양산
# 1T/L

신고리
# 1T/L

X-291 접지

X-293

X-128

X-224 X-228X-220

X-120

X-124

X-103

X-201 접지

X-101 접지

X-203

X-324 X-320 X-328

X-491 접지

X-301 접지

X-503

X-428

X-420

X-424

X-493

GCB

X-528 X-520 X-524

Main TR

그림 15. 345 kV 전원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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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고리 1호기 소내전력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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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배치도면-1

SUT 'A' SUT 'B'비상 D/G 'A' 비상 D/G 'B'

XSW-2A XSW-2BXSW-1A XSW-1B

XSW-3A XSW-3B XSW-4A XSW-4B XSW-3C XSW-3D

52M-DGA 52M-DGB52M-SA 52M-SB52M-1A 52M-1B

52M-AAT 52M-BBT

52L-BAT 52L-SBAT 52L-DCT

52M-SBAT

52M-SA1 52M-SB1

52M-1A1 52M-1C1 52M-1B1 52M-1D1

52L-1A 52L-1B 52L-SA 52L-SB 52L-1C 52L-1D

UAT 'A' UAT 'B'

52L-LBAT

220/380V
MAIN BUS A

220/380V
MAIN BUS B

52M-LTB

52L-LBT

52M-LTA

52L-LAT

(XTF-2A) (XTF-2B)(XTF-1A) (XTF-1B)

XTF-6A

XTF-3A XTF-3D

XTF-6B

XTF-3B XTF-4A XTF-4B XTF-3C

그림 18. 소내전원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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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배치도면-2 

그림 21.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배치도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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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배치도면-4

그림 23.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배치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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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배치도면-6 

그림 25.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배치도면-7 



- 18 -

그림 26.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배치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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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배치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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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고리 1호기 주제어반 배치도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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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CONTROL ROOM EQUIPMENT LAYOUT (DRAW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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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CONTROL ROOM EQUIPMENT LAYOUT (CHANGE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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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CONTROL ROOM EQUIPMENT LAYOUT (CHANG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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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CONTROL ROOM EQUIPMENT LAYOUT (MOUNTING DETAIL DW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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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CONTROL ROOM EQUIPMENT LAYOUT (MOUNTING DETAIL DW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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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MAIN CONTROL PANEL ARRANGEMENT (DRAWING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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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MAIN CONTROL PANEL ARRANGEMENT SECTIO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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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MAIN CONTROL PANEL ARRANGEMENT 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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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MAIN CONTROL PANEL ARRANGEMENT SECTION-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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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MAIN CONTROL PANEL ARRANGEMENT SECTION-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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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RSP & TAP. A&B PNL ARRA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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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MAIN CONTROL PANEL ARRANGEMENT (ANNUNCIATOR WIND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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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 1호기 계통 개요

고리 1호기와 같은 가압경수로형 원자력 발전소는 2개의 폐쇄된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2
개의 폐쇄된 회로는 증기발생기 세관들을 경계로 하여 1차 측 유로의 방사성 유체와 2차 
측 유로의 비방사성 유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1차측 순환 유로는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핵증기공급계통(NSSS : Nuclear Steam Supply System)으로 냉
각재인 경수(H2O)가 원자로 내에서 우라늄의 핵분열로 생긴 열을 흡수하여 증기발생기의 
튜브를 통하여 2차측 급수에 전달하여 터빈-발전기를 구동하기 위한 증기를 생산한다. 동
축으로 연결된 터빈-발전기는 최종적으로 전력을 생산한다.
증기발생기를 거친 냉각재는 원자로냉각재 펌프에 의해 원자로 내부로 되돌려 보내지며, 원
자로 출구관의 1개 유로 상에 가압기 1대가 연결되어 원자로냉각재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하는 역할을 한다.

고리 1호기의 1차 계통은 원자로냉각재계통을 중심으로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 잔열제거계
통, 붕소회수계통, 기기냉각수계통, 기기냉각해수계통, 냉방용수계통, 시료채취계통, 핵연료
취급계통, 사용후 연료 저장계통, 폐기물처리계통 등의 원자로보조계통과 격납용기계통, 비
상노심냉각계통, 공기조화계통, 보조급수계통 등의 원자로안전설비계통, 노내핵계측계통, 노
외핵계측계통, 제어봉제어계통, 원자로보호계통 등의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리 1호기의 2차 계통은 주증기계통, 급수계통, 증기덤프계통, 복수기계통, 급수가열 및 가
열기배수계통, 복수계통, 복수정화계통, 증기발생기취출수계통, 고정자냉각수계통, 발전기가
스계통, 2차측 보조냉각수계통, 2차측 해수냉각수계통, 순환수계통, 염소처리계통, 가스공급
계통, 물처리계통, 용수계통 등이 있으며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스위치야드에서 승압 
과정을 거쳐 소외로 송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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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로냉각재계통

가. 기능

∙ 원자로에서 생성된 열을 폐유로를 거쳐 증기발생기로 전달
∙ 냉각재와 감속재로는 가압된 경수를 사용하여 중성자의 감속재와 반사체 역할을 겸함
∙ 원자로냉각재는 원자로 반응도 제어제인 붕산의 용매 역할

나.구성

∙원자로
∙폐유로(Closed Loop) 배관
∙가압장치; 가압기 및 부속설비
∙제어봉구동장치
∙증기발생기
∙원자로냉각재펌프

다. 가압기 기능

∙ 발전소 가동 중 운전압력 형성
∙ 정상운전 중 1차 계통이 요구하는 압력 형성
∙ 발전소 정상부하 변동 시 냉각재의 열팽창에 의한 압력변화를 허용범위 안으로 제한
∙ 1차 계통의 압력이 설계치 이상으로 상승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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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가압기 설계 그림



- 36 -

1.1 구성기기

∙밀림관(Pressurizer Surge Line)
∙전열기(Heaters)
  - Control Heater
  - Backup Heater
∙살수관(Spray Lines)
∙안전밸브(Safety Valve)
∙압력방출밸브(Power Operated Relief Valve)

1.2 가압기 압력제어

∙비례전열기
∙보조전열기
  - 조절스위치
∙살수밸브(PCV-431A/B)
∙압력방출밸브(PCV-430/431C)
∙주제어기(PC-431K)
∙가압기 방출탱크(PRT)

그림 42. 가압기 압력제어기 HC-431K 제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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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가압기 압력 제어

1.3 가압기 수위제어

∙Auct Hi Tavg에 따라 결정된 기준수위와 선택된 채널의 실제수위를 비교하여 충전펌프
의 속도제어

∙가압기 기준수위는 CVCS 계통에 대한체적 변화 없이 RCS 계통의 팽창 및 수축에 적응
하기 위해 Auct Hi Tavg(수위 : 25%～55%, 온도 : 547℉～574℉) 함수로서 프로그램



- 38 -

화
∙343℃(650℉)에 교정된 3개의 수위채널은 지시/제어/보호기능(정상운전중 사용)
  - LT-427 : 수위제어 및 LCV-427 유출차단신호 제공
  - LT-428 : 수위제어 및 LCV-428 유출차단신호 제공
  - LT-426 : 427/428 채널과 교체
∙27℃(80℉)에 교정된 1개의 수위채널은 저온정지 중 지시기능(기동/정지시 사용)
  - LT-433 : 저온정지 시 수위지시
∙Program Level
  - 25% 설정근거
   ∘가압기 수위가 너무 낮아 전열기가 노출되면 전열기 손상 및 압력변동시 압력증가 제

어불능 발생
  - 55% 설정근거
   ∘가압기 수위가 너무 높으면 PORV나 안전밸브 개방시 냉각재가 방출되어 LOCA 사고

와 같은 결과 초래
 - 출력에 따른 프로그램 수위의 변화 
   ∘출력이 증가하면 Tavg가 증가하게 되어 냉각재가 팽창함
   ∘프로그램 수위는 RCS의 Auctioneered Tavg에 의해 설정
   ∘0% 출력(286.11 ℃/547 ℉)의 수위 25%에 해당하는 냉각재의 질량과 100% 출력

(301.11 ℃/574 ℉)의 수위 55%에 해당하는 냉각재 질량은 거의 비슷함

가. 가압기 수위 제어 방법

∙출력운전중 충전펌프가 자동운전되어 자동적으로 가압기 수위조절
∙가압기 수위편차가 크면 수동으로 충전유량과 유출유량을 조절하여 가압기 수위조절
  - 충전유량제어밸브(HCV-142를 조절하여 래비린스 밀봉차압을 100～150mbar 범위 내 

유지
  - 충전펌프 속도는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절가능(고-저 속도 경보)
∙정상운전 중 1대의 충전펌프만 자동운전 → 펌프속도는 가압기 수위에 의해 자동으로 변

화
  - 부하변동 발생시 가압기 수위 설정치는 Tavg에 따라 자동으로 변화
  - 충전펌프 속도는 설정치 변화에 따라 변동
  - 가압기 수위 설정치 감소 시 펌프속도 감소(수위설정치 증가시 펌프속도 증가)
∙자동운전중 고속도 경보 발생시 수동으로 2번째의 충전펌프를 기동(기동한 펌프속도는 

수동조절)
  - 자동으로 운전 중인 펌프의 고속도 경보가 제거되지 않고 2번째 충전펌프가 최대속도

로 운전되고 있으면 마지막 3번째의 충전펌프를 수동기동(펌프속도 수동조절)
  - 자동으로 운전 중인 펌프속도가 최저속도로 감소하고 저속도경보 발생시 수동으로 운

전 중인 펌프속도를 감소
∙펌프 고/저 속도경보는 계통의 비정상상태를 감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펌프의 추가기

동이나 정지는 필수요건이 아님
∙가압기 실제 수위가 기준수위 +10% 차이 시 가압기 보조전열기가 자동으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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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내 핵계측 계통(In-Core Instrumentation System)

∙이동형 노내 검출기 계통
  - 노심 중성자속 분포 측정

∙노내 열전대 계통
  - 핵연료 다발 상부의 냉각재 출구측 온도 측정

그림 44. 노내 핵계측계통 검출기 구동설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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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이동형 노내 중성자속 검출기 제어반 구성도 

3. 노외 핵계측 계통(Ex-Core Instrument System)

∙원자로 출력준위 감시
  - 선원영역(Source Range)
     ∘N-31, N-32
  - 중간영역(Intermediate Range)
     ∘N-35, N-36
  - 출력영역(Power Range)
     ∘N-41, N-42, N-43, 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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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NUCLEAR INSTRUMENT(Ex-Core) SYSTEM

그림 47. NUCLEAR INSTRU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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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MCR NIS 캐비넷

그림 48. 노외 핵계측기 채널별 출력측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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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SR BLOCK DIAGRAM

그림 51. 선원영역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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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SR PANEL

그림 53. 선원 및 중간영역 검출기 구성 블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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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IR BLOCK DIAGRAM

그림 55. IR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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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중간영역 드로어

그림 56. IR BLOCK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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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PR BLOCK DIAGRAM

그림 59. PR PAN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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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 PR PANEL-B

4. 원자로냉각재 보충 계통

가. 기능

∙원자로냉각재계통 및 보조계통에 붕산수 및 탈염 순수 공급

4.1 원자로 보충수 계통

∙탈산소 및 탈염된 순수 저장 및 공급

가. 구성기기

∙보충수 저장탱크(XTK-32)
  - 공급원
    ∘순수 생산 계통
    ∘붕산회수계통의 응축수 탱크(Monitor Tank)
  - 탱크 수위(LI-1700, LI-1702)에 따라 ILV-1700, ILV-1702가 연동되어 자동으로 

수위를 조절
∙보충수 저장 탱크 열교환기(XHX-36) : 결빙 방지, 열원은 보조증기
∙보충수 이송 펌프(XPP-33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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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실 원격기동
  - 현장기동
  - 펌프제어 스위치: OFF, AUTO, ON 기능, 항시 AUTO로 되돌려짐

4.2. 붕산수 계통

가. 붕산수 저장 및 공급

(1) 구성기기

∙붕산수 저장 탱크(Boric Acid Tank, BAT)
∙붕산수 이송 펌프(Boric Acid Transfer Pump, XPP-12A/B)
  - BAT로부터 붕산수를 취해 다시 BAT로 재순환하여 붕산 석출 방지
  - 붕산 교반 탱크(Boric Acid Batching Tank)로부터 BAT로 붕산수 이송
∙붕산 교반 탱크
  - 분말 상태의 붕소를 탈염수에 녹여 용해 상태로 만든다.
  - 붕소의 용해를 위해 고온의 보조증기 이용, 30～40 ℃ 유지

4.3 보충수 제어계통

가. 붕산수 공급 유량 및 보충수 공급 유량 조절

그림 61. MAKE UP MODE SET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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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성기기

∙Make Up Control Switch
  - Stop
  - Start
∙Make Up Mode Sel. Switch
  - OFF
  - AUTO
  - MANUAL
  - BORATE
  - DILUTE
  - ALT DILUTE
∙붕산수 유량 제어기(HC-110)
  - FCV-110A를 제어하여 유량 조절
∙탈염순수 유량제어기(HC-111)
  - FCV-111A를 제어하여 유량 조절
∙붕산수 적산유량계(YIC-110)
  - 설정량 만큼 자동 보충량 제한
∙탈염순수 적산 유량계(YIC-111)
  - 설정량 만큼 자동 보충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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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

∙AUTO
  RCS에 붕산농도의 심각한 변화를 주지 않는 소량의 누설이 있을 때 누설량 만큼 자동 보

충되며 보충수는 VCT후단으로 주입
  - 유로
    Boric Acid→FCV-110A
                                      Blender→FCV-110B→충전펌프 흡입측
    P.M Water→FCV-111A

∙MANUAL
  붕소주입 또는 붕소희석 등 어떠한 형태의 운전도 가능한 모드로서 해당 밸브들을 수동으

로 개폐하여 원하는 유로로 보충을 실시할 수 있다.
  - 유로
     Boric Acid→FCV-110A
                                  
                                        Blender→FCV-110/111B→VCT상부 
     P.M Water→FCV-111A                 또는 충전펌프 흡입측
   

∙BORATE
  RCS 붕산농도를 높이고자 할 때 계산에 의해 붕산 주입량을 결정한 후 선택
  - 유로
    Boric Acid → FCV-110A → Blender → FCV-110B→충전펌프 흡입측

∙DILUTE
  RCS 붕산농도를 낮추고자 할 때 사용되며 탈염 순수만 주입
  - 유로
    P.M Water → FCV-111A → Blender → FCV-111B → VCT 상부

∙ALT DILUTE
  VCT 상부와 동시에 충전펌프 흡입측으로 희석수가 공급되는 것 이외에는 DILUTE와 같

다. RCS 붕산농도를 신속하게 낮추고자 할 때 사용되며 탈염 순수만 주입
  - 유로
    P.M Water→FCV-111A→Blender→FCV-110B/111B→ VCT 상부와 충전펌프 흡입측

∙긴급 붕산 주입
  - 주입 시기
    ∘제어봉이 최대 삽입한계 이하로 삽입되었을 때
    ∘원자로 비상정지 시 또는 정상정지 했으나 제어봉이 1개 이상 삽입이 안 되었을 때
    ∘안전주입계통의 동작은 요구되지 않으나 제어불능의 RCS 냉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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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설명불가/제어불능의 반응도 증가로 인한 출력 상승 시
      → 제어봉의 비정상적인 인출
      → RCS 온도 또는 출력 증가
      → 정지 후 중성자속 준위 증가
  - 주입 방법
    ∘긴급 붕산 주입 밸브(VCS-8104) 사용
       → VCS-8104 (OPEN) → FT-113 → 충전펌프 흡입측
    ∘긴급 붕산 주입 밸브(VCS-8104)와 정상적인 BORATION 유로(FCV-110A) 사용
    ∘VCS-8104와 FCV-110A 그리고 현장에서 수동으로 VCS-8439를 OPEN하는 경우
    ∘RWST로부터 주입
      → RWST → LCV-112C (또는 VCS-8431)을 OPEN

5. 원자로냉각재 펌프

∙열전달(원자로냉각재를 증기발생기로 순환)
∙원자로냉각재 가열
∙동적배기 유동원
∙가압기 살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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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RCP 단면도



- 54 -

그림 63. RCP 밀봉장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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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RCP Standpipe 및 배관배열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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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어봉 제어 계통

가. 기능

∙제어봉구동기구 동작
∙수동 및 자동제어로 제어봉의 속도 제어
∙Tavg와 Tref가 ±1.9 ℃(3.5 ℉) 이내로 유지하도록 원자로 반응도 조절

그림 65. 제어봉 제어 개략도

(1) 구성

∙제어뱅크(Control Bank) 4개, 정지뱅크(Shutdown Bank) 2개
∙논리함(Logic Cabinet)
  - 아날로그 신호(제어봉 속도)를 펄스신호로 변환
  - 제어봉 군 선택 스위치/경보 리셋 누름단추/삽입-인출 레버(제어봉 조종간)/제어봉 긴
급 및 비긴급 신호와 연결
  - 동작될 제어봉 뱅크 및 그룹 선택
  - 전력함에 전류명령 신호 제공
  ∘Pulser & Oscillator(펄서 및 발진기)
  ∘Master Cycler(주순서지시기)
  ∘Slave Cycler(부순서지시기)
  ∘Bank Overlap Unit
  ∘Supervisory Buffer Memory &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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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함(Power Cabinet)
  - 제어봉 구동장치에 직류전류 공급
∙직류전압 유지함(DC Hold Cabinet)
  - 전력함의 정비 시 제어봉 낙하방지

(2) 제어봉제어 방법

∙제어계통 제어신호 ⇒ 논리함 ⇒ 전력함 ⇒ 제어봉 구동기구 코일

(3) 주제어반(MCB)의 각종 제어기기

∙제어봉 군 선택 스위치
  - 자동(A)
  - 수동(M)
  - Shutdown Bank A, B
  - Control Bank A, B, C, D
∙스텝 계수기(Step Counter)
  - 제어봉 위치 요구 신호 표시
  - 수량 : 9개(제어용 : 6개, 정지용 : 3개)
∙삽입-인출 레버 및 지시등
  - 제어봉 삽입/인출 및 이동시 방향 표시
∙기동용(Start Up) 누름단추
  - 스텝 계수기 : “000”으로 원상복귀
  - Bank Overlap Counter 원상복귀
  - 제어봉 위치지시계통의 모든 P-A 변환기의 원상복귀
  - 모든 내부 기억회로 및 경보회로 원상복귀
  - Slave Cycler 및 Master Cycler의 Counter 원상복귀
∙경보 리셋(Alarm Reset)누름단추
  - 제어봉 제어게통의 모든 경보 원상복귀
∙올림 코일 차단 스위치(Lift Coil Disconnect SW)
  - 낙하된 제어봉의 원상복귀시 사용
  - 낙하된 제어봉이 속한 Bank의 모든 제어봉들의 올림코일들을 분리(낙하된 제어봉의 
올림코일 제외)시켜 낙하된 제어봉을 낙하전의 위치로 인출

나. M-G Set

(1) 구성

∙자동 전압조정기가 부착된 2대의 전동기와 발전기 및 부속설비

(2) 기능

∙제어봉 제어계통(CRDM)에 전원을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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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기기

∙M-G Set의 전동기
∙M-G Set의 발전기
∙플라이휠
∙여자기
∙교류전원계통
  -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은 정류기를 거쳐 직류전원 바뀌어 Rx Trip Breaker를 통해 

CRDM에 공급

∙M-G Set 조작반의 스위치
  - 발전기 차단기
  - 모터 차단기
  - 전압 조정기
  - 전류계 선택 스위치
  - 전압계 선택 스위치
  - 발전기 동기 스위치
  - 발전기 접지 스위치
  - 접지 보호 계전기

7. 화학 및 체적제어계통

가. 기능

∙RCS 충수, 배수 및 수압시험 조건 제공
∙PZR내 계획된 수위 유지 - 냉각재 재고량 확보
∙냉각재 수질개선, 방사능 준위, 붕소농도조절
∙RCP 밀봉주입수 공급
∙부족한 냉각재(누설량) 보충
∙RCS를 저온상태에서 가압하기 위한 가압수 공급
∙RCS Flow Balance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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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CVCS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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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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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CVCS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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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화학 및 체적제어 계통(붕산 희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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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 CVCS Make-up 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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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FLOW DIAGRAM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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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FLOW DIAGRAM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그림 73. 충전 및 보조살수 계통의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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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FLOW DIAGRAM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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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FLOW DIAGRAM CHEMICAL AND VOLUME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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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6. 붕산증발기 계통도(P &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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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VCS 구성기기

(1) 유출 및 충전

∙L/D Isol Valve(LCV-427/428)
  -가압기 최소 수위유지 → 18.3%에서 L/D 차단

∙Regenerative Hx
  - RCS 고온 유출수 냉각 → 유출수 배관 내 기포형성 방지
  - RCS 저온 충전수 가열 → 충전수 배관 열충격 방지 및 노심반응도 변화 억제
∙L/D Orifice
  - RCS 화학제어를 위한 유출수를 CVCS의 운전조건에 맞도록 감압
  - RCS Pr. 2235 psig → 300～400 psig 까지 감압
  - 유출수 유량제어가 가능하도록 3개의 오리피스가 병렬로 설치
    → 용량은 각각 40/40/80 gpm이며 정상운전시 40 gpm으로 운전

∙L/D Orifice Isol. Valve(VCS-8149 A/B/C)
  - 오리피스 후단에 설치(운전 중인 오리피스만 개방 유지)
  - 연동
  - 가압기 수위와 연동 → 18.3%에서 자동 차단되어 냉각재 고갈 방지
    → L/D Orifice Isol. Valve 먼저 차단되어야 L/D Isol Valve 차단
  - L/D Isol Valve와 연동 → L/D Isol Valve가 먼저 Open되어야 L/D Orifice Isol Valve

가 Open(유출관 내부 기포생성 방지)

∙L/D Hx
  - 탈염기내 수지(resin) 보호를 위해 유출수 냉각
  - RCP 밀봉수 냉각

∙L/D Pr. Control Valve(PCV-135)
  - 정상운전 중 L/D Orifice Back Pr 유지(약 20bar) → 유출수가 오리피스를 지나면서 

갑자기 증기화하는 것을 방지(증기 발생시 오리피스에 침식 발생)
  - 가압기 만수위 운전시 RCS 압력 유지(Fail Open)

∙L/D Temp Divert Valve(TCV-145)
  - L/D Hx 후단 온도가 57.8℃시 탈염기를 우회하여 VCT로 직접 유입(수지 보호)
  - 수지는 60℃이상 시 손상(Valve Fail 시 VCT로 유로 변경)

∙탈염기
  - Mixed Bed(혼상 탈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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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력운전 중 전도도 값의 급격한 변동 시 정화
  - RCS 현탁고형물 제거 및 부식생성물(여과)/분열생성물 제거(이온교환), 불순물 정화

  -Cation Bed(양이온 탈염기)
   - Li 농도 감소(RCS 내 pH 제어)
   - Cs, Rb, Mo, Yt 등 양이온 제거 → 연료의 1% 손상 시 RCS Cs 농도를 1.0 μCi/cc 

이하로 유지

∙ RC Filter
  - 최대 유출유량 허용 → 유출수내 입자, 탈염기에서 유출된 수지 여과(수질정화 및 부

식방지)
  - LCV-112A
  - VCT 60%에서 Hold Up Tank로 Divert

∙VCT
  - 부하변동 시 PZR에 의해 수용되지 않는 RCS 체적에 의한 완충능력 제공
  - RCS 용존수소농도를 25～50 cc/kg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소공급
  - 충전펌프 유효흡입수두 제공
  - RCS에 녹아 있는 가스 (비응축성 및 분열가스)를 GDT로 제거하는데 사용
  - RCP #1 밀봉누출수에 배압을 형성시켜 누출수량 제어
  - 수소 가압
   → RCS 온도가 121.12 ℃(250 ℉) 이상 시 냉각재 용존산소 제거
   → 상기 온도 이하 시 Hydrazine 주입
   →온도가 높으면 Hydrazine이 암모니아와 질소로 분해되고 암모니아수를 만들기 때문
  -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여 중성인 물을 만들어 산화부식 방지
  - 핵연료교체를 위한 정지 시 질소를 가압하여 RCS 배기

∙Charging Pump
  - 가압기 수위제어
  - RCP 밀봉주입수 공급
  - RCS 수압시험조건 제공

∙BAT
  - 수위 연동
   → 94% : Hi 경보
   → 40% : Lo 경보
  - RHR → CVCS Letdown Line
  - RCS 압력이 낮아 L/D 형성불가 시 RHR 출구압을 이용하여 L/D을 형성시켜 저압에서

도 RCS 수질정화(저온정지상태 시)
  - 가압기 만수위 상태에서 RCS 압력제어
  - 원자로 가열 시 유출수 오리피스를 통한 유량형성이 어려워 오리피스를 우회하는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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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압력 Surge시 방출유로 제공
  - 충전펌프 출구배관 압력완충기
  ∘출구압력 강하를 6psig 이하로 제한
  ∘맥동압력 저감화로 배관 및 펌프 출구측 내장품에 대한 충격완화

∙RCP Seal Injection System
  - Seal Injection Filter
   ∘밀봉면 손상방지를 위한 주입수내 입자 제거
  - RCP Stand Pipe
   ∘#2 Seal Leak-Off 배압 제공
   ∘회전축 누설냉각재량 억제
  - Seal Return Hx
   ∘#1 Seal Leak-Off 냉각

∙Excess L/D System
 - 정상 유출수계통 사용불가 시 L/D 기능 제공(20gpm)
 - RCP 밀봉주입수 온도 유지
 - PZR 수위가 증가되고 냉각재 유출량이 적을 때 추가로 냉각재 유출을 도와주기 위해 

냉각재 과잉유출 운전 시 사용

다. 보충계통 운전모드

(1) 구성기기

∙모드 선택 스위치
    Auto - Manual - Boration - Dilution - Alt Dilution - Stop
∙보충제어 스위치
    Stop - Neutral - Start
∙붕산수 유량제어기(HC-110)
    FCV-110A를 조절하여 10 gpm 유지
∙순수 유량제어기(HC-111)
    FCV-111A를 조절하여 Auto 시 0～70 gpm, Manual 시 220 gpm 조절
∙붕산수 적산유량계
∙순수 적산유량계

(2) 운전모드의 기능

∙자동(Auto)
   - 미리 설정된 비율(RCS와 같은 붕소농도)로 붕산수와 순수를 VCT에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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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CT 수위가 40%가 되면 자동으로 보충을 시작하여 55%가 되면 정지
   - 자동모드 시 모드선택 스위치는 자동위치, 보충제어 스위치는 기동위치
   - 혼합기(Blender)에서 붕산수와 순수가 혼합된 보충수는 VCT의 출구인 충전펌프 입구

헤더로 바로 주입

∙수동(Manual)
   - 붕소주입 또는 붕소희석 등 어떠한 형태의 운전도 가능한 모드
   - 해당 밸브들을 수동으로 개폐하여 원하는 유로로 보충 실시

∙붕소주입(Boration)
   - RCS 붕소농도를 증가 시 사용
   - RCS 붕소농도를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붕소주입량을 결정하여 붕산 적산유량계에 설

정하고 모드를 선택한 후 제어스위치를 기동하면 붕소주입 실시 
   - 붕소주입모드에서 보충수는 충전펌프의 입구헤더로 공급
 
∙붕소희석(Dilution)
   - RCS 붕소농도를 감소 시 사용
   - RCS 붕소농도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순수량을 순수 적산유량계에 설정하고 제어스

위치를 기동하면 설정된 양의 순수가 혼합기를 거친 후 VCT의 입구측으로 주입

∙긴급붕소희석(Alternate Dilution)
   - 붕소희석모드보다 더 빨리 붕소를 희석 시 사용하는 모드로 출력변화가 클 때 사용
   - 혼합기를 거친 순수가 VCT의 입구측은 물론 충전펌프 입구헤더측으로도 공급

∙정지(Stop)
   - VCT 수위에 관계없이 모든 보충운전이 중단

라. 긴급 붕산주입(Emergency Boration)

(1) 목적

   - 긴급 붕산주입이 필요 시 RCS의 붕산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켜 발전소의 충분한 정지
여유도 확보 및 안전운전을 도모

(2) 시기

   - 제어봉이 최저 삽입한계 이하로 삽입 시
   - 원자로 비상정지나 정상적인 정지 후 제어봉이 1개 이상 삽입되지 않았을 때
   - SI 계통의 동작이 요구되지 않으면서 제어불능의 RCS 냉각 시
   - 아래와 같은 설명 불가 및 제어불능 반응도 증가로 출력상승 시

▪ 제어봉의 비정상적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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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S 온도 또는 원자로 출력증가

▪ 정지 후 중성자속 준위 계속 증가

▪ RCS내 붕소농도 감소로 정지여유도(SDM)가 감소 시

(3) 방법

   - 긴급 붕산주입 공급밸브(MOV-8104) → FI-113 → 충전펌프 입구로 공급
    ▪ MOV-8104 수동 Open
    ▪ 붕산이송펌프 속도를 저속에서 고속으로 전환
    ▪ 필요 시 충전펌프 속도를 수동으로 놓고 속도 증가
    ▪ 붕산주입 진행 시 제어봉 인출/Tavg/중성자속 준위 감소/긴급 붕산주입유량/PZR 수

위증가 확인

   - 긴급 붕산주입 공급밸브(MOV-8104) → FCV-110A → 혼합기를 거쳐 공급
    ▪ MOV-8104 수동 Open
    ▪ FCV-110A Open
    ▪ FCV-110B Open

   - 긴급 붕산주입 공급밸브(MOV-8104) → FCV-110A → VCS-8439를  거쳐 공급
    ▪ MOV-8104 수동 Open
    ▪ FCV-110A Open
    ▪ VCS-8439 Open

   - RWST → LCV-112C 또는 우회밸브(VCS-8481)를 통해 공급
    ▪ LCV-112C 또는 현장에서 VCS-8481 Open
    ▪ LCV-112B Close(필요 시 충전펌프 수동 전환하여 충전 유량 증가)

(4) 관련 펌프

   - 붕산 이송 펌프(Boric Acid Transfer Pump)
    ▪ BAT로부터 21000 ppm(12 w/o)의 붕산수를 충전펌프 입구에 공급
   - 보충수 펌프(Primary Makeup Pump)
   ▪ PM Tank로부터 탈염수를 VCT 및 충전펌프 입구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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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붕소회수계통

가. 기능

∙유출 냉각재의 단기 저장 및 공급

∙유출냉각재를 증류수와 고농도 붕산수로 분리 회수

∙폐기물 처리계통의 부하경감

그림 77. 붕산증발기 개략도

9. 주급수계통

가. 기능

∙급수공급
∙급수예열, 열효율 증대

복수계통으로부터 급수를 공급받아 증기발생기가 요구하는 가압수(221 ℃, 80 kg/cm2 상
태에서 7548009 lb/hr) 공급해 주며, 가열기를 통하여 급수를 예열시켜 발전소 열효율을 증
대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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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9. 고리 1호기 급수계통도 (개략도) 

그림 78. 고리 1호기 주급수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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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 고리 1호기 급수계통도 (P & ID 요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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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1. 주급수 제어밸브 ACS/DCS Contro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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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 주급수 우회조절밸브 ACS / DCS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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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3. DCS MAIN 화면(Kori-1)

그림 84. DCS MAIN FUNCTION DWG.(Kor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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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 DCS BYPASS FUNCTION DWG.(Kori-1)

그림 86. DCS S/G A MFCV LOOP FUNCTION DWG.(Kor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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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7. 증기발생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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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8. 주급수 조절밸브 구동회로 구성도

중   간   값     선   택

LT 517 LT 518 LT 519

44.2 % 0 % 44.5 %

제어  신호

44.2 %(LT 517)

그림 89. 증기 발생기 수위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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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수  신  호

FLOW  CALCULATION

FCBV MFCV PF PS

FWC

FT 510 FT 511 SELECT   FW

그림 90. 증기발생기 급수유량

증  기   신  호

FLOW  CALCULATION

STM DUMP V/V 개도 터빈  충동실  압력

FSC

FT 512 FT 513 SELECT FS

그림 91. 증기발생기 증기유량

나. 구성기기

∙탈기기저장탱크
∙급수승압펌프(50%×3대)
∙5번 급수가열기(XHX-5A/B)
∙6번 급수가열기(XHX-6A/B)
∙주급수펌프(50%×3대)
∙밸브
∙관련배관
∙제어 및 지시계통

다. 계통요약

∙복수계통으로부터 탈기기저장탱크에 급수가 공급된다.
∙급수승압펌프가 탈기기저장탱크로부터 급수를 받아 주급수 펌프가 필요로 하는 흡입수두 

이상으로 승압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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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번호 명칭
LT-461 증기발생기 A 수위
LT-462 증기발생기 A 수위
LT-463 증기발생기 A 수위
LT-471 증기발생기 B 수위
LT-472 증기발생기 B 수위
LT-473 증기발생기 B 수위

채널번호 명칭
FT-466 증기발생기 A 급수유량
FT-467 증기발생기 A 급수유량
FT-476 증기발생기 B 급수유량
FT-477 증기발생기 B 급수유량

채널번호 명칭
PS-3132 주급수펌프 A 입구압력
PS-3133 주급수펌프 B 입구압력
PS-3134 주급수펌프 C 입구압력
PB-3135 주급수펌프 A 입구압력
PB-3136 주급수펌프 B 입구압력
PB-3137 주급수펌프 C 입구압력

∙5번 급수가열기을 통해 급수가 가열된다.
∙주급수 펌프에 의해 충분한 압력으로 가압된다.
∙6번 급수가열기에 의해 최종적으로 급수가 가열된다.
∙주급수 제어밸브(FCV-466/476/480/481)을 통해 증기발생기에 급수가 공급된다.
∙주급수차단밸브(VFW-70A/B) 후단에 보조급수공급배관이 연결되어 필요시 보조급수계

통을 통하여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한다.
∙보조급수 공급 연결관과 CV 관통부 사이에 화학약품 공급관 연결

라. 제어 및 지시계통

(1) 증기발생기

∙수위

∙급수유량

(2) 주급수펌프

∙입구압력



- 84 -

채널번호 명칭
FIS-3126 주급수펌프 A 입구유량
FIS-3127 주급수펌프 B 입구유량
FIS-3128 주급수펌프 C 입구유량
FIS-3175 주급수펌프 A 입구유량
FIS-3176 주급수펌프 B 입구유량
FIS-3177 주급수펌프 C 입구유량

채널번호 명칭
PS-70A 주급수펌프 A 윤활유 압력

PS-70A-1 주급수펌프 A 윤활유 압력
PS-70B 주급수펌프 B 윤활유 압력

PS-70B-1 주급수펌프 B 윤활유 압력
PS-70C 주급수펌프 C 윤활유 압력

PS-70C-1 주급수펌프 C 윤활유 압력
PS-71A 주급수펌프 A 윤활유 압력
PS-71B 주급수펌프 B 윤활유 압력
PS-71C 주급수펌프 C 윤활유 압력

채널번호 명칭
TIS-3166A 주급수펌프 A 베어링 온도
TIS-3166B 주급수펌프 A 베어링 온도
TIS-3167A 주급수펌프 A 베어링 온도
TIS-3167B 주급수펌프 A 베어링 온도
TIS-3168 주급수펌프 A 베어링 온도

TIS-3169A 주급수펌프 B 베어링 온도
TIS-3169B 주급수펌프 B 베어링 온도
TIS-3170A 주급수펌프 B 베어링 온도
TIS-3170B 주급수펌프 B 베어링 온도
TIS-3171 주급수펌프 B 베어링 온도

TIS-3172A 주급수펌프 C 베어링 온도
TIS-3172B 주급수펌프 C 베어링 온도
TIS-3173A 주급수펌프 C 베어링 온도
TIS-3173B 주급수펌프 C 베어링 온도
TIS-3174 주급수펌프 C 베어링 온도

∙유량

∙윤활유 압력

∙베어링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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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번호 명칭
FIS-3107 주급수승압펌프 A 출구유량
FIS-3108 주급수승압펌프 B 출구유량
FIS-3109 주급수승압펌프 C 출구유량

채널번호 명칭
DPIS-3107 주급수승압펌프 A 입구걸름망 차압
DPIS-3108 주급수승압펌프 B 입구걸름망 차압
DPIS-3109 주급수승압펌프 C 입구걸름망 차압

펌프 A 펌프 B 펌프 C
PS-83127A PS-83127B PS-83127C
PS-83128A PS-83128B PS-83128C
PS-83129A PS-83129B PS-83129C
PS-83125A PS-83125B PS-83125C
PS-83130A PS-83130B PS-83130C
PS-83126A PS-83126B PS-83126C

채널번호 명칭
LC-4781 밀봉탱크 수위

LC-4782 밀봉탱크 수위

LS-4782A 밀봉탱크 수위

LS-4782B 밀봉탱크 수위

LS-4782C 밀봉탱크 수위

채널번호 명칭
PS-4789 펌프 B 입구압력

PS-4790 펌프 B 출구압력

PS-4791 펌프 A 입구압력

PS-4792 펌프 A 출구압력

(3) 급수승압펌프

∙유량

∙입구걸름망 차압

∙윤활유 압력

(4) 밀봉탱크 수위

(5) 밀봉수펌프 입출구 압력

마. 주급수 승압펌프(XPP-7A/7B/7C)

(1)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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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 고리 1호기 주급수 승압펌프 윤활유 계통 도면

∙탈기기에서 급수를 흡입하여 모든 조건에서 주급수펌프의 흡입수두를 높여 주기 위해 적
합한 압력으로 급수를 승압

바. 주급수 펌프(XPP-32A/B/C)

(1) 기능

∙전출력 급수유량을 3대 중 2대로 감당

(2) 개요

∙MCR에서 자동기동 가능
∙역류로부터 펌프 보호(역지밸브, 압력보호밸브)
∙고속펌프는 요구된 펌프의 특성을 고려한 전동기의 일정한 속도를 기어 변속을 통하여 구

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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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급수 제어밸브

(1) 기능

∙주급수 유량 조절

(2) 개요

∙MCR Controller

그림 93. MFCV AUTO TRANSFER DWG.(Kor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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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Mode

PositionPosition
NormalNormal

F(x)F(x)

OutputOutput

TransferTransfer
Sig. OFFSig. OFF

AA BB

Reset

I/PI/P
22

PIPI

A/MA/M

PIPI

SS

22

II II

I/PI/P
11

11

VV

VPTVPT

MDC

Output

Main LoopBack-up Loop

Emergency B/U

그림 94. MFCV AUTO TRANSFER D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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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5. 주급수 우회제어밸브 ACS/DCS Contro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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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증기 계통

가. 기능

∙ S/G에서 생성된 포화증기를 터빈에 이송
∙ 기동 및 정지 시 증기압력 제어수단 제공
∙ 과압으로부터 S/G 보호기능 제공
∙ 보조계통에 증기공급
∙ 주증기관 파열 사고 시 제어불능의 증기유량 제한
∙ S/G 관파열 사고 시 1차 측 냉각재 누설량 제한
∙ 주증기관 내 응축수 제거기능 제공

다음 계통에 증기공급

 - 증기덤프계통
 -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
 - 증기분사 공기추출기
 - MSR 2단재열기
 - 터빈축 밀봉증기계통
 - 보조증기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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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7. GOV V/V 유압 계통도면

그림 96. STOP V/V 유압 계통도면



- 92 -

그림 98. 글랜드 밀봉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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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제   어   반

Control

Module

G.V.O.L &

Droop Bin

Sequence

Bin

On Load

Test

Module

CCDM 1

CCDM 2

CCDM 3

V.C.M

HP S/V 1,2,3,4

HP G/V 1,2,3,4

LP G/V All

U / A

Run Up

Module

Protection

Bin

V.C.M
LP S/V All

Unitised
Actuator

Alarm
Module

운   전   제   어   반

Load
Raise/Lower

G.V.O.L
Raise/Lower

Bias
Apply/Remove

On Load
Test

CCAM 1

CCAM 2

CCAM 3

NRG SPU

Run Back G.V.O.L

Arming Bin

M.C.R
경보창TBN Trip

ARM / EXERCISETarget Speed

Run Up ARM / EXERCISE Protection

WRG SPU

그림 99. 터빈 가버너 계통 구성도 (가버너 입출력 신호 체계)

나. 주증기 조건

∙출력 0%에서 286 ℃(547 ℉)/70.65 kg/cm2 (1005 psig)
∙출력 100%에서 267 ℃(513 ℉)/52.7 kg/cm2 (750 p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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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SIV(VMS-20A/B)

(1) 기능

∙MSIV 후단에서 증기관 파열 사고 시 모든 S/G의 증기방출 방지
∙S/G 세관 파단 사고 시 2차계통 및 환경으로의 방사선 오염 최소화
∙격납용기 외부 MSIV 상류 측 증기관 파열 사고 시 해당 S/G 외에서 증기방출 방지
∙격납용기 내부 MSIV 상류 측 증기관 파열 사고 시 해당 S/G 외에서 증기방출 방지 및 

격납용기 내 압력상승 제한
∙증기관 파열 시 노심 과냉각 방지

  주증기 차단밸브 후단 또는 격납용기 내에서 증기관이 파열되었을 때 증기방출을 제한함
으로써 RCS 과냉 방지, 격납용기의 압력 상승 방지

그림 100. 주증기 차단밸브의 구조
(2) 비상차단 Solenoid 밸브(VMS-153A/B, 154A/B, 156A/B)

(3) 주증기 차단밸브 우회밸브(VMS-152A/B)

∙기능
  - 주증기관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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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MS-1A/B VMS-2A/B VMS-3A/B VMS-4A/B VMS-5A/B
열림 설정치 74.12 bar 75.01 bar 75.98 bar 76.88 bar 77.84 bar

오리피스 Size 16.0 in2 16.0 in2 16.0 in2 16.0 in2 16.0 in2

(4) 압력보호 방출밸브(PORV, IPV-3066/3067)

∙기능
  - 원자로 정지 후 증기덤프계통이 차단 시 RCS 온도를 무부하 온도 상태로 유지
  - PORV를 이용하여 1차 계통 냉각 시 1차 계통의 냉각률이 기술지침서의 기준치 초과 

금지

(5) 안전밸브(VMS-1A/B, 2A/B, 3A/B, 4A/B, 5A/B)

  - 각 증기관에 5개가 설치

(1) 기능

  - 스프링 하중에 의해 주증기관의 과압 방지

  밸브 개방 설정치 : 1075/1088/1102/1115/1129 psig

▪ 안전밸브 열림 설정치

(6) 증기발생기 압력방출밸브(IPV-3066, 3067)

(7) 습분분리기(MSR)

  - 1단 재열기 추기차단밸브(VSE-1A/1B)
  - 2단 재열기 주증기차단밸브(VMS-22A/B 및 VMS-26A/B)
  - 1단 재열기 배수탱크(XTK-28A/B)
  - 2단 재열기 정화 및 예열밸브(VMS-97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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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번호 명 칭 기 능
PT-468 증기발생기 A 압력 저 압력경보
PT-469 증기발생기 A 압력 안전주입 신호입력
PT-482 증기발생기 A 압력 안전주입 신호입력
PS-3066 증기발생기 A 압력 증기발생기 A 압력방출밸브개방
PIC-3066 증기발생기 A 압력 증기발생기 A 압력방출밸브제어
PT-478 증기발생기 B 압력 저 압력경보
PT-479 증기발생기 B 압력 안전주입 신호입력
PT-483 증기발생기 B 압력 안전주입 신호입력
PS-3067 증기발생기 B 압력 증기발생기 B 압력방출밸브개방
PIC-3067 증기발생기 B 압력 증기발생기 B 압력방출밸브제어
PS-3063 TBN구동 보조급수펌프 공급

주증기 압력 저압력 경보
PT-484 주증기 헤더 압력 증기 덤프 제어기 입력(@STM PR 

Mode)
PT-485 터빈 충동단 압력

보호연동(P-13) 신호
제어연동(C-5) 신호
제어봉제어계통 입력

PT-486 터빈 충동단 압력
보호연동(P-13) 신호
제어연동(C-7) 신호
제어연동(C-7) 신호

채널번호 명 칭 기 능

FT-464
증기발생기 A 증기유량

고고 증기유량+SI일 때 주증기관 
격리
고유량+SI+Lo-Lo Tavg일 때 
주증기관 격리

FT-465
S/G 저수위에서 증기유량-급수유량이 
설정치 초과 시 원자로 정지
증기유량-급수유량 편차 고 경보
고-고 증기유량 경보

FT-474
증기발생기 B 증기유량

고고 증기유량+SI일 때 주증기관 
격리
고유량+SI+Lo-Lo Tavg일 때 
주증기관 격리

FT-475
S/G 저수위에서 증기유량-급수유량이 
설정치 초과 시 원자로 정지
증기유량-급수유량 편차 고 경보
고-고 증기유량 경보

라. 주증기계통 계측 및 연동 설정

∙증기압력

∙증기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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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번호 명 칭 기 능
LS-3084

고압 TBN 배기관 배수포트 수
위

배수밸브 개방 및 고 수위 경보LS-3085
LS-3086 배수밸브 차단 LS-3087
LS-3088 증기 덤프관 배수포트 수위 배수밸브 개방 및 고 수위 경보
LS-3089 배수밸브 차단 

그림 101. DUMP V/V SOL 동작 도면

∙응축수 수위

11. 증기덤프계통

가. 기능

∙터빈부하 급감발 또는 단락 시 원자로에서 생성되는 열제거
∙발전소 기동 시 인위적인 부하를 제공
∙발전소 정지 시 증기덤프와 급수공급의 병행으로 RCS의 축적 에너지를 제거, S/G의 안전

밸브를 열지 않고도 발전소를 무부하 평형상태로 안정
∙발전소 정지 후 수동으로 제어하여 RCS를 RHR 계통으로 냉각할 수 있는 고온정지 상태

까지 냉각

40% 용량의 증기를 복수기로 우회시킴으로써, 제어봉제어게통의 10% 제어능력을 포함해 
50%의 부하감발을 원자로 정지, 또는 대기로의 증기방출 없이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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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고리 1호기 증기덤프 논리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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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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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 COOLDOWN 

DUMP VALVES

그림 103. 고리 1호기 증기덤프 논리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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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주제어실 상태등

나. 증기덤프계통 제어

∙정상운전 동안 부하변동 시 [Tavg Mode]
  - Tavg와 Tref(TBN 1단 압력)를 비교하여 온도편차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증기덤프계통

이 운전됨
∙원자로 정지 시 [STM Pr Mode]
  - 원자로 정지 시는 압력제어방식으로 전환하여 주증기압력을 무부하 압력[69.3 

bar(1005 psig)]으로 유지
  - 제어신호 : 증기모관 압력제어기(HC-484)의 압력 설정치와 주증기 모관 압력
  - 주증기모관 압력이 증기모관 압력제어기(HC-484)의 설정치 이상이 되면 편차신호에 

비례하는 동작신호가 발생되어 덤프밸브를 작동시킴
∙연동 신호

- C-9 (Condenser Available Signal)

복수기에 진공이 유지되어 복수기로 중기덤프가 허용되는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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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1호기
순환수 펌프 1대 이상(총 4대)
복수기 진공 -860 mbar 이상
TBN Speed 없음

  - P-12 (Lo-Lo Tavg STM Dump Block)
  ∘설정치 : 283.8 ℃
  ∘RCS 온도가 283.8 ℃ 이하로 감소하면 증기덤프를 차단함
  ∘RCS 냉각 시 Interlock Selector Switch를 “Bypass” 위치로 전환하면 냉각용 증기덤프 

밸브인 IPV-484A/D를 이용하여 RCS 계속 냉각 가능

∙C-7 (Load Rejection Signal)

  - 발생원 : PT-486
  - 터빈부하감발 신호로서 Step Change 10%, Ramp Change 5%/min 이상 감소 시 발생

하며 증기덤프 차단신호를 해제하여 증기덤프 가능상태가 됨
   ∘ 증기덤프 발생 후 계통 안정 시 (C-7 신호제거) 수동으로 Reset
   ∘ 차단해제(Unblock) 되어 있는 증기덤프밸브 → 차단(Block) 상태로 전환됨
   ∘ C-7 신호존재 상태에서 수동으로 Reset하여도 증기덤프밸브를 Block 시킬 수 없음
  - 증기덤프 허용신호
   ∘정상운전 중 증기덤프신호는 Block 되어 있음
   ∘증기덤프 허용신호 Block 해제 조건 : C-9 신호가 있는 상태에서 C-7 신호 혹는 

STM Pr. Mode 신호가 들어오면 증기덤프 차단신호는 해제되며, 이 때 MCR 상태등 
(STM DUMP COOL DN SOL MODULATE ALERT) 두 개가 점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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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DEAD
BAND

Hi-1 Hi-2
BANK 1 BANK 2

호 기 제어장치 온도차 작동밸브 온도차 작동밸브

K-1

Load 
Rejection 
Controller

2.22 ℃ 4.61 ℃
IPV-484A

7.11 ℃
IPV-484B

IPV-484C IPV-484E
IPV-484D IPV-484F

TBN 
Trip 

Controller
0 ℃ 7.5 ℃

IPV-484A
14.28 ℃

IPV-484B
IPV-484C IPV-484E
IPV-484D IPV-484F

  - 증기덤프밸브 Trip Open Signal

  - Tavg Mode에서만 작동 : Tavg-Tref 온도차에 의해 바이스테이블이 동작하여 관련 
밸브를 개방시키는 신호 발생

  - 기계적 작동원리
   ∘ Trip Open Solenoid V/V에 의해 I/P Converter - Positioner - P/P Converter로 연

결되는 제어 Line이 차단되고 제어공기가 P/P Converter로 직접 연결되어 밸브 개방 

그림 105. 증기 덤프밸브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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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성기기 및 기능

∙제어 스위치
  - STM Dump Interlock Selector Switch (2개)

∙ON
  - 정상운전 중 선택
  - 부하감발신호(C-7)가 발생하거나 STM Pr Mode 위치에 놓으면 증기덤프차단 신호가 
해제되어 복수기로의 증기덤프가 가능한 상태가 됨
  - P-12 (Lo-Lo Tavg STM Dump Block)가 발생하면 증기덤프 밸브는 Block 됨

∙OFF/RESET
  - 모든 조건에서 증기덤프신호 차단
  - 증기덤프신호 차단 시 : 제어연동 스위치 2개중 1개만 조작해도 가능함
  - Lo Lo Tavg Bypass Interlock Reset 시 : 제어연동 스위치 2개 모두 조작
   ∘Bypass Interlock
  - RCS를 Lo-Lo Tavg (283.9 ℃)이하로 냉각시키고자 할 경우 사용하며 이때는 C-9이 

만족되어야만 덤프가 가능함
  - 냉각용 증기덤프밸브인 IPV-484A, D만 동작됨(스위치는 스프링 힘으로 “ON” 위치로 

복귀)
  - Tavg가 복귀 (283.8 ℃ 이상)되거나 제어 스위치를 “OFF” 위치에 놓으면 “Bypass 

Interlock”이 Reset되고 덤프는 정지됨

∙Control Mode Selector Switch
  - Tavg Mode (두 가지 제어기가 사용됨)
   ∘ 부하상실 제어기(Load Rejection Controller, C-7)
    비교 최대 Tavg (Auct Tavg)와 기준온도(Tref, PT-486)를 비교하여 오차 신호발

생
    부하감발신호(C-7) 작동 시 증기덤프 제어
    작동원리
     - 터빈출력 감소 시 Tref 감소 → C-7 신호 발생
     - Auct Tavg 와 Tref 편차 발생 → 제어기의 불감대(Dead Band, 2.22 ℃) 이상이면 

온도편차에 비례하여 덤프밸브가 열림
      - 온도 편차 Hi-1(4.61 ℃)이 되면 Bank1의 밸브 3개(IPV-484A, C, D) 모두 Full 

Open
      - 온도 편차 Hi-2(7.11 ℃)가 되면 Bank2의 밸브 3개(IPV-484B, E, F) 모두 Full 

Open
      - Tavg가 감소되어 제어봉만으로 처리될 정도로 온도편차가 줄어들면 증기덤프밸브

는 Close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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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 Trip Controller(터빈트립 증기덤프 제어)
    터빈이 트립되면 Load Rejection Controller 동작은 중지되며 TBN Trip Controller가 

제어를 담당
    제어신호 : Auct Tavg - No Load Tavg (286.11 ℃)간의 온도편차
    작동원리
     - 온도편차에 대한 Dead Band가 없음
     - 온도편차가 Hi-1(7.5 ℃)이상에서 Bank1 (IPV-484A, C, D)가 순시 개방(3초)
     - 온도편차가 Hi-2(14.28 ℃)이상에서 Bank2 (IPV-484B, E, F)가 순시 개방(3초)
     - 터빈이 트립(C-8)되면 C-7 신호도 같이 발생하여 증기덤프차단 신호가 해제

(Unblock)되어 증기덤프가 발생함

∙STM Pr. Mode
  - 발전소 기동 (15% 이하 출력), 정지 및 냉각시 사용
  - 주증기관 Cross Flow Restrictor에 있는 압력전송기(PT-484)에서 동작신호를 받아 

밸브개도 조절
  - 자동 상태에서 설정치 변경 및 수동 상태에서 수동으로 조작하여 원자로 계통을 냉각 

제어

∙Reset
  - 부하상실(C-7) 바이스테이블 원상복귀 시 사용
  - Reset 후 스프링 힘에 의해 Tavg Mode로 복귀됨

∙증기덤프밸브
  - Fail Close Type
  - 압축공기로 열리는 선형특성 밸브(Air Open-Spring Close)
  - 조절개방시간 : 5초
  - 순시개방시간 : 3초
  - Open된 밸브는 트립신호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Open
  - 트립 신호 해제 시 Tavg 신호로 제어되며 밸브개도 조절

∙주요 구성품
  - 밸브몸체와 구동장치
  - Positioner
  - STM Dump Block Solenoid Valve
  - I/P Converter
  - P/P Converter
  - Air Regulator

∙주제어실 지시
  - PI-484 : 주증기관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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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486 : 터빈 1단 압력
  - PI-485 : 터빈 1단 압력
  - IPV-484 A/B/C/D/E/F
  - STM DUMP COOL DN MODULATE ALERT
  - STM DUMP TRP OPEN SOL MODULATE ALERT

12. 추기 계통

가. 기능

∙고압 및 저압 급수가열기에 추기를 공급, 급수를 가열하여 효율 향상
∙복수기의 부하를 감소시켜 복수기 효율을 증대

그림 106. 고압터빈 추기 공급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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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저압터빈 추기 공급 개략도

나. 구성기기

(1) 역지밸브

∙설치위치 : #3, #5, #6 급수가열기, 탈기기 및 1단 재열기 추기관
∙목적 : 가열기에서 터빈 측으로 물과 증기가 역류하면 터빈 Blade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

래하므로 그 방지책으로 터빈 측으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함
  - 차단신호 : 터빈 트립 또는 Load Rejection 신호, 급수가열기 및 배수탱크 고-고 수위
   ※ Load Rejection : 부하 급감발에 의해 터빈 속도 증가율이 4.8%/초 초과 상태에서 

66msec 이상 지속될 때 동작 신호
∙차단밸브(MOV)
  - 설치위치 : #3, D/A, #5, #6 및 1단 재열기 추기
  - 목적 : 정비를 위한 가열기 차단 및 터빈으로의 물 유입 방지
  - 작동 : 터빈 트립, 가열기 및 배수탱크 고-고 수위에서 자동 닫힘, 수동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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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기 배수밸브
  - 설치위치 : 각 추기차단밸브 전단
  - 목적 : 터빈 정지 및 기동 중 추기관의 응축수를 배수하여 배관 수격현상을 방지하기 

위함
  - 작동 : 터빈 출력 15%(120MWe) 이하 자동 열림, 이상 자동 닫힘

팽창 접속부(Expansion Joint)
  - 저압 터빈에서 인출되는 모든 추기관에 설치되어 터빈과 복수기의 팽창차를 보상

추기별 공급처

∙고압터빈 3단 : #6가열기 및 MSR 1단 재열기
∙고압터빈 배기(7단) : #5 가열기
∙저압터빈 #2 3단 : 탈기기
∙저압터빈 #1 6단 : #3 가열기
∙저압터빈 #1,2 9단 : #2 가열기
∙저압터빈 #1,2 10단 : #1 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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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 기기명 차단신호
VSE-1A/B 1단 재열기 추기 차단밸브 터빈 트립, Load Rejection

배수탱크 고-고 수위 VSE-10A/B 1단 재열기 추기 역지밸브
VSE-15 급수가열기 #6 추기 차단밸브 터빈 트립, Load Rejection

급수가열기 #6 고-고 수위 VSE-16A/B 급수가열기 #6 추기 역지밸브
VSE-12 급수가열기 #5 추기 차단밸브 터빈 트립, Load Rejection

급수가열기 #5 고-고 수위 VSE-13A/B 급수가열기 #5 추기 역지밸브
VSE-5 탈기기 추기 차단밸브 터빈 트립, Load Rejection

탈기기 고-고 수위 VSE-6A/B 탈기기 추기 역지밸브
VSE-8A/B 급수가열기 #3 추기 차단밸브 터빈 트립, Load Rejection

급수가열기 #3 고-고 수위VSE-9A/B 급수가열기 #3 추기 역지밸브

VSE-61 외 17개 추기 배수밸브 터빈출력 15% 이상
(15% 이하시 자동 차단)

∙기기 및 연동

13. 터빈감시계통

가. 기능

∙터빈-발전기의 운전상태를 연속적으로 감시

∙여러 종류의 계측기로 다양하게 측정된 주요 운전변수들은 중간변환장치를

거쳐 지시, 기록, 경보제공신호 및 터빈제어와 연동신호로 사용됨

∙터빈 추력베어링 마모신호는 논리회로 구성에 의해 터빈/발전기의 직접 정

지신호로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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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Location of TBN Supervisory Equipment

그림 109. 고리 1호기 터빈 발전기 감시설비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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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 K-1 TBN THRUST BRG WEAR LOGIC

그림 110. 설비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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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 TBN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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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3. TBN TRIP LOGI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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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MOISTURE SEPERATOR 
DRAIN TANK `A` 
LEVEL HI - HI

HD 101LS1 HD 118LS HD 110LS2 HD 121LS

T

GEN STATOR WINDING
WATER FLOW LOW

GQ 007 FS1 GQ 007 FI GQ 007 FS2 GQ 007 FS3

T

MOISTURE SEPERATOR 
DRAIN TANK `B` 
LEVEL HI

HD 352LS HD 360LS HD 352LS2 HD 363LS

T

GEN STATOR WINDING
WATER TEMP HIGH

GQ 022 
TIS1

GQ 022 
TIS2

GQ 022 
TIS3

GQ 022 
TIS4

S.P 110 cm + 10sec S.P 110 cm + 10sec S.P  68 m 3 / hr  + 60sec S.P  85  ℃

T TC

LUBE OIL PR. LOW CONDENSER VACCUM LOW
ELECTRIC GOV. FAILURE

CH 1 CH 2

CH 3CO 008 PS2CO 008 PS1CO 005 PS2LO 007 PS2 CO 005 PS1LO 007 PS1LO 008 PS2LO 008 PS1

T

2/3

S.P -0.881 kg/cm 2  + 6secS.P 0.82  kg/cm 2  + 6sec

T

LP TBN Exhaust STM Temp Hi

TS 018 TY

TS 019 TY TS 021 TY

TS 020 TY

S.P  137 ℃  + 10 sec

T

T

THRUST BRG. WEAR HI

MM189 TITX MM190 TITX MM191 TITX MM192 TITX TV 017A UTX TV 017B UTX

DEFEAT
SWITCH

S.P  85 ℃  + 10 sec

Gen. H 2 Temp. Hi

S.P  ± 1.3 mm  + 6sec

그림 114. TBN TRIP LOGI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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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측정대상 및 측정방법

측정대상에 의한 분류

진동계 터빈축 진동, 터빈케이싱 진동

변위계 추력베어링 마모, 축 위치, 편심, 축받이 변위 밸브
위치

속도계 터빈회전속도, 진동위상각
출력계 발전기 출력
온도계 베어링 및 터빈/발전기주요부분의 온도

측정방범에 의한 분류

진 동 변위형, 속도형, 가속도형

변 위 가변 저항식, 전자 유도식(차동트랜스식, 와전류식)

속 도 발전기형, 펄스 출력형(전자식, 광전식)
디지털 펄스 출력형

출 력 PT-CT 결합형
온 도 측온 저항체, 열전대

나. 구성

(1) 터빈 진동 측정
   (TBN VIBRATION MEASUREMENT)
(2) 터빈 추력베어링 마모 측정
   (TBN THRUST BEARING WEAR MEASUREMENT)
(3) 터빈 축 위치 측정
   (TBN SHAFT POSITION MEASUREMENT)
(4) 터빈 축받이 변위 측정
   (TBN PEDESTAL DISPLACEMENT MEASUREMENT)
(5) 터빈 속도 측정
   (TBN SPEED MEASUREMENT)
(6) 터빈 편심 측정
   (TBN ECCENTRICITY MEASUREMENT)
(7) 터빈 진동 위상각 측정
   (TBN VIBRATION-PHASE ANGLE MEASUREMENT)
(8) 발전기 출력 측정
   (GENERATOR MW MEASUREMENT)

다.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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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윤활유 계통

가. 기능

(1) 터빈-발전기, 여자기의 베어링 윤활 및 냉각(윤활류 계통)
(2) 베어링 손상 방지, 터닝기어 전동기 토오크 감소(재킹 오일 계통)

∙터빈 윤활유 계통
(1) 터빈 및 발전기의 베어링에 윤활유 공급, 냉각 및 순환

∙재킹 오일 계통
(1) 베어링 손상 방지
(2) 고압의 윤활유를 각 베어링의 밑부분에 연결된 관을 통하여 오일을 공급함으로써 회전

자를 들어 올려 저널(Jounal)과 화이트메탈(White Metal)의 손상을 방지
(3) E.T.G 회전력(Turninig Torque) 감소

나. 구성기기의 기능

(1) 주윤활유 펌프(XPP-69, Main Oil Pump)

∙터빈-발전기 베어링에 오일 공급
∙발전기 밀봉유계통에 이상이 있을 때 보조용으로 오일 공급
∙정상 운전 시에 주 윤활유 제트펌프로부터 흡입수두를 제공받음
∙기동  시에는 교류전동기로 구동되는 윤활유 펌프에 의해 공급받음
∙터빈 회전수 1400 rpm 이상 : 주 윤활유 펌프가 윤활유 공급
∙터빈 회전수 1400 rpm 이하 : 교류전동기 윤활유 펌프가 윤활유 공급

(2) 주 윤활유 탱크(XTK-55, Main Oil Tank)

(3) 주 윤활유 제트펌프(XPP-74, Main Oil Jet Pump) : 2대가 병렬 연결

∙정상 운전 시에 주 윤활유 펌프의 흡입을 제공

(4) 윤활유 제트펌프(XPP-75, Lubricating Oil Jet Pump) : 2대가 병렬 연결

∙윤활유계통에 윤활유 공급

(5) 교류전동기 윤활유펌프(XPP-70, A.C. Standby Pump)

∙터빈-발전기 가속 시나 감속 시 주 윤활유펌프가 충분한 윤활유를 공급할 수 없을 때 윤
활유 공급

∙정상 운전 중 윤활유 압력이 13.5 psig(0.95 kg/cm2)이하로 떨어지면 교류전동기 윤활유
펌프가 자동 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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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직류전동기 윤활유펌프(XPP-71, D.C. Emergency Pump)

∙축전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구동되며 교류전동기 윤활유펌프를 보조
∙계통의 윤활유 압력이 10 psig(0.7 kg/cm2)로 떨어지면 자동 기동

(7) 주 유활유탱크 증기추출기(XFN-69, Vapour Extractor)

∙주 윤활유탱크에서 윤활유증기를 뽑아내어 약간의 진공 형성
∙베어링 페데스탈(Pedestal)에도 진공이 형성되도록 하여 유활유가 글랜드 밀봉유계통을 

통해 응축수로 오염됨을 방지

(8) 윤활유냉각기(XHX-34, Duty Oil Coolers) : 정상운전 시 3대 중 2대 운전

∙냉각수는 복수기 옆에 설치된 보조냉각수열교환기(XHX-7A/B/C/D)와 보조냉각수펌프
(XPP-1A/B/C)로부터 공급

(9) 스러스트 베어링 윤활유 여과기(Thrust Bearing Lube Oil Strainers)

∙여과기는 각각 50% 용량이며 정상운전 시 3개를 동시 사용
∙여과기를 거친 윤활유는 터빈의 스러스트 베어링과 E.T.G, 터빈의 기계적 과속정지 기어

에 공급됨

(10)루프 밀봉유탱크와 증기추출기

∙(XTK-75/XFN-58, Loop Seal Oil Tank/Vapour Extractor)
∙윤활유로부터 공기와 수소를 추출하여 수소가 윤활유 탱크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
∙루프 밀봉유탱크는 윤활유계통 또는 재킹 오일 공급펌프를 이용해 윤활유를 채울 수 있고 

탱크의 출구 배유관에는 밀봉유계통과 연결되어 있어 밀봉유계통 보충

(11)교류전동기 재킹오일 공급펌프(XPP-73, Oil Supply for Jacking Oil Pumps)

∙주 윤활유탱크로부터 흡입을 받아 재킹 오일펌프에 흡입 제공
∙루프 밀봉유탱크를 통해 밀봉유 계통에 오일 충유

(12)재킹 오일펌프(MPP-72A/B/C/D/E/F/G/H/I, Jacking Oil Pumps 9대)

∙터빈-발전기의 모든 베어링 마다 별도 설치
∙재킹 오일펌프는 펌프 입구압력과 연동되어 입구측 압력이 일정치 이상되지 않으면 기동 

불가
∙재킹 오일펌프는 E.T.G와 연동되어 9대의 모든 재킹 오일펌프가 기동되어야만 터빈 기동

시 E.T.G가 기동 가능
∙주 윤활유계통으로부터 공급받지만 터빈 보수 시에는 재킹 오일 공급펌프로부터 흡입을 

제공받음

(13) 오일 정화기(Oil Conditioning Equipment) 및 터빈 윤활유 저장탱크

    (XTK-53, Turbine Lube Oil Storage Tank)
∙청정 오일 저장 및 주 윤활유탱크 내에 적당한 오일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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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 압축공기계통 요약도

∙주 윤활유탱크 내의 오일을 배유시키면 사용된 오일을 재생시키고 다시 주 윤활유탱크에 
채울 때 까지 저장

∙터빈-발전기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을 때 윤활유탱크 내의 오일을 계속적으로 정화

(14) 터닝기어(Electric Turning Gear Motor)

∙터빈을 기동할 때나 정지 시에 회전자를 돌려줌으로써 불균일한 가열이나 냉각에 의해 발
생할 수 있는 축의 비틀림을 최소화

15. 압축 공기계통

가. 기능

계기용 및 작업용 압축공기 공급

나. 구성기기

계기용 공기압축기 3대, 작업용 공기압축기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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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스위치 Loading Unloading
PS-4703 설정치 6.5 bar 6.8 bar
PS-4733 설정치 6.1 bar 6.6 bar

(1) 공기흡입여과기(Air Inlet Filter)

   공기 중에 있는 5μ이하의 먼지와 오물 제거

(2) 압축기

∙저압 실린더

∙내장냉각기(Intercooler)

∙고압 실린더

∙왕복 피스톤

∙흡입밸브 및 Unloaders

  - 각 Cylinder의 흡입측에 2개 혹은 4개가 있으며, Unloaders는 제어공기(압축공기)의 
공급여부에 따라 부하운전(Loading) 또는 무부하 운전(Unloading)을 결정 

   ∘흡입밸브
     Piston이 하강하여 실린더내의 압력이 감소되면 Air 맬브는 Spring 장력을 이기고 실

린더 내로 유입되고, Piston이 상승하면밸브가 닫혀 Air가 가압됨.
   ∘Unloaders
     공기저장탱크(Air receiver Tank)의 압력스위치(PS-4703/4733)의 동작상태에 따라 

Unloading Solenoid를 동작시켜 공기저장탱크(Air Receiver tank)로부터 제어공기를 
Unloader로 공급

   ∘토출밸브
     Piston이 하강하면 Spring 장력에 의해 밸브가 하강하여 닫히고, Piston이 상승하면 

Spring 장력을 이기고 밸브가 열려 압축공기가 토출됨
     고압실린더에는 흡입밸브와 토출밸브가 가가 2개씩 있으며 저압실린더에는 흡입밸브

와 토출밸브가 각각 4개씩 있다.
   ∘후단냉각기(after Cooler)
     관 내부에는 보조냉각수가 외부에는 압축공기가 흐르며, 154 ℃인 압축공기가 40.5 

℃ 정도로 냉각됨.
   ∘습분분리기(Moisture Separator)
     공기 속에 포함된 습분이 냉각기에 의해 냉각되는 과정에서 습분분리기 내부에  설치

된 판에 부딪혀 하중이 증가하면 아래로 흘러내려 습분을 제거. 배수될 때 물만 배수
되고 공기는 나가지 못하도록 Trap이 설치되어 있다.

   ∘공기저장탱크
     3대가 있으며 탱크에는 압력스위치가 있어 부하 또는 무부하 운전을 결정

※ 압력스위치에 따른 운전압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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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6. 고리 1호기 계기용 공기압축기 계통 개략도

   ∘비상보조설비
    - 계기용 공기압축기가 정상운전 중 공기의 과다 사용이나 공기 누출사고가 발생하여 

압력이 6.1 bar이하로 감소하면 대기 중인 압축공기가 자동 기동됨.
    - 압력이 5.8 bar까지 내려가면 작업용 공기(Station Air)가 공급된다.
     I/A Dryer Valve(VIA-902) : 5.8 bar에서 자동 Open
     PS-4711에 의해 VIA-526(S/A 공급밸브)과 VSA-511(S/A Back Up 밸브)의 구

동용 Air가 차단되어 VIA-526은 Open되고 VSA-511은 Close된다.
    - I/A Pr. Low 경보(주제어실 경보반 3 2다) : 6.1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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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 계기용 공기 압축기 계통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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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Relief V/V Open Reset
XTK-4'A' 7.24 bar 6.7 bar
XTK-4'B' 7.24 bar 6.7 bar
XTK-4'C' 7.24 bar 6.7 bar

I/A 
comp.A

I/A 
comp.B

I/A 
comp.C

S/A 
comp. 

I/A DRYER 
'B'

I/A DRYER 
'A'

PS
4711

S
5.8bar

I/A 
SUPPL

Y

S/A 
SUPPL

Y

2"

VSA-511
F.C

VIA-526
F.O

I/A 압력 승압용 밸브
조절 open상태

(19차 O/H 신설)

VSA-3001(수동우회밸브)

PS
4711A

PI
4711

A

그림 118. S/A BACK-UP 설비

(3) 부속장치

∙I/A Receiver Tank Relief Valve(VIA-252/253/1015)
  - 동작압력

I/A 계통압력이 7.24 bar까지 상승하면 Relief V/V가 Open되고 6.7 bar에 이르면 Reset되
어 Close됨
∙I/A Dr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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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I

전단필터

AIR IN

DPI

후단필터

AIR 
OUT

현장제어반

PI PI PI

TOWER
'A'

TOWER
'B'

DEW POINT 
SENSOR

재생유량 
지시계

PURGE 
MUFFER

SHUTTLE
VALVE

SOL.V/V
AIR

Regulator

그림 119. IA DRYER 개략도

V

`

-85.5 DEW POINT 
METER

EMICO ADSORPTION DRYER

03: 50
OPERATING TIME

'A' TOWER DRYING

'B' TOWER DRYING

REACTIVATING

PRESSURIZING

ALARM

MANUAL

AUTO

DEW POINT OPERATING SYSTEM

POWER
ON

POWER
OFF

MANUAL
'A'

MANUAL
'B'

SEL. 
S/W

계기용 공기 건조기 현장 제어반

그림 120. 계기용 공기 건조기 현장 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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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 공기 건조기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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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 Unloading Solenoid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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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 계기용 공기압축기의 냉각수원

D

D

소화전
N0.3

M
M

CCW Non-Essential 
Load

ACW 
INLET

ACW 
OUTLET

IA COMP.
AFTER COOLERS

IA COMP.
INNER COOLERS

SA COMP.
AFTER 
COOLER

SA COMP.
INNER COOLER

VCC-1001

VCC-1000

VAC-1101

VAC-1100

VCC-1002

VCC-1003

VAC-1102
VAC-1103

VAC-1009

VAC-1008

LEAK RATE 
TEST COOLER

그림 123. 냉각수원 변경도면



- 125 -

그림 125. 보조냉각수계통

그림 126. 고리 1호기 보조냉각수 계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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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노점 지시계(Dew Point Meter)로 건조기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2대(XDR-7A/7B)
가 병렬로 설치되었고, 정상운전 시 1대가 운전 1대는 대기상태.

  - 구조 및 기능
   (1) 구성 기기
   ∘3-way Shuttle Valve
     무동력, 무급유식 밸브로서 건조기 입구 측 습한 공기를 처리하여 장시간 사용에도 마

모 등으로 인한 공기 누설이 없다.
   ∘2-way Solenoid Valve
     건조기 교체 전 가압할 때 동작하여 정해진 시간 내 균압을 이루도록 함.
   ∘2-way Piston(Cylinder) Valve
     2-way Solenoid Valve에 의해 연동되며 균압과 Shuttle Valve의 절환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역할 담당.
   ∘압력계(3EA)
   ∘Control Panel
     IC(Integrated Circuit)ㆍLSI(Large Scale Integration) 카드에 의한 회로로 구성.
   ∘Vessel(건조탑 내)
     40～80 Mesh Steel으로 제작된 Strainer를 부착하여 건조제의 유출을 방지.
   ∘건조제(Desiccant)
     수분의 흡착능력이 우수한 압축공기용 건조기 전용의 건조제인 Activated Alumina를 

사용, 최대의 제습기능을 항상 유지할 수 있으며 건조기 입구 온도 40 ℃이하 압력 7 
kg/cm2 일 때 -40 ℃ 이하의 노점을 얻을 수 있다.

   ∘Air Filter
     각 건조기 별로 Pre Filter(0.9 ㎛) 1개와 After Filter(0.7 ㎛) 1개가 설치되어 있고 

차압계가 있어 필터의 상태를 알 수 있다.

   (2) 기능
   ∘제습(건조) 기능
     습기에 대하여 강력한 친화성을 가진 고성능 건조제를 충진한 2개의 건조탑에 압축공

기를 통과시켜 압축공기 중의 수분을 물리적으로 제거
   ∘재생기능
     열원을 사용하지 않는 Heatless 방식으로 건조제 재생. 
   ∘Control System
     건조기의 모든 기능은 IC(Integrated CircuitㆍLSI(Large Scale Integration)에 의한 

Micro Computer Control System에 의해 작동되며 건조 5분, 재생 4분 6초, 가압 54
초로 Setting되어 있다.

   (3) 운전 방법
   ∘자동 운전(Auto)
     선택스위치가 “AUTO” 위치이며 설정된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운전됨.
   ∘수동 운전(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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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스위치가 “MANUAL” 위치이며 완벽한 수동운전이 아닌 Tower별 반자동 운전모
드.

     - Manual 'A' 선택시 : 건조탑 'A'만 운전됨
       건조탑 'A' 균압 → 건조탑 'A' 건조 및 3-Way Shuttle 밸브 'A' Open → 작업종료 
및 대기
     - Manual 'B' 선택시 : 건조탑 'B'만 운전됨
       건조탑 'B' 균압 → 건조탑 'B' 건조 및 3-Way Shuttle 밸브 'B' Open → 작업종료 

및 대기
   ∘D.P.O.S(Dew Point Operating System) 운전
     선택스위치가 'Dew Point Operating System' 위치이며 자동운전과 동일한 운전모드이

며 단지 건조동료 직전에 D.P.O.S 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운전된다.

     - D.P.O.S 운전이 가능 상태이면 건조상태가 연장되어 계속 운전된다.
     - D.P.O.S 운전이 가능 상태가 아니면 자동운전과 동일하게 균압으로 진행된다.
 

그림 127. 고리 1, 2호기 압축공기계통 COMMON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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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고정자 냉각수 계통

가. 기능

∙발전기 고정자 코일의 내부로 냉각수를 통과시켜 냉각
  - 냉각수는 교류 모터로 구동되는 펌프에 의해 순환, 2차 냉각수에 의해 냉각되는 고정

자냉각수 열교환기를 지나면서 냉각됨.
  - 냉각수 중 오물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기가 설치되어 있다.
  - 고정자를 통과한 냉각수는 수소 축출 탱크(Detraining Tank)를 거쳐 냉각수펌프로 돌

아오는 폐회로를 이룸
  - 발전기 내부의 수소 압력은 고정자 냉각수 압력보다 높아 고정자 코일에 구멍이 발생

될 경우 냉각수 속으로 유입된 수소는 Detraining Tank에서 수소가 제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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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 고정자 냉각수 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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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 총 수 두 속 도 전 압 정상유량
176 m3/hr 35 m(115 ft) 3515 rpm 480V AC/3Φ/60 Hz 160 m3/hr 

타 입 Mesh Size 대 수
Cotton Type 3 ㎛ 1 set

타 입 Mesh Size 대 수
Basket Type 80 mesh Duplex

열제거 능력 쉘 측 유량 튜브 측 유량
4020 KW 176m3/hr(고정자 냉각수) 355 m3/hr (보조 냉각수)

나. 구성기기

∙고정자 냉각수 펌프(XPP-68A/B)
  - 정상운전 시 1대가 100% 용량을 담당, 1대는 대기상태
  - 출구 저 압력 신호 및 출구 저-저 유량 신호에 의해 대기 중인 펌프가 자동 기동
  - 출구 저 압력 경보 신호원은 PS-210 이며 설정치는 5.2 bar
  - 출구 저-저 유량 경보 신호원은 FT-213/1, 213/2, 216/1, 216/2 이며 설정치는 89 

m3/hr

∙스트레이너 (XST-1A/B, 2)
 ∘XST-2
  - 정상운전 시는 신설된 필터 XST-2를 사용, 스트레이너(XST-1A/B)는 우회 및 백업 

유로로 사용
  - 고차압 경보의 신호원은 PDSI-206이며 설정치는 0.55 bar, 정상운전 시 차압은 0.1～

0.2 bar를 유지

 ∘XST-1A/B
  - 이중식 스트레이너로 고차압 경보(PDIS-205, 0.8 bar) 발생 시 대기 중인 스트레이너

로 전환운전이 가능, 1대의 스트레이너를 청소하는 동안 다른 스트레이너를 통한 운전
이 가능

∙고정자 냉각수 열교환기 (XHX-33A/B)
  - 100% 용량의 열교환기 2대, 정상운전 시 1대만 사용
  - 출구 고온 경보 신호원은 TSI-211, 설정치는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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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염기
  - 혼상 탈염기(Mixed Bed) 타입으로 유량은 약 200～300 lpm, 정상 유량은 230 lpm

(고정자 냉각수의 10%).
  - Resin은 IRN-150 타입, 360 ℓ 용량으로 수직형 칼럼 사용
  - 출구 고전도율 경보 신호원은 CTX-220으로 설정치는 0.5 μ℧/cm, 정상 운전 시 0.

1～0.2 μ℧/cm 유지
∙공기주입탱크 (XTK-58)
  - 고정자 권선 내에 산화피막을 형성시켜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고용존 산소 운전을 

위해 공기주입탱크와 D.O Meter(용존산소감시설비) 설치.
  - 용량 200 ℓ, 계기용 공기게통으로부터 약 0.5 lpm의 공기 주입률로 공기 주입, 정상

운전 중 4～8 ppm 지시.
  - D.O Meter는 탈염기와 공기주입탱크의 우회로에 설치되어 있으며, 전원은 120 V로 

XPN-184A No.3에서 공급
  - 저 용존산소 경보 신호원은 AIS-210이며, 설정치는 1.5 ppm.
∙수소배기탱크 (XTK-56)
  - 수직원통형탱크로 내부는 격막구조로 되어 있고 기체는 수집 챔버에 모인다.
  - 탱크에 모인 기체는 timer에 의해 제어되는 solenoid 밸브를 통해 배기
  - 축적된 기체량이 0.028 m3 (신호원 : LS-218)을 초과하면 수위스위치에 의해 경보 

발생
  - 기체 누설률이 0.335 m3/day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경보 발생주기는 2시간 이상이

어야 하며, 초과 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 
∙보충수탱크 (XTK-57)
  - 0.56 m3의 용량을 가진 보충수 탱크가 있어 계통의 소량 누수 시 자동 보충되며, 필

요시 수동 우회밸브를 이용하여 보충  

17. 공기추출기

가. 기능

복수기로부터 공기 및 비응축성 가스를 추출

나. 구성 기기 및 기능

∙1단 추출기 (First Stage Air Ejector)
  - 주증기를 이용 복수기 내의 공기 및 비응축성 가스를 추출
  - 축소확대형 노즐을 이용하여 복수기 내부 압력보다 낮은 압력을 형성
∙2단 추출기 (Second Stage Air Ejector)
  - 구조는 1단 추출기와 동일하나 Diffuser가 외부에서 식별이 불가능한 Socket Weld 형

태
∙Inter-Conde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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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be Sheet가 있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
  - 1단 노즐에서 분사된 증기를 응축하는 냉각관 설치
  - 냉각관에는 복수가 흐름
  - 냉각관 외부로는 분사된 증기가 접촉되면서 응축

그림 129. 공기추출기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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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 1단 추출기(First Stage Air Ejector)

그림 131. 2단 추출기(Second Stage Air Ej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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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 Priming Air Ejector 실제도

∙After-Condenser
  - 1개의 밀폐공간으로 구성
  - Inter-Codenser에서 불응축된 가스가 2단 노즐에 의해 빨려 들어옴
  - 하부에 수집된 응축수는 배수 배관에 설치된 Float Trap에 의해 Clean Drain Tank로 

배수
  - 불응축된 공기 및 가스들은 상부에 설치된 Vent line을 통해 대기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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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p Seal
  - Inter-Condenser 내부의 공기 및 비응축성 가스 유출 방지
  - Loop Seal 내에는 항상 응축수가 꽉 차도록 설계
  - Loop Seal 상실 시 Remainder 내에 고여 있던 응축수가 Recirculation line을 통해 

Loop안으로 유입되어 Seal을 재형성

∙기동용 공기추출기(Priming Air Ejector)
  - Main Ejector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복수기 진공도를 설계치까지 끌어 올리는 데 

사용
  - Priming Air Ejector는 복수기로부터 뽑아낸 공기 및 비응축성 가스들과 분사된 증기

가 함께 혼합된 유체를 대기로 방출시켜 줌으로써 증기를 회수할 수 없다.
  - 따라서, Priminig Air Ejector를 기동하여 운전하게 되면 열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기동

용으로만 일시적으로 사용
  - 그러나, 복수기 Priming 완료 후에도 진공상태가 불안정할 때는 다시 일시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도 있다.

18. 기기냉각수 계통(Component Cooling Water System)

가. 기능

∙ 방사능을 함유한 계통으로부터 열교환기를 통해 열제거
  -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있는 원자로 보호 설비에 냉각수 공급
  - RCS 온도가 177 ℃(350 ℉) 도달 시부터 원자로 노심 및 1차 냉각 계통 냉각 
∙공급되는 계통과 해수 사이에 중간 방벽 역할로 방사성 물질의 누설 최소화
∙해수에 의한 기기의 부식 및 오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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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 CC 개략도

나. 주요기기

∙열교환기
∙기기냉각수 펌프
∙기기 냉각 밀림 탱크(CC Surge Tank) 2대
  - 열부하에 따른 계통의 정상적인 팽창과 수축을 허용하고 펌프에 NPSH를 제공
  - 보충수와 화학약품 첨가의 방법을 제공
  - 보충수 공급 방법
   ∘순수 보충수
   ∘일차 보충수
  - 저수위 : 계통 외부로 기기냉각수의 누설을 지시 → 탱크 보추앨브가 자동으로 열려 

충수
  - 고수위 : 원자로냉각수의 기기냉각수로의 유입 지시 → 배수밸브를 수동으로 개방하여 

낮춤
∙열교환기화학 약품 혼합 Pot (2개)
  - 정상시 수동밸브 차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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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부하 유로 비필수부하 유로
잔열제거 열교환기 붕산회수증발기 콘덴서
잔열제거펌프 밀봉냉각기 붕산회수증발기 증류기
잔열제거펌프실 공기냉각기 붕산회수증발기 배기 콘덴서
안전주입펌프 밀봉냉각기 유출수 열교환기
안전주입펌프 베어링 윤활유냉각기 RCP 밀봉누출수 열교환기
안전주입펌프실 공기냉각기 액체폐기물증발기 콘덴서(2 gpm)
보조급수펌프 모터냉각기 액체폐기물증발기 증류기(2 gpm)
충전펌프실 공기냉각기 잉여유출수 열교환기
격납용기 순환공기 조화기 냉각코일 및 모터
냉각기 RCP 상하부 베어링 및 열차폐/열교환기
15 gpm 액체폐기물증발기(Loop A) 기체폐기물 압축기
격납용기 살수펌프실 공기냉각기 SFP 열교환기, 각종 샘플냉각기

부하별 기기종류

19. 기기냉각해수 계통(Component Cooling Sea Water System)

가. 기능

1차 기기냉각수계통과 보조건물 냉방기 계통으로부터 회수된 열을 열교환기를 통해 흡수하
여 바다로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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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 CCSW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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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기기

2개의 독립된 루프로 구성
각 루프당 2대의 펌프와 2대의 열교환기, 1대의 Control Room Chiller 열교환기, 관련 배
관, 밸브, Expansion Joint, 계측제어계통으로 구성

∙펌프(XPP-38 A/B/C/D)
  - 2대의 펌프가 1 Loop에 병렬 운전되도록 설치
∙Isolating Gate and Fixed Screen
  - 정상운전 시는 순환수 펌프 House로부터 Fixed Screen을 통하여 기기냉각해수펌프 

Suction에 공급하다가 비상시에는 비상수문(XSL-3)을 통해 직접 펌프 흡입구로 해수 
공급

∙Expansion Joint
  - 열팽창, 진동, 파이프와 밸브의 오 정렬 수용하기 위해 설치
∙열교환기
  - 독립된 2개의 Loop에 Loop 당 2대씩 총 4대의 열교환기가 설치.
  - 열교환기 1대의 용량은 사고 후 열제거 용량의 50%로 하나의 루프는 100%의 사고후 

열제거 용량을 갖도록 구성.
∙해수
  - 어패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 연속적으로 염소 주입

20. 발전기 수소계통

가. 기능

∙발전기 냉각
∙발전기 케이싱 내의 수소 순도 및 압력 유지

나. 목적

∙수소 가압전 이산화탄소로 발전기 케이싱으로부터 공기 제거
∙발전기에 수소 공급(수소 순도 : 99.5% H2 in Air)
∙발전기 케이싱의 수소압력을 적정압력으로 유지
∙이산화탄소로 발전기로부터 수소 퍼지
∙공기로 발전기의 이산화탄소를 세정하고 검사와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한 작업 조건 제공

다. 계통 구성

∙수소공급
∙탄산가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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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공급
∙가스 습도조절
  - 가스 건조기
   발전기 내부에 채워진 수소 건조

라. 주요기기

∙가스분석기 및 순도지시계
  - 순도 지시계 : 백분율로 표시
  - ANTX-313 선택스위치 위치1 : 공기내의 수소가스 순도
  - ANTX-314 선택스위치 위치2: 탄산가스내의 수소가스 순도
  - ANTX-314 선택스위치 위치3: 탄산가스내의 공기 순도
∙액체 누설 감지기(Liquid Leakage Detector) 3개
  - TBN end detector(LS-300)
  - Center end detector(LS-301)
  - Slipring end detector(LS-302)

  LLD는 발전기내부에서 배수되는 물이나 밀봉유가 계속 축적되어 수위가 증가하면 고수위
(고유위) 경보 제공
∙가스 제어반
  - 발전기 케이싱 내에 수소, 탄산가스 등을 공급하고자 할 때 관련된 운전 절차에 따라 

가스 유량, 압력, 순도조절 등을 한 곳에서 할 수 있음.
  - 압력 조절기, 가스 순도분석기, 압력계, 가스 순도 지시계, 가스 유량계, 가스 순도 분

석기의 전원 장치 및 기타 경보반 내장.

∙수소 냉각기 4대(각 25% 용량)
  기능
  - 수소냉각기는 보조냉각수에 의해 수소냉각(40 ℃)이 이루어지며 보조냉각수는 다시 해

수에 의해 냉각
  - 수소온도가 증가되면 자동온도조절 밸브가 열려 수소온도가 감소되며 과다하게 감소되

면 우회밸브가 자동으로 열려 수소냉각기의 출구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발전기 수소 팬 2대
  기능
  - 수소냉각 팬은 터빈측과 슬립링측에 각 1대씩 2대가 있으며 발전기 회전자에 직접 설

치되어 회전자가 회전되면 바로 팬이 회전
  - 발전기내의 수소를 순환시킴으로써 수소의 냉각 효율 향상
  - 슬립링 측 팬은 가스 건조기에 순환 유량을 제공하는 원동력
∙제어 및 지시계통
  - 수소가스 공급압력계 PI-305
  - 냉각가스 온도지시계 TI-303, TI-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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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량지시계 FI-317
  - 발전기 케이싱 압력지시계 PI-318
  - 가스순도지시계(공기내의 수소순도)
  - 송풍기 차압지시계 PDI-319

21. 보조급수계통(Aux. Feed Water System)

가. 기능

∙주급수계통의 사용불능 또는 원자로 정지시 S/G에 급수를 공급하여 1차측 열제거
∙소내전원과 외부전원이 동시 차단시 S/G에 냉각수 공급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는 전원이 전혀 공급되지 않는 상태ㅔ서 증기의 힘으로 급구 공급 

가능
∙발전소 기동 및 정지 운전시 주급수펌프와 병행하여 급수 공급

그림 135. 보조급수계통 단순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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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기기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XPP-30A/B)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 출구밸브(VFE-5A/B)
  - 펌프가 정지할 때 자동으로 닫히고 펌프 기동 신호에 의해 다시 자동으로 열림
∙터빈구동 보조급수펌프(XPP-58)
  - 주증기관에서의 구동되며 터빈의 배기는 대기로 방출
  - 증기공급밸브(VMS-19A/B)는 RCP Bus 전원(XSW-1A/B)이 저전압이 되었을 때 또

는 S/G 저-저 수위 시에 자동으로 열림
  - 증기 Trap이 터빈의 증기 공급관 및 터빈 케이싱에 부착되어 있음
  - 수동 제어는 다른 모든 동작 신호를 무시하며 수동 제어 사용 시 주제어실에 경보가 

나타남
  - 증기공급밸브(VMS-19A/B)를 통해 공급되는 증기압에 의해 Speed 조절밸브가 열리

는데 회전속도는 공급되는 증기압력, 펌프 후단의 급수압력, 펌프케이싱 압력, 펌프후
단 Ventri 압력 등에 의해 자동으로 유지

  - 터빈 측에는 언제나 S/G 'A' 측에서 VMS-120과 Orifice를 통해 소량의 증기(예열 온
도 : 100 ℃)가 공급되어 기동 시 열충격을 방지

다. 주요 장치 및 계기

  - Over Speed Trip Gear
  - TBN Stop Valve
  - Throttle Valve
  - TBN 속도조절 밸브
  - 터빈 속도조절기(Differential Pressure Governor)
  - Auxiliary Pressure Governor
  - Water Leak-off Control Valve
  - 베어링 윤활수 Strainer
  - 베어링 윤활수 압력계
  - 펌프 입구압력계
  - 펌프 입구압력계
  - 터빈 입구 증기압 계기(PI-3062)



- 142 -

그림 136. 고리 1호기 보조냉각수 계통-1

22. 보조냉각수계통(Aux. Cooling Water System)

가. 기능

∙ 터빈-발전기 부속기기, 설비 및 보조계통에 탈염된 냉각수를 공급



- 143 -

그림 137. 고리 1호기 보조냉각수 계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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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 보조냉각수 및 열교환기 개략도

그림 139. 계측 Loop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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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0. 고리본부 용수공급 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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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1. 고리원자력 제1발전소 발전용수 공급계통도

나. 구성기기

∙보조냉각수 헤드탱크
∙보조냉각수 펌프(XPP-1A/B/C)
∙보조냉각수 펌프 입구밸브(VAC-4A/B/C)
∙보조냉각수 펌프 출구밸브(VAC-6A/B/C)
∙보조냉각수 펌프 입구헤더 배기밸브(VAC-121)
∙보조냉각수 펌프 출구헤더 배기밸브(VAC-124)
∙보조냉각수 열교환기(XHX-7A/B/C/D)
∙보조냉각수 열교환기 입구밸브(VAC-7A/B/C/D)
∙보조냉각수 열교환기 출구밸브(VAC-8A/B/C/D)
∙보조냉각수 열교환기 출구 배수밸브(VAC-202A/B/C/D)
∙보조냉각수 열교환기 출구헤더 배기밸브(VAC-114)
∙보조냉각수 열교환기 입구측 배기밸브(VAC-1033/1034/1035/1036)
∙보조냉각수 완충탱크(XTK-48)
∙보조냉각수 완충탱크 충수밸브(VWB-529)
∙보조냉각수 완충탱크 출구밸브(VAC-1 및 VAC-129)
∙보조냉각수 펌프 베어링냉각기 냉각수 공급밸브(VAC-39A/B/C)
∙보조냉각수 펌프 베어링냉각기 냉각수 출구밸브(VAC-39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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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냉각수 모관 공급 밸브(VAC-127) 
∙보조냉각수 모관 회수 밸브(VAC-128) 

∙터빈 윤활유 냉각기 온도조절밸브(VAC-134)
∙터빈 윤활유냉각기 입구밸브(VAC-9A/B/C/D)
∙터빈 윤활유냉각기 출구밸브(VAC-10A/B/C/D)
∙터빈 윤활유냉각기 배기밸브(VAC-79A/B/C/D)

∙고정자냉각기 온도조절밸브(VAC-135)
∙고정자냉각기 입구밸브(VAC-11A/B)
∙고정자냉각기 튜브측 배기밸브(VAC-80A/B 및 VAC-81A/B)
∙고정자냉각기 출구밸브(VAC-12A/B)

∙수소냉각기 온도조절밸브(VAC-136)
∙수소냉각기 입구밸브(VAC-31A/B/C/D)
∙수소냉각기 배기밸브(VAC-164/165/166/167)
∙수소냉각기 출구밸브(VAC-32A/B/C/D)

∙터빈밸브 작동기(Actuator) 냉각기
∙터빈밸브 작동기 냉각수 공급밸브(VAC-115/116)
∙여과기(XFL-36)
∙여과기 우회차단밸브(VAC-117)
∙터빈밸브 작동기의 냉각기 입구밸브(VAC-35A～H, VAC-37A～H)
∙작동기의 배기밸브(VAC-148A～H, VAC-149A～H)
∙작동기의 출구밸브(VAC-36A～H, VAC-38A～H)
∙작동기의 출구 조절밸브(VAC-110A～H, VAC-111A～H)
∙보조냉각수 유량조절밸브(VAC-112)
∙밀봉유 냉각기 입구밸브(VAC-13A/B)
∙밀봉유 냉각기 출구밸브(VAC-14A/B)
∙밀봉유 진공펌프 냉각기 입구밸브(VAC-82A/B 및 VAC-1006)
∙밀봉유 진공펌프 냉각기 출구밸브(VAC-83A/B 및 VAC-1007)
∙주급수펌프 윤활유냉각기(XHX-126A/B/C)
∙주급수펌프 윤활유냉각기 입구밸브(VAC-17A/B/C)
∙주급수펌프 윤활유냉각기 배기밸브(VAC-152A/B/C)
∙주급수펌프 윤활유냉각기 출구밸브(VAC-18A/B/C)
∙주급수 승압펌프 윤활유냉각기(XHX-501A/B/C)
∙승압펌프 윤활유냉각기 입구밸브(VAC-2002A/B/C 및 VAC-2003A/B/C)
∙승압펌프 윤활유냉각기 출구밸브(VAC-2004A/B/C)
∙승압펌프 윤활유 온도조절밸브(VAC-2005A/B/C)

∙보조냉각수 완충탱크 수위 조절밸브(VWB-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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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냉각수 완충탱크 수위 조절밸브(VWB-531)

(1) 보조냉각수계통 열부하

- 발전기 수소 냉각기(Hydrogen Cooling Cooler, XHX-9A/B/C/D)
- 발전기 밀봉유 냉각기(Seal Oil Cooler, XHX-39A/B)
- 밀봉유 진공 펌프 냉각기(Seal Oil Vacuum Pump Cooler)
- 고정자냉각수냉각기(Stator Cooling Cooler) XHX-33A/B
- 터빈밸브구동기냉각기
  HP TBN Stop & Throttle Valve Actuator Cooler
  LP TBN Stop & Intercept Valve Actuator Cooler
- 터빈윤활유냉각기(BFP Oil Cooler) XHX-34A/B/C
- 계기용공기압축기(Instrument Air Compressor)
- 계기용공기압축기 후단 냉각기(Instrument Air Compressor After Cooler)
- 작업용공기압축기(Station Air Compressor)
- 작업용공기압축기 후단 냉각기(Station Air Compressor After Cooler)
- 주급수펌프 윤활유냉각기(MFP Oil Cooler, XHX-126A/B/C)
- 시료냉각기(Sample Cooler)
- 누설률시험공기냉각기(Leak Rate Test Air Cooler) XHX-35 ; 격납 건물 종합누설률시

험 시에만 사용)

(2)계측 제어

∙터빈 윤활유 온도조절기(TIC-4406, 주제어실) 
∙터빈 윤활유냉각기 냉각수 유량(FIS-4426)
∙고정자냉각기 온도조절기(TIC-4407, 주제어실)
∙고정자냉각기 출구 유량계(FI-4430)
∙발전기 수소냉각기 온도조절기(TIC-4408)
∙터빈밸브 작동기 출구유량계(FI-4446)
∙밀봉유 온도(TI-284)
∙밀봉유 냉각수 유량계(FI-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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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bar psig

PS-4468 보조냉각수펌프 A 출구압력
저압력 경보 및 대기펌프 
자동기동 4.3 62.4
고압력 경보 6.3 91.4

PS-4469 보조냉각수펌프 B 출구압력
저압력 경보 및 대기펌프 
자동기동 4.3 62.4
고압력 경보 6.3 91.4

PS-4470 보조냉각수펌프 C 출구압력
저압력 경보 및 대기펌프 
자동기동 4.3 62.4
고압력 경보 6.3 91.4

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m

LIS-4410 보조냉각수 완충탱크

수위

저수위 경보 및 보충밸브 
자동개방 1
고수위 경보 및 보충밸브 
자동차단 3

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m3/s gpm

FIS-4423 보조냉각수 공급유량
(터빈윤활유 냉각기 제외)

보조냉각수 공급 상실 경
보 2.75 43590

FIS-4426 터빈윤활유 냉각기 
출구유량

터빈윤활유 냉각기 고장 
경보 2.73/7.5 42797/118

881

(3) 연동 및 설정치

∙보조냉각수펌프

∙보조냉각수 완충탱크

∙보조냉각수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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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 ℉

TIC-4406 터빈윤활유냉각기 윤활유 
출구온도

터빈윤활유 온도제어 밸
브 조절 가변 가변
터빈윤활유냉각기 온도제
어 고장경보 55 131

TIC-4407 고정자냉각수 출구온도
고정자냉각수 온도
제어밸브 조절 가변 가변
고정자냉각수 온도
제어밸브 고장 52 126

TIC-4408 발전기 수소냉각기 수소 
온도

발전기 수소 온도
제어밸브 조절 가변 가변
수소냉각기 온도제어
고장 47 117

TIS-4422 보조냉각수 공급온도 냉각수 고온경보 40 104
냉각수 저온경보 12 54

TIS-4462 터빈윤활유냉각기 냉각수 
입구온도

냉각수 고온경보 40 104
냉각수 고온경보 8 46

∙보조냉각수 온도

23. 복수계통(Condensate System)

가. 기능

복수기 온수조로부터 저압급수가열기, 탈기기 등을 거쳐 급수계통까지 복수 공급

나. 복수계통 주요기기 용량

∙복수기 온수조 : 정상수위/최고수위 각각 40000/60000 gal
∙#1 복수저장탱크 : 50000 gal (보조급수 사용시 100000 gal)
∙#2 복수저장탱크 : 50000 gal
∙탈기기 저장탱크 : 68000 gal
※ 복수기 온수조는 복수펌프가 최대 유량으로 운전될 때 4분 동안 복수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짐.

다. 구성기기

∙복수펌프(Condensate Extraction Pumps XPP-27A/B/C) 3대, 각 50%용량
  - 복수를 복수기로부터 저압급수가열기를 통과하여 탈기기로 공급
  - 정상운전 조건에서 2대의 복수 펌프가 운전됨
  ∘복수펌프 제어스위치() ; 운전대기/정비(M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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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펌프 입구밸브(VCD-8A/B/C)
  ∘복수펌프 출구밸브(VCD-10A/B/C)
  ∘복수펌프 밀봉수 차단밸브(VCD-201A/B/C)
  ∘복수펌프 출구 밀봉수 차단밸브(VCD-202A/B/C)
  ∘복수펌프 입구 배기밸브(VCD-133A/B/C)
  ∘복수펌프 출구 배기밸브(VCD-132A/B/C)
  ∘복수펌프 출구 후단 차단밸브(VCD-1001A/B/C)
  ∘복수펌프 출구 유량제어기(FIC-3836)
  ∘복수펌프 출구 유량제어밸브(ILV-3836)
  ∘주제어실 복수펌프 입구유량(FI-3837)
  ∘주제어실 복수펌프 출구유량(FI-3836)

∙복수기
  ∘복수기 온수조 수위제어기(LIC-3801); 자동/수동
  ∘복수기 온수조 수위제어밸브(ILV-3801A/B/C)
  ∘복수기 온수조 수위제어밸브(ILV-3801A/B)의 차단밸브(VCD-47, VCD-48, VCD-3, 
VCD-4)
  ∘복수기 온수조 수위전송기(LT-3801A/B)
  ∘복수기 온수조 수위제어밸브(ILV-3801C) 전․후단 차단밸브(VCD-78/79)
  ∘복수기 온수조 주제어실 수위지시계(LI-3802)
∙공기추출기(Steam Jet Air Ejector Condensers)
 - 복수기 진공 유지
  ∘기동용 공기추출기 (Priming Ejector or Hogging Ejector)
   - 발전소 기동 시 초기에 복수기내의 공기를 대량으로 추출
  ∘주 공기추출기(Main Ejector)
   - 정상운전 시 복수기내의 비응축성 가스를 제거하여 진공 유지
∙글랜드 스팀 응축기(Gland Steam Condenser)
∙복수 저장탱크
  ∘복수 저장탱크 #1(XTK-22) 수위제어기(LIC-3800)
  ∘복수 저장탱크 #1(XTK-22) 주제어실 수위지시계(LI-3875)
  ∘복수 저장탱크 #1(XTK-22) 보충밸브(ILV-3800A)
  ∘복수 저장탱크 #1(XTK-22) 보충밸브(ILV-3800A)의 우회밸브(VCD-46)
  ∘복수 저장탱크 #1(XTK-22) 보충밸브(ILV-3800A)의 전/후단 차단밸브
(VCD-44/45)

  ∘복수 저장탱크 #1(XTK-22) 수위제어기(LIC-3800A); 자동/수동
  ∘복수 저장탱크 #1(XTK-22) 순수공급밸브(VCD-2006A)
  ∘복수 저장탱크 #1(XTK-22) 전열기 운전선택스위치
  ∘복수 저장탱크 #1(XTK-22) 전열기 #1(XEH-9A)/#2(XEH-9B)
  ∘복수 저장탱크 #1(XTK-22) 순수공급밸브(VCD-2006A)
  ∘복수 저장탱크 #2(XTK-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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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저장탱크 #2(XTK-80) 주제어실 수위지시계(LI-3876)
  ∘복수 저장탱크 #2(XTK-80) 수위제어밸브(ILV-3876)
  ∘복수 저장탱크 #2(XTK-80) 수위제어밸브(ILV-3876) 우회밸브(VCD-41)
  ∘복수 저장탱크 #2(XTK-80) 수위제어밸브(ILV-3876) 전/후단 차단밸브

(VCD-39/40)
  ∘복수 저장탱크 #2(XTK-80) 전열기 운전선택스위치; "AUTO", "OFF"
  ∘복수 저장탱크 #2(XTK-80) 전열기(XEH-10A/B)
  ∘복수 저장탱크 #2(XTK-80) 배수밸브(VCD-86, VCD-2111)
  ∘CORS 펌프
  ∘순수저장탱크 'A'(XTK-98A)
  ∘순수 펌프(XPP-76A/B)
  ∘순수 펌프(XPP-76A/B) 공급차단밸브(VCD-38)
  ∘복수 저장탱크 #2(XTK-80) 수위제어밸브 입․출구밸브(VCD-39, VCD-40) 및 우회

밸브(VCD-41)
  ∘복수 저장탱크 #2(XTK-80) 우회밸브(VCD-2554)
  ∘순수이송펌프 A/B(XPP-98A/B)
  ∘순수이송펌프 A/B(XPP-98A/B) 입․출구 밸브(VD-101A/B, VD-102A/B)
  ∘순수 펌프 선택스위치; "OFF"

∙저압급수가열기
∙탈기기
  ∘탈기기 수위제어기(LIC-3842A/B)
  ∘탈기기 수위제어밸브(ILV-3842A/B) 각 100%용량
  ∘탈기기 수위제어밸브(ILV-3842A/B) '자동/수동 전환 조작반(A/M Station)'
  ∘주제어실/현장 ‘자동/수동 전환 조작반(A/M Station)’ 수위제어기(LIC-3842A)  
  ∘주제어실/현장 ‘자동/수동 전환 조작반(A/M Station)’ 수위제어기(LIC-3842B) 
  ∘탈기기 수위제어밸브(ILV-3842A/B) 자동/수동 운전 불가능 시 현장의 우회밸브

(VCD-18)를 수동으로 조절 개방
  ∘복수기 우회 수위제어밸브(ILV-3839 또는 3801C)
  ∘복수기 우회 수위제어밸브(ILV-3839 또는 3801C) 자동/수동 수위제어기(LIC-3839 

또는 3801C)
  ∘복수기 우회 수위제어밸브(ILV-3839 또는 3801C) 자동/수동 수위제어기(LIC-3839 

또는 3801C)의 ‘자동/수동’ 운전이 불가능 시 전단 차단밸브 (VCD-43 또는 
VCD-78) 닫음 

  ∘주제어실/현장 수위제어기(LIC-3842A)가 모두 비정상이면 수동차단 밸브(VCD-17A) 
조작하여 수위안정

  ∘주제어실/현장 수위제어기(LIC-3842B)가 모두 비정상이면 수동차단 밸브(VCD-17B) 
조작하여 수위안정

  ∘탈기기 재순환 밸브제어기(LIC-3839)
  ∘탈기기 재순환 밸브(ILV-3839)
  ∘복수기 우회 수위제어밸브(ILV-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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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기기 수위전송기(LT-3842A/B, LT-3839)
  ∘탈기기 배수 밸브(VFW-140)
  ∘주제어실 탈기기 입구 유량(FI-3837)

∙급수가열기 배수계통
  ∘XHX-5A/B
  ∘XHX-6A/B
  ∘XTK-28A/B
  ∘XTK-67A/B
  ∘XTK-30A/B

∙복수탈염설비계통(Condensate Demineralizer System)
  ∘복수탈염설비 우회밸브(CPP-1127)
  ∘복수승압펌프(XPP-1300A/B/C)
  ∘복수승압펌프 입구밸브(1321A/B/C)
  ∘복수승압펌프 출구밸브(1323A/B/C)
  ∘복수승압펌프 재순환밸브(CPP-1326)
  ∘복수승압펌프 출구유량(FT-1471)
  ∘복수탈염설비 유량제어밸브(1424)
  ∘복수탈염설비 유량계/기록계(FI-1171/1471/FR-1271)
  ∘복수탈염설비 입구온도(TIS-1173)
  ∘복수탈염설비 입․출구압력(PI-1172/1472) 
  ∘복수승압펌프 유량제어기(PIC-1472)
  ∘복수승압펌프 유량제어기(PIC-1172); "SEL" 버튼을 2초 누르면 PIC-1472로 전환
  ∘탈염기 입구밸브(CPP-1222A/B/C/D)
  ∘탈염기 출구밸브(CPP-1239A/B/C/D)
  ∘복수탈염설비 계통차압계(PI-1174)
  ∘복수탈염설비 계통차압 스위치(PDS-1174) 평형밸브
  ∘탈염기 FQ-1271, FQIS-1271 "Reset"
  ∘탈염기 운전지시등(Service Lamp)
  ∘복수탈염설비 출구유량제어밸브(1424) ; 복수탈염설비 제어반 
  ∘복수탈염설비 우회밸브 연동; PS-1473 ; 복수탈염설비 제어반
  ∘복수탈염기 입구 총 전도도, 양이온 전도도, 소디움 농도 감시
   - 탈염기 입구측 수질 경보치
    ․총 전도도 : 0.1 μ℧/cm
    ㆍ양이온 전도도 : 0.3 μ℧/cm
    ㆍ소디움 농도 : 0.3 ppb

연동 및 설정치
∙#1 복수저장탱크(XTK-22)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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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 ℉

TIS-3891A #1 복수저장탱크 온도 전열기 A 켜짐 10 50
TIS-3891B #1 복수저장탱크 온도 전열기 B 켜짐 7 45온도 비정상 경보
TIS-3891C #1 복수저장탱크 온도 전열기 A/B 꺼짐 40 104온도 비정상 경보

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m

LB-3875 #1 복수저장탱크 수위 #1 복수저장탱크 
저-저 수위 경보 1.0

LB-3800A #1 복수저장탱크 수위 
#1 복수저장탱크

고 수위 경보 9.3
#1 복수저장탱크
고-고 수위 경보 9.45

LB-3800B #1 복수저장탱크 수위 #1 복수저장탱크 저
저 수위 경보 6.85

LIC-3800 #1 복수저장탱크 수위 복수기 보충밸브
(ILV-3800A) 제어 8.0

LS-3890 #1 복수저장탱크 수위 전열기(XEH-9A/B) 
꺼짐 1.3

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m

LB-3876A #2 복수저장탱크 수위 
#2 복수저장탱크 

고 수위 경보 7.5순수공급펌프
자동정지

LB-3876B #2 복수저장탱크 수위  
#2 복수저장탱크

저 수위 경보 0.76
순수펌프
자동정지 6

LB-3876C #2 복수저장탱크 수위  
#2 복수저장탱크

보충밸브 개방 7#2 복수저장탱크
보충밸브 차단

 ∘수위

∙#2 복수저장탱크(XTK-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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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3890 #2 복수저장탱크 수위 전열기 A/B) 꺼짐 1.3

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cm

LB-3802A 복수기 온수조 A 수위 
온수조 고-고 

수위 경보 99온수조 A/B보충밸브
(ILV-3801A/B) 차단 

LB-3802B 복수기 온수조 A 수위  온수조 저-저 수위 
경보 40

LS-3802A 복수기 온수조 A 수위  온수조 고 수위 경보 92
LS-3802B 복수기 온수조 B 수위 온수조 저 수위 경보 55

LIC-3801 복수기 온수조 B 수위
온수조 고 수위 경보

(보조제어반) 92
온수조 저 수위 경보

(보조제어반) 55

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bar psig

PS-537A 복수기 압력 
복수기 저 압력

터빈정지(2/4채널)

-0.86 -12.5
PS-538A 복수기 압력 -0.86 -12.5
PS-539A 복수기 압력 -0.86 -12.5
PS-540A 복수기 압력 -0.86 -12.5
PS-537B 복수기 압력 

복수기 저 압력 경보

-0.94 -13.6
PS-538B 복수기 압력 -0.94 -13.6
PS-539B 복수기 압력 -0.94 -13.6
PS-540B 복수기 압력 -0.94 -13.6
PS-3097 복수기 압력 복수기 덤프 허용

연동(IPV-484A/B/C) -0.86 -12.5

PS-3098 복수기 압력 복수기 덤프 허용
연동(IPV-484D/E/F) -0.86 -12.5

∙복수기
 ∘수위

 ∘압력(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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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cm

LIC-3839 탈기기 수위  탈기기 고 수위
제어밸브 동작

320(개방시작)
350(완전개방)

LIC-3842A 탈기기 수위  ILV-3842A 제어 280
LIC-3842B 탈기기 수위  ILV-3842B 제어 230
LS-3342 탈기기 수위 고-고 수위 경보 380

LSH-3839/2 탈기기 수위 고 수위 경보 350
LSL-3839/2 탈기기 수위 저 수위 경보 227
LSLL-3839/1 탈기기 수위 저-저 수위 경보 및 

급수승압펌프 
자동정지(2/3채널)

150
LSLL-3839/2 탈기기 수위 150
LSLL-3842 탈기기 수위 150

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bar psig

PB-3822A 복수펌프 A 출구압력 출구 저 압력 경보 15.6 226.3
PB-3822B 복수펌프 A 출구압력 대기 펌프 자동기동 15.2 220.5
PB-3823A 복수펌프 B 출구압력 출구 저 압력 경보 15.6 226.3
PB-3823B 복수펌프 B 출구압력 대기 펌프 자동기동 15.2 220.5
PB-3824A 복수펌프 C 출구압력 출구 저 압력 경보 15.6 226.3
PB-3824B 복수펌프 C 출구압력 대기 펌프 자동기동 15.2 220.5

∙탈기기
 ∘수위

∙복수펌프 연동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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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m3/hr gpm

FB-3836 복수펌프 출구유량 복수펌프 출구
저 유량 경보 880 3875

FIC-3836 복수펌프 출구유량제어기 복수 최소유량 
제어밸브 개방 1000 4403

 ∘유량

24. 순환수계통

가. 기능

∙ 복수기에 해수 공급
∙ Travelling Screen 세척노즐에 해수 공급
∙ 해수 유입전 3/8인치 이상의 이물질 제거
∙ Water box(수실)와 복수기 튜브 내 세척 설비 제공
∙ 복수기와 2차 보조냉각수 열교환기로부터 바다로 해수를 내보내기 위한 설비 제공

나. 구성기기

∙순환수 펌프(CWP; Circulating Water Pump)
 ∘CWP Trip 신호
  - 윤활유 저 압력 : 1.4 kg/cm2 이하
  - 윤활유 고 온도 : 70 ℃ 이상
  - Motor 공기온도 : 70 ℃ 이상
  - 윤활유 저 유위 : Tank 상부에서 320 mm 이하
  - 출구밸브 닫힘
  - 모터 보호계전기 동작
∙Water Box 해수 출구밸브 VCW-4A/B, VCW-3C/D 개ㆍ폐로 순환수 펌프 출구압력 조

절(주제어실 및 현장)
∙CWP Discharge Valve
∙Screen Wash System
  ∘Screen Wash Pump 2대
  ∘Travelling Water Screen
  ∘Screen Wash Pump Back Up 설비
  - Screen Wash Pump 2대 모두 운전 불가능 시 보조냉각해수펌프 출구에서 스크린 세

척수가 공급되도록 배관과 밸브가 스크린세척펌프에 연결됨
∙콘크리트 Duct 배기 차단 밸브(VCW-1011)
∙Duct  배기밸브(VCW-101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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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냉각해수펌프에서 CWP 출구 Duct로 가는 밸브(VSC-21)를 서서히 개방하여 Duct 
및 복수기 수실 충수

∙순환수펌프 기동 스위치(주제어실); "Normal" 위치, "Maint" 위치
  - 기동스위치를 "Maint" 위치에 놓으면 CWP는 정지되고 그 후 Pump 출구밸브가 닫힘
∙Travelling Water Screen 조작스위치 운전 Mode ; 자동/정지/저속/고속
∙Screen Wash Pump 조작스위치 ; "정지/자동/기동" Mode
  - 보조냉각해수펌프(XPP-39A/B)로부터 공급 가능 

25. 주변압기(Main Transformer)

가. 기능

∙1차측(주발전기 : 22kV) 전압을 주변압기를 통해 2차측(송전선로 : 345kV)으로 승압시
켜 송전, 단상 3대로 구성

26. 소내 보조변압기(UNIT AUX TRAN A/B)

가. 기능

∙정상운전중 발전소 전력설비에 전기 공급
∙발전기에서 직접 생산된 전력 사용

27. 증기발생기 취출계통(S/G Blowdown System)

가. 기능

∙증기발생기 수질 유지
∙각 증기발생기 취출관으로부터 취출수를 발아 열회수, 감압, 여과, 이온교환을 하여 복수 

계통으로 이송하거나 필요시 해수 및 대기로 방출
※ 정상운전 중 취출수는 열교환기를 통과한 후 입구여과기, 탈염기, 출구여과기를 거쳐 복

수기로 재순환됨
※ 취출수 방사능 준위 연속적 감시를 위해 열교환기 후단 배관에 방사능감시기

(DRML-2A/B)가 설치됨

   방사능감시기의 고방사선 신호는 S/G 취출수 계통의 차단밸브 (VBD-9A/B)와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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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2. 증기발생기 취출수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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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3. 증기발생기 취출수 계통 계통도(P &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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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기기

∙계통 배관
∙취출수 저장탱크(XTK-20)
∙취출수 열교환기(XHX-52A/B)
∙탈염기(100% 용량(160 gpm)×2대)
∙전단여과기(100% 용량×1대)
∙후단여과기(75% 용량×2대, XFL-1513A/B) 
∙S/G 취출계통 방사능누설감시기(RM-L2A/B)
∙RM-L2A/B 입구 차단밸브(VBD-2003A/B)
∙RM-L2A/B 입구밸브(VBD-2004A/B)
∙RM-L2A/B 출구밸브(VBD-2005A/B)
∙냉각수 공급밸브(VCD-151)
∙현장 S/G 취출계통 열회수반 조작밸브(VCD-160A/B)
∙취출수 열교환기 냉각수 출구 밸브(VCD-160A/B)
∙탈염기(XDM-100A/B : S/G Blowdown Mixed Bed Demineralizer No.1, 2)
∙XDM-100A/B의 VBD-66A/B
∙CIS-1582/1583의 Cartridge 차단밸브(VBD-66A/B)
∙XFL-1513A/B 후단 차단밸브(VBD-78A/B)
∙후단여과기 후단배관 배기밸브(VBD-204)
∙취출수 열교환기 냉각수 제어 밸브(ITV-3058, ITV-3060)
  TIC-3058, TIC-3060
∙XHX-52A/B 냉각수 압력 제어기(PIC-3058, PIC-3060) ; 수동/자동 전환
∙냉각수 온도제어기(TIC-3058, TIC-3060); 수동으로 냉각수 출구온도 조절
  수동/자동 제어기
∙XTK-20 공급 수동 유량조절밸브(VBD-3A/B)
∙격납용기 취출수 수동 차단밸브(VBD-2A/B)
∙취출수 열교환기 입구밸브(VBD-35A/B)
∙주제어실 격납용기 취출수 자동 차단밸브(VBD-9A/B)
∙VCD-160A/B
∙VCD-151
∙VWX-28A/B
∙VBD-5
∙XHX-52A/B Shell Side 배기밸브(VBD-169A/B)
∙취출수 공통 유량조절밸브(IFV-1502)
  선택스위치 Close, Open 표시등
  - 현장 S/G 취출계통 열회수 제어반 조작스위치 “자동(Auto)” 선택 “열림 표시등(Open 

Lamp” 점등
  - IFV-1502는 다음 조건에서 자동차단
   ∘취출수 열교환기 출구측 취출수 고온도(TI-1551) : 54.4℃(130℉) 이상
   ∘전단여과기(XFL-1512) 고압력(PI-1553) : 9.5 kg/cm2(128.0 psi)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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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V-1504 선택스위치 Close, Open 표시등
∙취출수 압력제어기(PIC-1551)
  요구신호로 IPV-1503 Close, Open, 닫힘/열림 표시등 
∙취출수 압력 조절밸브(IPV-1503)
∙열교환기 취출수 출구유량 제어기(FIC-1571, FIC-1572); 수동조절
  IFV-1501A/B 요구 신호
∙열교환기 취출수 출구유량 조절밸브(IFV-1501A/B)
∙취출수 유량 조절밸브(IFV-1501A/B)
∙취출수 복수기 입구밸브(ILV-1504)
∙취출수 복수기 회수밸브(ILV-1504) ; 선택스위치 “자동(Auto)”
  - 복수기 온수조 수위(LB-3802A)가 고-고 수위(99 cm 이상)일 경우 ILV-1504가 자

동 차단됨
∙전단 배수(VBD-205)
∙탈기기 전단 여과기(XFL-1512)
∙전단여과기(XFL-1512) 전단 차단밸브(VBD-51)
∙후단여과기(XFL-1513A/B)의 후단 압력 기록계(PR-1554A/B)
∙후단압력 수동조작 조절밸브(VBD-79A/B)

∙격납용기 취출수 자동 차단밸브(VBD-9A/B) ; 주제어실

∙여과기 차압계; 여과기 카트리지 교환
  - 전단여과기 차압
  - 후단여과기 차압
∙취출수계통 압력조절밸브(IPV-1503)
∙취출수 열교환기의 취출수배출 온도
∙취출수 유량
∙취출수 열교환기 냉각수 유량 및 압력조절은 유량조절밸브 ITV-3058, 3060이 자동 조

절
∙취출수 고방사능 경보가 발생하면 취출수 차단밸브(격납용기 격리밸브)가 자동 차단
∙탈기기에 공급하는 냉각수(복수) 유량차단밸브 VCD-160A/B는 탈기기 고수위 신호에서 
자동 차단 
∙복수기 수위가 “고-고” 일 때는 회수설비 사용 중지

폐수처리장으로의 배출(Blowdown Tank를 통한 배출)

∙VBD-3A/B
∙VBD-2A/B
∙VBD-35A/B
∙VBD-9A/B
∙VBD-2009(바다배출용 수동차단밸브)
∙VBD-2008(폐수처리장 배출 수동차단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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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BD-4(XTK-20 배수밸브)
∙VBD-5(XTK-20 자동배출밸브, 주제어실)
∙RM-RT-L3의 입구 및 출구 차단밸브
∙XTK-20의 수위

폐수처리장으로의 배출(취출수 열교환기를 통한 배출)

∙VBD-51(XFL-1512 전단 차단밸브)
∙VBD-2009
∙VBD-2008
∙VBD-2006
∙PIC-1551(IPV-1503)
∙FIC-1571, FIC-1572(IFV-1501A/B)
∙VBD-1539(탈염기 우회밸브)
∙VBD-205
∙VBD-1541
∙RM-L2A/B의 VBD-2003A/B

바다로의 배출((Blowdown Tank를 통한 배출)
∙VBD-2008
∙VBD-2009

바다로의 배출((취출수 열교환기를 통한 배출)
∙VBD-2008
∙VBD-2009
∙VBD-2006
∙XTK-32(1차 보충수 탱크 : Primary Make Up Water Storage tank)로부터 공급되는 배

관의 차단밸브 VBD-70A/B(수지세정용 공급밸브)

탈염기 No.1(XDM-100A) 수지 교체
∙탈염기 전도도 측정기(CIS-1582) 차단밸브(VBD-66A)
∙VBD-58B
∙RM-L2A/B 우회배관 VBD-1539를 열고 VBD-1541을 닫아 탈염기를 우회
∙VBD-201B(탈염기 No.2 배기)
∙VBD-59B
∙VBD-68A
∙VBD-58A

탈염기 No.1 터빈건물 배수조로 세정
∙VBD-205 및 VBD-205 후단 밸브
∙VBD-78A/B(XFL-1513A/B 후단 차단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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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기  준
취출 계통 급  수 복수기 온수조

 수소이온농도 (pH) 8.5~9.0 8.8~9.2 6.0~9.0
 양이온전도도 (μ℧/cm) ＜1.2 0.2~0.4 0.1~0.3
 총전도도 (μ℧/cm) ＜4 ＜4 ＜4
 나트륨 (ppb) ＜4 ＜3 ＜3
 염소 (ppm) ＜0.05 ＜0.05 ＜0.05

∙FIC-1571/1572

탈염기 No.2(XDM-100B) 수지 교체
∙탈염기 전도도 측정기(CIS-1583) 차단밸브(VBD-66B)
∙VBD-58A
∙VBD-201A(탈염기 No.1 배기)
∙VBD-59A
∙VBD-68B
∙VBD-58B

탈염기 No.2 터빈건물 배수조로 세정
∙VBD-205 및 VBD-205 후단 밸브
∙VBD-78A/B(XFL-1513A/B 후단 차단밸브)
∙FIC-1571/1572

탈염기 No.1, No.2(XDM-100A/B) 동시 수지 교체
∙탈염기 전도도 측정기(CIS-1583) 차단밸브(VBD-66A/B)
∙VBD-79(후단 여과기 No.1, 2)의 우회밸브
∙RM-L2A/B 우회배관 VBD-1539를 열고 VBD-1541을 닫아 탈염기를 우회
∙VBD-1538(S/G 탈염기 취출수 우회배관 밸브)
∙VBD-58A
∙VBD-69B
∙VBD-68A
∙VBD-59B

탈염기 No.1, 2 터빈건물 배수조로 세정
∙VBD-205 및 VBD-205 후단 밸브
∙VBD-78A/B(XFL-1513A/B 후단 차단밸브)
∙FIC-1571/1572

※ 2차측 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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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kg/cm2 psig

PIC-1551 증기발생기 취출수 압력 IPV-1503 제어 20.0 284.5
PB-1551 증기발생기 취출수 압력 고 압력 경보 25.3 360

저 압력 경보 14.7 209
PY-1553 전단여과기 입구압력 고 압력 경보 9.0 128

IFV-1502 자동차단 9.5 135

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 ℉

TB-1550 증기발생기 취출수 온도 고온 경보 54.4 130IFV-1502 자동차단
TB-3058 취출수 Hx A 냉각수 

출구온도
고 온도 경보 145 293
저 온도 경보 110 230

TIC-3058 취출수 Hx A 냉각수 
출구온도 ITV-3058 제어 - -

TB-3060 취출수 Hx B 냉각수 
출구온도

고 온도 경보 145 293
저 온도 경보 110 230

TIC-3060 취출수 Hx B 냉각수 
출구온도 ITV-3060 제어 - -

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gpm m3/hr

FB-1571 증기발생기 A 취출수 
유량 고유량 경보 80 18.2

FC-1571 증기발생기 A 취출수 
유량 제어기 IFV-1501A 제어 73 16.6

FB-1572 증기발생기 B 취출수 
유량 고유량 경보 80 18.2

FC-1572 증기발생기 B 취출수 
유량 제어기 IFV-1501B 제어 73 16.6

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설정치

∘압력

∘온도

∘유량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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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LS-1500 취출탱크 수위
고수위 경보

1.25 83.3취출수 차단
(VBD-9A/B, 28A/B)

채널번호 명칭 설정치 기능 설정치
μ℧/cm

CIS-1582 혼상탈염기 출구 전도도 고 전도도 경보 0.5

CIS-1583 양이온탈염기 출구 
전도도 고 전도도 경보 0.5

∘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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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급수가열기 배수계통

가. 기능

∙급수가열기 및 습분분리재열기의 응축수를 수집하여 복수/급수계통으로 회수하고, 급수가
열기 셀측 고 수위시 복수기로 긴급회수

그림 144. 급수가열기 및 습분분리재열기 배수계통 간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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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발전기 밀봉유 계통

가. 기능

∙발전기 수소 누설 차단을 위해 글랜드 밀봉에 밀봉유 공급

∙글랜드 밀봉 윤활작용

∙발전기에 공기와 습기의 유입을 최소화

그림 145. 밀봉유계통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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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6. 밀봉유 냉각기



부록 2.

고리 1호기 전력생산 기능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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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EX  1, 2 FILE TITLE: 고리1호기-기능분석08.07.16(R5)

GOAL

전력 생산

G1

열 에너지 생산

G11

열 생성

G111

핵분열 과정 형성 및 연료 연소

G1111

중성자 선원 제공

G0001

핵연료 자제에 의한 중성자선
원제공

p=1.0000E+00
G0002

우주선에 의한 중성자 선원제
공

p=1.0000E+00
G0003

중성자 선원봉에 의한 선원제
공

p=1.0000E+00

G1112

원자로 임계상태 유지

G0004

반응도 제어

p=1.0000E+00
G0005

연료연소보상

p=1.0000E+00
G0006

붕소농도제어

p=1.0000E+00
G0007

제어봉제어

p=1.0000E+00

G112

중성자속 제어를 통한 핵분열
과정 제어

Page 2
G113

핵분열 열 이외의 열 생성

Page 24

G12

열 전달

Page 31

G2

열 에너지 변환

Page 59
G3

전기 생산

Page 110
G4

보조설비 제공

Page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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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

중성자속 제어를 통한 핵분열
과정 제어

Page 1

G1121

붕소 농도 제어

G11211

붕산주입

Page 3
G11212

붕산희석

Page 10
G11213

붕산 농도 측정 및 감시

p=1.0000E+00

G1122

제어봉 제어

Page 11
G1123

가연성 독물질 연소 (BPRA)

p=1.0000E+00
G1124

원자로출력(중성자속, 온도)
감시 및 계측

Page 16
G1125

수평방향 및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

Pag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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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11

붕산주입

Page 2

G112111

원자로보충제어 

Page 4
G112112

붕산탱크 수위 감시

Page 5
G112113

붕산이송펌프 운전

p=1.0000E+00
G112114

붕산혼합기(Blender) 운전

Page 6
G112115

원자로보충수펌프 운전

p=1.0000E+00
G112116

원자로보충수저장탱크로부터
보충수 제공

Page 10
G0008

충전펌프 1 운전

Page 7
G0144

충전펌프 2 운전

Page 8

G0145

충전펌프 3 운전

Pag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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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111

원자로보충제어 

Page 3, 10

G0166

운전모드선택기(MKUP
MODE SEL SW) 선택           

  

p=1.0000E+00
G0167

펌프기동스위치 운전

G0168

보충수 펌프

p=1.0000E+00
G0169

붕산 이송펌프

p=1.0000E+00
G0170

MAKE UP CONT SW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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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112

붕산탱크 수위 감시

Page 3

G0360

 LI-196BA TK B LVL

p=1.0000E+00
G0361

 LI-102BA TK B LVL

p=1.0000E+00
G0362

 LI-171BA TK B LVL

p=1.0000E+00
G0363

 LI-189BA TK B LVL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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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114

붕산혼합기(Blender) 운전

Page 3

G0171

C-VCS-111B FC BA
BLENDER TO VCT VV

p=1.0000E+00
G0172

C-VCS-110B FC BA
BLENDER TO CHARG PP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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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08

충전펌프 1 운전

Page 3

G0174

 XPP-28ACHARG PP
AMMETER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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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144

충전펌프 2 운전

Page 3

G0176

 XPP-28BCHARG PP B
AMMETER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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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145

충전펌프 3 운전

Page 3

G0178

XPP-28C CHARG PP C
AMMETER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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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12

붕산희석

Page 2

G112121

원자로보충수유량제어밸브
운전

G0179

 HC-111PM FLOWCONT VV

p=1.0000E+00
G0180

  HC-110BA FLOW CONT VV

p=1.0000E+00

G112111

원자로보충제어 

Page 4
G112115

원자로보충수펌프 운전

p=1.0000E+00
G112116

원자로보충수저장탱크로부터
보충수 제공

G0183

 C-ILV-1702 FCPRIM MKUP
 WTR STORTK INL CONT
VV

p=1.0000E+00

G0009

충전펌프 운전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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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2

제어봉 제어

Page 2, 23

G11221

제어봉 구동 (정지군, 제어군)

G112211

제어봉제어계통

G0010

제어봉제어 패널 ,스위치

G0012

뱅크선택스위치

G0185

CONTROL MODE
SELECTOR

p=1.0000E+00

G0013

정지군

p=1.0000E+00
G0014

제어군

G0187

  SC-CBB 1CONT BANK BGP
1

p=1.0000E+00
G0188

SC-CBA 1 CONT BANK A
GP 1

p=1.0000E+00
G0189

SC-CBA 2 CONT BANK A
GP 2

p=1.0000E+00

G112212

제어봉구동장치

G0016

제어봉구동축

p=1.0000E+00
G0039

이동코일

p=1.0000E+00
G0040

정지코일

p=1.0000E+00
G0041

인양코일

p=1.0000E+00

G112213

M/G Set

Page 12
G112214

원자로정지차단기

Page 13
G112215

원자로정지우회차단기

Page 14

G11222

제어봉 위치지시

Pag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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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213

M/G Set

Page 11

G0024

전원공급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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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214

원자로정지차단기

Page 11

G0026

RX Trip BKB A

G0192

 HS/RTS-ARX TRP BKR A

p=1.0000E+00
G0193

 52/RT ARX TRP BKR

p=1.0000E+00

G0042

RX Trip BKB B

G0194

 HS/RTS-BRX TRP BKR B

p=1.0000E+00
G0195

 52/RT BRX TRP BKR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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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215

원자로정지우회차단기

Page 11

G0028

RX Trip Bypass  BKR A

G0190

 HS/RTS-ARX TRP BKR A

p=1.0000E+00
G0191

 HS/RTS-BRX TRP BKR B

p=1.0000E+00

G0043

RX Trip Bypass  BKR B

G0196

 52/BY ARX TRP BYP BKR

p=1.0000E+00
G0197

 52/BY BRX TRP BYP BKR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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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22

제어봉 위치지시

Page 11

G112221

제어봉위치지시계통

G0030

위치지시패널

G0198

 MR-55CONT BANK A ROD
POSN INDIC

p=1.0000E+00
G0199

 MR-44DCONT BANK B ROD
POSN INDIC

p=1.0000E+00
G0200

 MR-44BCONT BANK C ROD
POSN INDIC

p=1.0000E+00
G0201

 MR-88CONT BANK D ROD
POSN INDIC

p=1.0000E+00
G0202

 MR-44CS/D BANK A ROD
POSN INDIC

p=1.0000E+00
G0203

 MR-44AS/D BANK B ROD
POSN INDIC

p=1.0000E+00

G0044

DRPI

p=1.0000E+00

G112222

제어봉위치검출기

G0032

정지군

p=1.0000E+00
G0033

제어군

p=1.0000E+00

G112223

스텝 계수기

G0034

정지군

p=1.0000E+00
G0035

제어군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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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4

원자로출력(중성자속, 온도)
감시 및 계측

Page 2

G11241

노외 핵계측

G112411

선원영역 계측

G1124111

BF3 비례계수기

G0204

  NI-32BSR COUNTRATE

p=1.0000E+00
G0205

  NI-31BSR COUNTRATE

p=1.0000E+00

G112412

중간영역 계측

G1124121

보상형 전리함

G0206

  NI-35DIR STUPRATE

p=1.0000E+00
G0207

  NI-36DIR STUPRATE

p=1.0000E+00
G0208

 NI-35BIR

p=1.0000E+00
G0209

 NI-36BIR

p=1.0000E+00

G112413

출력영역 계측

G1124131

비보상형 전리함

Page 17

G0220

 NR-45SR.IR.PR. △ Φ

Page 18

G11242

노내 핵계측 (중성자속 분포
측정)

Page 19
G11243

핵연료집합체 상부 온도 분포
측정 (노심츨구 CET)

Page 20
G11244

RCS 고온관 온도, 저온관 온
도, Thot-Tcold 편차, Tavg 측

정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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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4131

비보상형 전리함

Page 16

G0210

 NI-41BPR % PWR

p=1.0000E+00
G0211

  NI-41CPR % FLXDIFF

p=1.0000E+00
G0212

 NI-42BPR % PWR

p=1.0000E+00
G0213

  NI-42CPR % FLXDIFF

p=1.0000E+00
G0214

 NI-43BPR % PWR

p=1.0000E+00
G0215

  NI-43CPR % FLXDIFF

p=1.0000E+00
G0216

 NI-44BPR % PWR

p=1.0000E+00
G0217

  NI-44CPR % FLXDIFF

p=1.0000E+00

G0218

NR-44 PR FLX 3&4 LWR

p=1.0000E+00
G0219

NR-42 PR FLX 3&4 UPR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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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220

 NR-45SR.IR.PR. △ Φ

Page 16

G0221

 HR/NR-45ANIS REC SEL
SW A

p=1.0000E+00
G0222

 HR/NR-45BNIS REC SEL
SW B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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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42

노내 핵계측 (중성자속 분포
측정)

Page 16

G112421

이동형 노내 핵계측기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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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43

핵연료집합체 상부 온도 분포
측정 (노심츨구 CET)

Page 16

G112431

노내 열전대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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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5

수평방향 및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

Page 2

G11251

수평방향 출력분포 제어

Page 22
G11252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

Pag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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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51

수평방향 출력분포 제어

Page 21

G112511

핵연료와 가연성 독물질 배치

G0045

노심장전형태로 결정

p=1.0000E+00

G112512

제어봉 배치

G0048

노심장전형태와 제어봉 배치

p=1.0000E+00

G112513

핵연료 농축도 및 연소도

G0049

Xe, Sm 제어

p=1.0000E+00
G0050

연료연소보상

G0051

붕산농도 조절

p=1.0000E+00
G0052

제어봉 인출 삽입

G0223

제어봉 조종간 조종

G0225

RODS OUT(제어봉 인출)

p=1.0000E+00
G0226

RODS IN(제어봉 삽입)

p=1.0000E+00

G0224

 SI-401ROD SPD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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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252

축방향 출력분포 제어

Page 21

G1121

붕소 농도 제어

Page 2
G1122

제어봉 제어

Page 11
G0053

핵분열 생성 독물질(Xe, Sm)
무반응도 보상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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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3

핵분열 열 이외의 열 생성

Page 1

G1131

원자로냉각재펌프에 의해 생
성된 열

G11311

원자로냉각재펌프 A,B,C 의한
열생성

G113111

원자로냉각재펌프 윤활유 공
급

G0240

RCP A OIL LIFT PP
XMC10A2

p=1.0000E+00
G0241

 RCP B OIL LIFT PPXMC9A3

p=1.0000E+00

G113112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공
급

Page 25
G0058

RCP 기계적 운동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

p=1.0000E+00
G0059

RCP 냉각수 공급

Page 26
G0227

RCP 전원공급

Page 27
G0230

RCP 제어

Page 28
G0356

 C-VCS-8168B FCRCP B
 STD-P MKUPISOL VV

p=1.0000E+00
G0364

RCP 베어링 감시

Page 29

G1132

가압기 전열기에 의해 생성된
열

Pag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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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3112

원자로냉각재펌프 밀봉수 공
급

Page 24

G0060

CVCS

p=1.0000E+00
G0357

 O-VCS-8141B FORCP B SL
 LK-OFFISOL VV

p=1.0000E+00
G0358

 O-VCS-8141A FORCP A SL
 LK-OFFISOL VV

p=1.0000E+00
G0359

C-VCS-8168B FC RCP B
STD-P MKUP ISOL VV

p=1.0000E+00
G0367

 TI-182RCP B SL TEMP

p=1.0000E+00
G0368

 PI-174ARCP B SL DISCH
PRESS

p=1.0000E+00
G0369

 PI-124ARCP B LABYTH SL
△P

p=1.0000E+00
G0370

  FI-116RCP B SL INJFLOW

p=1.0000E+00

G0372

 TI-181RCP A SL TEMP

p=1.0000E+00
G0373

 PI-173ARCP A SL DISCH
PRESS

p=1.0000E+00
G0374

  PI-131ARCP A LABYTHSL
△P

p=1.0000E+00
G0375

  FI-115RCP A SL INJFLOW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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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59

RCP 냉각수 공급

Page 24

G0062

기기냉각수

G0233

O-VCC-117 (XMC11E1)RCP
A/B THRM BARR CC WTR

RTN 

p=1.0000E+00
G0234

O-VCC-110 CSC
 (XMC7E6)CC PP TORCP

A&B INL MTR VV

p=1.0000E+00
G0235

FI-1281 RCP A/B THRM
BARR CC WTR RTN FLOW

p=1.0000E+00
G0236

TI-1284 RCP A/B THRM
BARR CC WTR RTN TEMP

p=1.0000E+00
G0237

  FI-1277RCP A MTR BRGCC
RTN FLOW

p=1.0000E+00
G0238

  FI-1280RCP B MTR BRGCC
RTN FLOW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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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227

RCP 전원공급

Page 24

G0228

 RCP-AAMMETER

p=1.0000E+00
G0229

 RCP-BAMMETER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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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230

RCP 제어

Page 24

G0231

 XPP-2A(XSW1A)RCP A

p=1.0000E+00
G0232

 XPP-2A(XSW1B)RCP B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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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364

RCP 베어링 감시

Page 24

G0365

 TI-125RCP B BRG TEMP

p=1.0000E+00
G0371

 TI-132RCP A BRG TEM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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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132

가압기 전열기에 의해 생성된
열

Page 24

G11321

비례전열기

G0056

전열기 선택 및 제어기

p=1.0000E+00

G11322

보조전열기

G0054

전열기선택 및 제어기

G0243

 HS/PH-1PZR BKUP HTR GP
A

p=1.0000E+00
G0244

 HS/PH-2PZR BKUP HTR GP
B

p=1.0000E+00
G0245

PZR CONT HTR GP

p=1.0000E+00

G0242

 PCV-431KPZR PRESS
 MSTRCONT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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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

열 전달

Page 1

G121

원자로 냉각재 순환

G1211

강제순환 수단 제공

G11311

원자로냉각재펌프 A,B,C 의한
열생성

Page 24

G122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제어

Page 32
G123

원자로 냉각재 압력 제어

Page 48
G124

원자로 냉각재 화학제어

Page 57
G125

원자로 냉각재 정화

Page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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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2

원자로 냉각재 재고량 제어

Page 31

G1221

가압기 수위 측정 및 제어 

G12211

노냉각수 평균온도에 의해 수
위 설정치 설정

G122111

가압기 수위편차 보상
PI(Proportional plus Integral)

제어기기

G0068

충전 및 유출제어

G0070

CVCS

p=1.0000E+00

G1222

충전유량 제어

G12221

충전펌프

G0072

충전펌프 1

G0247

 XPP-28ACHARG PP A
AMMETER

p=1.0000E+00

G0146

충전펌프 2

G0249

 XPP-28BCHARG PP B
AMMETER

p=1.0000E+00

G0147

충전펌프 3

G0252

 XPP-28CCHARG PP C
AMMETER

p=1.0000E+00

G0246

 O-VCS-8147 FCCHARG LN
ISOL VV

p=1.0000E+00

G1223

유출유량 제어

Page 33
G1224

완충수단 제공

Page 37
G0266

초과(잉여)유출수온도제어

Page 46
G0267

초과(잉여)유출수유량 및 압력
제어

Page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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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23

유출유량 제어

Page 32

G12231

유출수차단밸브

Page 34
G0064

유출수유량제어밸브

Page 35
G0260

 VCS-112A FVCTLTDN
DIVER VV

p=1.0000E+00
G0261

초과(잉여)유출유량제어

Page 36
G0274

 TI-127LTDN LN TEMP

p=1.0000E+00
G0275

 TI-129LTDN LN RLF VV
DISCH TEMP

p=1.0000E+00
G0276

  TI-130LTDN HX OUTLTEMP

p=1.0000E+00
G0277

 FI-134LTDN FLOW

p=1.0000E+00

G0278

 PI-135LTDN PRESS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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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231

유출수차단밸브

Page 33

G0066

유출수 Orifice

G0253

 LTDN ORIFICEVCS-8149A

p=1.0000E+00
G0254

 LTDN ORIFICEVCS-8149B

p=1.0000E+00
G0255

 LTDN ORIFICEVCS-8149C

p=1.0000E+00

G0256

 O-VCS-8152 FC SCLTDN
 CTMT OTSDISOL VV

p=1.0000E+00
G0257

VCS-427 FC LTDN LN ISOL
VV

p=1.0000E+00
G0258

O-VCS-428 FC LTDN LN
ISOL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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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64

유출수유량제어밸브

Page 33

G0272

 LTDN CVVCS-8152

p=1.0000E+00
G0273

 O-VCS-8152 FC SCLTDN
 CTMT OTSDISOL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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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261

초과(잉여)유출유량제어

Page 33

G0262

 C-VCS-8154 FCEXCS LTDN
 ISOLVV

p=1.0000E+00
G0263

 C-VCS-8153 FCEXCS LTDN
 ISOLVV

p=1.0000E+00
G0264

 C-VCS-8143 FVCTEXCS
 LTDN DIVERTTO DRN

3-WAY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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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24

완충수단 제공

Page 32

G12241

가압기

Page 38
G12242

체적제어탱크 (VCT)

Page 43
G12243

붕소재생계통 (BRS)

Page 44
G0311

RCS 압력제어

Pag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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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241

가압기

Page 37

G0074

PZR Tank 및  밀림관 (Surge
Line)

G0281

가압기 수위제어

G0295

  LI-426APZR LVLSET I

p=1.0000E+00
G0296

  LI-427APZR LVLSET II

p=1.0000E+00
G0297

  LI-428APZR LVLSET III

p=1.0000E+00
G0298

 LI-433APZR C-LEG CALB
LVL

p=1.0000E+00
G0308

  LR-428PZR LVLREC SEL
SW

p=1.0000E+00
G0309

  LR-428BPZR LVL RECSEL
SW

p=1.0000E+00
G0314

  LR-428APZR LVLSEL SW

p=1.0000E+00

G0282

가압기 압력제어

Page 39
G0286

가압기 온도제어

Page 40
G0300

가압기 과압보호

Page 41
G0338

  TI-421PZR SURG LNTEMP

p=1.0000E+00

G0290

가압기 살수 및 보조살수관

Page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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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282

가압기 압력제어

Page 38

G0283

PCV-431K PZR PRESS
MSTR CONT

p=1.0000E+00
G0284

 PCV-431BPZR SPRY VV
CONT B

p=1.0000E+00
G0285

 PCV-431APZR SPRY VV
CONT A

p=1.0000E+00
G0304

  PI-429PZR PRESSSET I

p=1.0000E+00
G0305

  PI-430PZR PRESSSET II

p=1.0000E+00
G0306

  PI-431PZR PRESSSET III

p=1.0000E+00
G0307

  PI-449APZR PRESSSET IV

p=1.0000E+00
G0310

 PR-429PZR PRESS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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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286

가압기 온도제어

Page 38

G0287

 TI-424PZR LIQ TEMP

p=1.0000E+00
G0288

 TI-425PZR VAP TEMP

p=1.0000E+00
G0289

  TI-421PZR SURG LNTEM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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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300

가압기 과압보호

Page 38

G0301

  TI-436PZR SFTY VV BTEMP

p=1.0000E+00
G0302

  TI-437PZR SFTY VV ATEMP

p=1.0000E+00
G0303

  TI-438PZR PORVCOMN
TEM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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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290

가압기 살수 및 보조살수관

Page 38

G0291

  TI-423PZR SPRY LNTEMP
PCV-431B

p=1.0000E+00
G0292

  TI-422PZR SPRY LNTEMP
PCV-431A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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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242

체적제어탱크 (VCT)

Page 37

G0075

보충 및 유출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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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243

붕소재생계통 (BRS)

Page 37

G0077

붕산재순환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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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311

RCS 압력제어

Page 37

G0312

 PR-420RC H-LEG LP1
PRESS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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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266

초과(잉여)유출수온도제어

Page 32

G0269

 TI-1283EXCS LTDN HX
DISCH CC TEMP

p=1.0000E+00
G0279

  TI-122EXCS LTDN HXTEM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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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267

초과(잉여)유출수유량 및 압력
제어

Page 32

G0270

 FI-1274EXCS LTDN HX
DISCH CC FLOW

p=1.0000E+00
G0280

 PI-121EXCS LTDN HX
PRESS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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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3

원자로 냉각재 압력 제어

Page 31

G1231

가압기 살수

Page 49
G1232

가압기 전열기 가열

Page 50
G1233

가압기 과압력 제어

Page 51
G1234

가압기 압력 측정 및 제어

Page 54
G0315

원자로 냉각재 압력 제어

Page 55
G0335

가압기 온도제어

Page 56
G0352

 PR-420RC H-LEG LP1
PRESS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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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31

가압기 살수

Page 48

G12311

주살수

G11311

원자로냉각재펌프 A,B,C 의한
열생성

Page 24
G123111

주살수밸브

G0323

 PCV-431BPZR SPRY VV
CONT B

p=1.0000E+00
G0324

 PCV-431APZR SPRY VV
CONT A

p=1.0000E+00

G0326

  TI-423PZR SPRY LNTEMP
PCV-431B

p=1.0000E+00
G0327

  TI-422PZR SPRY LNTEMP
PCV-431A

p=1.0000E+00

G12312

보조살수

G12221

충전펌프

Page 32
G123121

보조살수밸브

G0321

C-VCS-8145 FC PZR AUX
SPRY ISOL VV

p=1.0000E+00
G0322

PCV-431K PZR PRESS
MSTR CONT

p=1.0000E+00

G0328

C-VCS-8145 FC PZR AUX
SPRY ISOL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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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32

가압기 전열기 가열

Page 48

G11321

비례전열기

Page 30
G11322

보조전열기

Pag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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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33

가압기 과압력 제어

Page 48

G12331

가압기 안전밸브

G0339

  TI-437PZR SFTY VV ATEMP

p=1.0000E+00
G0340

  TI-436PZR SFTY VV BTEMP

p=1.0000E+00

G1233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Page 52
G0348

가압기 압력방출탱크

Page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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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332

가압기 압력방출밸브

Page 51

G0330

 C-PCV-430 FCPZR RLF VV
 B

p=1.0000E+00
G0331

 C-VRC-8031FCPZR RLF TK
 DRNVV

p=1.0000E+00
G0332

 C-PCV-431FCPZR RLF VV A

p=1.0000E+00
G0333

 O-VRC-8000A(XMC6F1)PZR
PWR RLF ISOL VV A

p=1.0000E+00
G0334

 C-PCV-440 FCPZR RLF TK
VENT VV

p=1.0000E+00
G0341

  TI-438PZR PORVCOMN
TEMP

p=1.0000E+00
G0343

  TI-438PZR PORVCOMN
TEM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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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348

가압기 압력방출탱크

Page 51

G0349

 TI-439PRT TEMP

p=1.0000E+00
G0350

 PI-440PRT PRESS

p=1.0000E+00
G0351

 LI-442PRT LVL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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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34

가압기 압력 측정 및 제어

Page 48

G0079

가압기 압력 측정 및 제어기

G0318

 PR-429BPZR PRESS REC
SEL SW

p=1.0000E+00
G0319

  P-429APZR PRESSSEL SW

p=1.0000E+00
G0329

PCV-431K PZR PRESS
MSTR CONT

p=1.0000E+00
G0344

  PI-429PZR PRESSSET I

p=1.0000E+00
G0345

  PI-430PZR PRESSSET II

p=1.0000E+00
G0346

  PI-431PZR PRESSSET III

p=1.0000E+00
G0347

  PI-449APZR PRESSSET IV

p=1.0000E+00
G0353

 PR-429BPZR PRESS REC
SEL SW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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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315

원자로 냉각재 압력 제어

Page 48

G0316

 PR-420RCS HT LN PRESS
REC SEL SW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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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335

가압기 온도제어

Page 48

G0336

 TI-424PZR LIQ TEMP

p=1.0000E+00
G0337

 TI-425PZR VAP TEM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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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4

원자로 냉각재 화학제어

Page 31

G1241

산소(O2) 농도 제어

G12411

CVCS 화학약품 혼합탱크에
하이드라진 주입

G41332

하이드라진(Hydrazine) 주입

p=1.0000E+00

G12412

체적제어탱크에 수소 주입

G41321

VCT 수소 공급

Page 111

G1242

수소이온농도(PH) 제어

G12421

CVCS 화학약품 혼합탱크에
Li7OH 주입

G41335

Li7OH 공급

p=1.0000E+00

G12422

Li-7 농도 제어

G124221

CVCS 양이온 탈염

G0021

양이온탈염기

p=1.0000E+00

G124222

CVCS 혼상 탈염

G0354

MIXED BED  3-WAY VV

p=1.0000E+00
G0355

 VCS-112A FVCTLTDN
DIVER VV

p=1.0000E+00
G0131

혼상탈염기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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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25

원자로 냉각재 정화

Page 31

G1251

CVCS 유출수 정화

G12511

이온화 부식생성물 및 핵분열
생성물 제거

G124221

CVCS 양이온 탈염

Page 57
G124222

CVCS 혼상 탈염

Page 57
G124223

원자로 냉각재 필터링

p=1.0000E+00

G1252

레진 부스러기 및 입자 제거

G124223

원자로 냉각재 필터링

p=1.0000E+00

G1253

RCP 밀봉주입수 입자성 물질
수집

G12531

밀봉주입수 필터링

p=1.0000E+00

G1254

RCP 밀봉수회수 및 잉여유출
수 입자성 물질 수집

G12541

밀봉수회수 필터링

p=1.0000E+00

G1255

붕산용액 입자성 물질 수집

G12551

붕산 필터링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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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

열 에너지 변환

Page 1

G21

증기 생산

G211

1차측에서 2차측으로의 열전
달

G2111

증기발생기 세관측에서 쉘측
으로 열전달

p=1.0000E+00

G212

증기발생기 수위 및 압력 유지

G2121

증기발생기 수위 유지

G21211

증기유량

p=1.0000E+00
G21212

급수유량

G212121

급수밸브제어기

p=1.0000E+00
G212122

급수제어밸브

p=1.0000E+00
G212123

급수제어우회밸브

p=1.0000E+00
G0562

 FW-S/GVFW-70A

p=1.0000E+00
G0580

 FI-466STM GEN FW FLOW
LP1 SET I

p=1.0000E+00
G0581

 FI-467STM GEN FW FLOW
LP1 SET II

p=1.0000E+00
G0582

  FR-465STM&FW FLOWLP1

p=1.0000E+00
G0583

  FR-475STM&FW FLOWLP2

p=1.0000E+00

G21213

증기발생기 수위

Page 60

G2122

증기발생기 압력 유지

Page 61

G213

증기발생기 수질 유지

Page 62

G22

증기 공급

Page 63
G23

증기 응축

Page 87
G24

급수 공급

Pag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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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1213

증기발생기 수위

Page 59

G0584

 LR-460STM GEN WR LVL
LP1&2

p=1.0000E+00
G0585

 LR-461STM GEN WR LVL
LP1&2

p=1.0000E+00
G0586

 STM GEN LP2 FW FLOSEL
 SWF-476   F-477

p=1.0000E+00
G0587

STM GEN LP2 STM FLOW
 SEL SWF-474   F-475

p=1.0000E+00
G0588

 STM GEN LP1 FW FLOSEL
 SWF-466     F-467

p=1.0000E+00
G0589

 STM GEN LP1 FW FLOSEL
 SWF-466     F-467

p=1.0000E+00
G0590

 VFW-70B(XMC5G3)FW TO
 STM GEN BISOL VV

p=1.0000E+00
G0591

 VFW-70A(XMC4F7)FW TO
 STM GEN AISOL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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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122

증기발생기 압력 유지

Page 59

G0592

LP1  PC-468A SI STEAM
LINE LO-PRESS

p=1.0000E+00
G0593

LP1 PC-469A SI STEAM
LINE LO-PRESS

p=1.0000E+00
G0594

LP1 PC-482A SI STEAM
LINE LO-PRESS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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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13

증기발생기 수질 유지

Page 59

G2131

증기발생기 취출

G21311

증기발생기 취출수 계통

G0595

 FI-1571BLDN FLOW TO
 CONDSRTRAIN A

p=1.0000E+00
G0596

 FI-1572BLDN FLOW TO
 CONDSRTRAIN B

p=1.0000E+00
G0597

 FI-1552BLDN FLOW TO
 CONDSRCOMMON

p=1.0000E+00

G2132

2차측 화학약품 주입

G21321

증기발생기 화학처리 (pH, 용
존산소 제어)

G41331

암모니아 주입

p=1.0000E+00
G41332

하이드라진(Hydrazine) 주입

p=1.0000E+00

G21322

복수 화학처리 (pH, 용존산소
제어)

G41331

암모니아 주입

p=1.0000E+00
G41332

하이드라진(Hydrazine) 주입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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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

증기 공급

Page 59

G221

터빈에 증기를 공급하여 열 에
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

G2211

고압터빈 및 저압터빈 축 회전
(에너지 변환 기능)

Page 64
G2212

터빈 글랜드 밀봉 수단 제공

Page 67
G2213

터빈 정지밸브 및 조절밸브 제
어

Page 68
G2214

터빈 축 베어링 윤활

Page 72
G0376

터빈1단 압력(터빈출력)감시

Page 73

G222

증기 습분분리 및 재열

Page 74
G223

터빈 이외의 설비로의 증기 공
급

Page 76
G224

증기 압력 유지

Page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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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11

고압터빈 및 저압터빈 축 회전
(에너지 변환 기능)

Page 63

G22111

고압터빈

G0082

HP TBN 1대

p=1.0000E+00
G0468

 TR-633HP TBN EXH N-S
STM TEMP

p=1.0000E+00
G0475

 TR-623HP STM CHEST
MIDWALL TEMP

p=1.0000E+00
G0476

 TDR-625HP STM CHEST
 INN & OTRDIFF TEMP

p=1.0000E+00
G0477

 TDR-632HP TBN INN & OTR
CASING DIFF TEMP

p=1.0000E+00
G0478

 TR-629HP TBN INN & OTR
MIDWALL TEMP

p=1.0000E+00
G0479

 TR-640BFR HP STOP VV
STM TEMP

p=1.0000E+00

G22112

저압터빈

Page 65
G0472

습분분리재열기

Pag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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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112

저압터빈

Page 64

G0084

LP TBN 1

G0470

  TDR-630LP1 INN & OTRFLG
DIFF TEMP

p=1.0000E+00

G0150

LP TBN 2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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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472

습분분리재열기

Page 64

G0473

  TR-637AFT MSR-ASTM
TEMP

p=1.0000E+00
G0474

  TR-638AFT MSR-BSTM
TEM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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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12

터빈 글랜드 밀봉 수단 제공

Page 63

G22121

터빈글랜드밀봉계통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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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13

터빈 정지밸브 및 조절밸브 제
어

Page 63

G22131

터빈 정지밸브

Page 69
G22132

터빈 조절밸브

Page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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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131

터빈 정지밸브

Page 68

G0086

 VMS-152B(XMC9A4)LP2
 STM LINESTOP VV BYP VV

Page 70
G0598

 VMS-152A(XMC8A4)LP1
 STM LIMESTOP VV BYP VV

p=1.0000E+00
G0599

 VMS-20A(XMC4H1)LP1
 MAIN STM STOP VV

p=1.0000E+00
G0600

 VMS-20B(XMC5C5)LP2
 MAIN STMSTOP VV

p=1.0000E+00
G0601

 VMS-152B(XMC9A4)LP2
 STM LINESTOP VV BYP VV

p=1.0000E+00
G0602

 VMS-20B(XMC5C5)LP2
 MAIN STM STOP VV

p=1.0000E+00
G0603

 VMS-152A(XMC8A4)LP1
 STM LINESTOP VV BYP VV

p=1.0000E+00
G0604

 VMS-20A(XMC4H1)LP1
 MAIN STM STOP VV

p=1.0000E+00

G0605

 MAIN STM STOP VVMID
TRAV STOP

p=1.0000E+00
G0606

 TR-640BFR HP STOP VV
STM TEMP

p=1.0000E+00
G0607

TBN EMER STO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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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086

 VMS-152B(XMC9A4)LP2
 STM LINESTOP VV BYP VV

Page 69

G0088

밸브제어기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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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132

터빈 조절밸브

Page 68

G0090

밸브들

G0092

밸브제어기

p=1.0000E+00

G0467

  PR-634HP TBN GOV AFTER
PR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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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14

터빈 축 베어링 윤활

Page 63

G4134

윤활유 공급

Page 127
G31141

Jacking Oil 공급

G0094

Jacking Oil 계통

G0493

 XPP-72(XMC3A1)JACKING
OIL PP

p=1.0000E+00
G0495

 XPP 70(XSW4B)AC STBY
OIL P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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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376

터빈1단 압력(터빈출력)감시

Page 63

G0377

 PI-486TBN IST STAGE
PRESS SET III

p=1.0000E+00
G0378

 PI-485TBN IST STAGE
PRESS SET II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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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2

증기 습분분리 및 재열

Page 63

G2221

습분분리

G22211

습분분리재열기(MSR)

G0095

온도감시

p=1.0000E+00
G0096

MSR 제어기

p=1.0000E+00

G2222

1단 재열

G22211

습분분리재열기(MSR)

Page 74

G2223

2단 재열

G22211

습분분리재열기(MSR)

Page 74

G0384

습분분리기 배수

Page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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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384

습분분리기 배수

Page 74

G0385

ILV-3622B MOIST SEP DRN
TK B OUTL CONT VV

p=1.0000E+00
G0386

 VHD-9BMOIST SEP DRN TK
 BOUTL VV

p=1.0000E+00
G0387

 ILV-3619BMOIST SEP DRN
 TK A OUTL CONT VV

p=1.0000E+00
G0388

 VHD-9AMOIST SEP DRN TK
 AOUTL VV

p=1.0000E+00
G0393

  VHD-37AMSR AOUTLET
VV-A

p=1.0000E+00
G0394

  VHD-37BMSR AOUTLET
VV-B

p=1.0000E+00
G0395

  VHD-38AMSR BOUTLET
VV-A

p=1.0000E+00
G0396

  VHD-38BMSR BOUTLET
VV-B

p=1.0000E+00

G0401

 ILV-3612B1ST REHTR DRN
 TK BOUTL CONT VV

p=1.0000E+00
G0402

 VHD-341ST REHTR DRN TK
 BOUTLET VV

p=1.0000E+00
G0403

 ILV-3605B1ST REHTR DRN
 TK AOUTL CONT VV

p=1.0000E+00
G0404

 VHD-321ST REHTR DRN TK
 AOUTLET VV

p=1.0000E+00
G0405

 ILV-3615B2ND REHTR DRN
 TK BOUTL CONT VV

p=1.0000E+00
G0406

 VHD-352ND REHTR DRN
 TK BOUTLET VV

p=1.0000E+00
G0407

 ILV-3608B2ND REHTR DRN
 TK AOUTL CONT VV

p=1.0000E+00
G0408

 VHD-332ND REHTR DRN
 TK AOUTLET VV

p=1.0000E+00

G0429

 ILV-3608A2ND RDT A BYP
TO CONDSR

p=1.0000E+00
G0431

 ILV-3615A2ND RDT B BYP
TO CONDSR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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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3

터빈 이외의 설비로의 증기 공
급

Page 63

G2231

주증기 공급

G22311

터빈 구동 보조급수펌프 터빈
에 증기 공급

G0608

  TI-3064MS TO TBN AFWPP
INLET TEMP

p=1.0000E+00

G22312

습분분리재열기의 2단 재열기
로의 증기 공급

G0463

  TI-3057STM TEMP BFRMSR
A 2ND STAGE

p=1.0000E+00
G0464

  TI-3059STM TEMP BFRMSR
B 2ND STAGE

p=1.0000E+00

G22313

증기분사 공기추출기(Steam
Jet Air Ejector)로의 증기 공급

p=1.0000E+00
G22314

보조증기계통으로의 증기 공
급

p=1.0000E+00

G2232

추기 증기 공급

G22321

고압터빈 추기 증기 공급

G223211

습분분리재열기의 1단 재열기

G0379

 VSE-10AHP TBN TO MSR A
1ST R/H INLET VV

p=1.0000E+00
G0380

 VSE-10BHP TBN TO MSR B
1ST R/H INLET VV

p=1.0000E+00
G0411

 VSE-1B(XMC2J1)MOIST
 SEP B 1STREHTR INLET
VV

p=1.0000E+00
G0412

 VSE-1A(SMC1M3)MOIST
 SEP A 1STREHTR INLET
VV

p=1.0000E+00
G0424

ILV-3608A 2ND RDT A BYP
TO CONDSR

p=1.0000E+00
G0426

ILV-3615A 2ND RDT B BYP
TO CONDSR

p=1.0000E+00

G241131

5단 고압급수가열기

Page 77
G241132

6단 고압급수가열기

Page 78

G22322

저압터빈 추기 증기 공급

Page 79
G0482

추기관 배수

Page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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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1131

5단 고압급수가열기

Page 76, 102

G0389

 VSE-13AHP TBN TO #5A&B
 HTRINLET VV-A

p=1.0000E+00
G0390

 VSE-13BHP TBN TO #5A&B
 HTRINLET VV-B

p=1.0000E+00
G0419

 ILV-3660B #5A HTRTO
CONT DEA

p=1.0000E+00
G0420

 ILV-3662B #5B HTRTO
CONT DEA

p=1.0000E+00
G0422

 VSE-12(XMC1M6)HP TBN
 TO #5A&BHTR INLET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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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1132

6단 고압급수가열기

Page 76, 102

G0397

 VSE-16AHP TBN TO #6A&B
 HTRINLET VV-A

p=1.0000E+00
G0398

 VSE-16BHP TBN TO #6A&B
 HTRINLET VV-B

p=1.0000E+00
G0414

 ILV-3650B #6B HTROUTLET
VV

p=1.0000E+00
G0416

 ILV-3648B #6A HTROUTLET
VV

p=1.0000E+00
G0421

 VSE-15(XMC1L4)HP TBN
 TO #6A&BHTR INLET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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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322

저압터빈 추기 증기 공급

Page 76

G241111

1단 저압급수가열기

Page 100
G241112

2단 저압급수가열기

G0417

 ILV-3687B #2B HTROUTLET
CONT VV

p=1.0000E+00
G0418

ILV-3685B #2A HTR 
OUTLET CONT VV

p=1.0000E+00

G241113

3단 저압급수가열기

G0382

 VSE-9ALP1 TBN TO #3A
HTR INLET VV

p=1.0000E+00
G0383

 VSE-9BLP1 TBN TO #3B
HTR INLET VV

p=1.0000E+00
G0409

 VSE-8A(XMC1M5)#3A HTR
INLET VV

p=1.0000E+00
G0410

 VSE-8B(XMC2J2)#3B HTR
INLET VV

p=1.0000E+00
G0413

 ILV-3674B #3B HTROUTL
CONT VV

p=1.0000E+00
G0415

 ILV-3672B #3A HTROUTLET
CONT VV

p=1.0000E+00

G2411211

탈기기 및 저장탱크

Page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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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11211

탈기기 및 저장탱크

Page 79, 101

G0391

 VSE-6ALP2 TBN TO D/A
INLET VV-A

p=1.0000E+00
G0392

 VSE-6BLP2 TBN TO D/A
INLET VV

p=1.0000E+00
G0423

 VSE-5(XMC1M4)LP2 TBN
 TO DEA EXTNSTM INLET

VV

p=1.0000E+00
G0425

 VHV-52DEA VENT VV

p=1.0000E+00
G0436

 LI-3839DEA STOR TK
LEVEL

p=1.0000E+00
G0437

TI-3840 CONDS TEMP TO
DEA

p=1.0000E+00
G0443

 FR-3837DEA FW FLOW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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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482

추기관 배수

Page 76

G0483

  VBE-87EXTN STM LINEDRN
VV

p=1.0000E+00
G0484

  VBE-85EXTN STM LINEDRN
VV

p=1.0000E+00
G0485

  VBE-83EXTN STM LINEDRN
VV

p=1.0000E+00
G0486

  VBE-74EXTN STM LINEDRN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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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4

증기 압력 유지

Page 63

G2241

증기 우회 및 덤핑 기능

Page 83
G2242

과압보호 및 압력 유지

Page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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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41

증기 우회 및 덤핑 기능

Page 82

G22411

복수기 덤프

Page 84
G22412

대기 덤프

Page 85
G0022

 HC-484STM DUMP VV
CONTROL

p=1.0000E+00
G0023

HC/43/SDB STM DUMP
INTLK SEL SW

p=1.0000E+00
G0025

 HC-484STM DUMP VV
 CONTROL

p=1.0000E+00
G0027

 STM DUMP MODESELECT

p=1.0000E+00
G0029

 ILV-3079STM DUMP LINE B
DRN VV

p=1.0000E+00
G0031

 ILV-3078STM DUMP LINE A
DRN VV

p=1.0000E+00

G0036

  STM DUMPINTLK B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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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411

복수기 덤프

Page 83

G224111

복수기덤프밸브

G0098

 IPV-484A(XCL8B)LP1 STM
 DUMPVV-A

p=1.0000E+00
G0011

 IPV-484B(XCL8B)LP1 STM
 DUMPVV-B

p=1.0000E+00
G0015

 IPV-484C(XCL8B)LP1 STM
 DUMPVV-C

p=1.0000E+00
G0017

 IPV-484D(XCL8B)LP2 STM
 DUMPVV-D

p=1.0000E+00
G0018

 IPV-484E(XCL8B)LP2 STM
 DUMPVV-E

p=1.0000E+00
G0019

 IPV-484F(XCL8B)LP2 STM
 DUMPVV-F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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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412

대기 덤프

Page 83

G224121

주증기 압력방출밸브(PORV)

G0100

 PIC-3066LP1 PWR RELIEF
VV

p=1.0000E+00
G0020

 PIC-3067LP2 PWR RELIEF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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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242

과압보호 및 압력 유지

Page 82

G22421

주증기 압력방출

G224121

주증기 압력방출밸브(PORV)

Page 85

G22422

증기발생기 과압 보호

G224221

주증기 안전밸브(MSSV)

p=1.0000E+00
G0101

MSIV(주증기차단밸브)

G0037

 MS ISOLVMS-20A

p=1.0000E+00
G0038

 MS ISOL BYPVMS-152A

p=1.0000E+00
G0046

 MS ISOLVMS-20B

p=1.0000E+00
G0047

 MS ISOL BYPVMS-152B

p=1.0000E+00
G0055

 MS ISOLVMS-20A

p=1.0000E+00
G0057

 MS ISOL BYPVMS-152A

p=1.0000E+00
G0061

 MS ISOLVMS-20B

p=1.0000E+00
G0063

 MS ISOL BYPVMS-152B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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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

증기 응축

Page 59

G231

복수기를 이용한 증기 응축 및
응축수 공급

Page 88
G232

순환수(해수) 공급

Page 96
G233

복수 공급

Page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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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1

복수기를 이용한 증기 응축 및
응축수 공급

Page 87

G2311

복수기로 유입되는 증기 응축

G23111

열교환

G231111

복수기

G0102

복수기 튜브들

p=1.0000E+00

G23112

복수기 진공수단 제공

G231121

복수기 진공 형성수단 제공

G2311211

증기분사 공기추출기(Steam
Jet Air Ejector)

Page 88
G2311212

복수기 진공펌프

G0110

공기제거펌프

p=1.0000E+00
G0111

공기제거펌프

p=1.0000E+00
G0460

 XPP-80B(XSW3D)VAC PP B
MODE SEL SW

p=1.0000E+00
G0461

 XPP-80A(XSW3D)VAC PP A
MODE SEL SW

p=1.0000E+00
G0462

 XPP-80B(XSW3D)VAC PP B
MODE SEL SW

p=1.0000E+00

G231122

복수기 진공 유지

G2311211

증기분사 공기추출기(Steam
Jet Air Ejector)

G0112

Primining Air Ejector

p=1.0000E+00
G0113

stage Air Ejector x2        
stage Air Ejector x2

p=1.0000E+00

G0444

  PR-622CONDENSERVAC
PRESS

p=1.0000E+00

G231123

복수기 진공 파괴수단 제공

Page 89

G0448

저압터빈 배기 후드 살수

Page 90

G2312

복수 저장 및 수위 유지

Page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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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1123

복수기 진공 파괴수단 제공

Page 88

G2311231

Vacuum Breaker

G0114

vacum BKR1

p=1.0000E+00
G0115

Vacum BKR 2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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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448

저압터빈 배기 후드 살수

Page 88

G0449

 V-192LP TBN SPRAY WTR
CONT VV CLOSE

p=1.0000E+00
G0450

 V-192LP TBN SPRAY WTR
CONT VV OPEN

p=1.0000E+00
G0451

 V-190(XMC3C1)LP TBN
 SPRAY WTR BYP CONT VV

p=1.0000E+00
G0480

 FS-350LP EXHAUST SPRAY
WTR FLOW NOPM

p=1.0000E+00
G0481

 XPP-90(XPN1601)LP SPRY
 CLG DC EMER P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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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12

복수 저장 및 수위 유지

Page 88

G23121

복수 저장

G231211

복수기 집수정

Page 92
G231212

복수저장탱크

Page 93

G23122

복수 배출 및 보충

Page 94



Page 92 of 128
SAREX  1, 2 FILE TITLE: 고리1호기-기능분석08.07.16(R5)

G231211

복수기 집수정

Page 91

G0105

복수기 1

p=1.0000E+00
G0151

복수기 2

p=1.0000E+00
G0438

  LI-3802CONDSR HTWLLVL

p=1.0000E+00
G0452

 V-190(XMC3C1)LP TBN
 SPRAY WTR BYP CONT VV

p=1.0000E+00
G0453

 VCW-4A(XMC1H1)WTR
 BOX A-1OUTLET VV

p=1.0000E+00
G0454

 VCW-2B(XMC2V5)WTR
 BOX A-2INLET VV

p=1.0000E+00
G0455

 VCW-4B(XMC2D3)WTR
 BOX A-2OUTLET VV

p=1.0000E+00
G0456

 VCW-5C(XMC1H6)WTR
 BOX B-1INLET VV

p=1.0000E+00

G0457

 VCW-3C(XMC1H2)WTR
 BOX B-1OUTLET VV

p=1.0000E+00
G0458

 VCW-5D(XMC1H6)WTR
 BOX B-2INLET VV

p=1.0000E+00
G0459

 VCW-3D(XMC2D4)WTR
 BOX B-2OUTLET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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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1212

복수저장탱크

Page 91

G0108

  LI-3875CONDS TK #1XTK
22 LVL

p=1.0000E+00
G0109

  LI-3876CONDS TK #2XTK
80 LVL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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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122

복수 배출 및 보충

Page 91

G231221

복수이송펌프

Page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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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1221

복수이송펌프

Page 94

G0107

CONDENSATE PP-A
AMMETER

p=1.0000E+00
G0152

CONDENSATE PP-B
AMMETER

p=1.0000E+00
G0153

CONDENSATE PP-C
AMMETER

p=1.0000E+00
G0433

  PI-3822COP ADISCH
PRESS

p=1.0000E+00
G0434

  PI-3823COP BDISCH
PRESS

p=1.0000E+00
G0435

  PI-3824COP CDISCH
PRESS

p=1.0000E+00
G0439

  PI-3815COP ASUCT PRESS

p=1.0000E+00
G0440

  PI-3818COP BSUCT PRESS

p=1.0000E+00

G0441

  PI-3821COP CSUCT PRESS

p=1.0000E+00
G0442

 FIC-3836COP TOTAL FLOW
CONTROL

p=1.0000E+00
G0445

XPP-27A(XSW1A)
CONDENSATE PP A

p=1.0000E+00
G0446

XPP-27B(XSW1B)
CONDENSATE PP B

p=1.0000E+00
G0447

XPP-27C(XSW1B)
CONDENSATE PP C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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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2

순환수(해수) 공급

Page 87

G2321

복수기로 순환수 공급

G23211

순환수펌프 운전

G0117

 CW PP -AAMMETER

p=1.0000E+00
G0154

 CW PP-BAMMETER

p=1.0000E+00
G0155

 CW PP -CAMMETER

p=1.0000E+00
G0156

 CW PP -DAMMETER

p=1.0000E+00
G0432

 PI-3773CW PP DISCH
PRESS

p=1.0000E+00

G2322

공급되는 해수로부터 이물질
제거 및 세정

Page 97
G2323

복수기 튜브 세정

Page 98



Page 97 of 128
SAREX  1, 2 FILE TITLE: 고리1호기-기능분석08.07.16(R5)

G2322

공급되는 해수로부터 이물질
제거 및 세정

Page 96

G23221

Trash Rack 및 Rake

G0119

현장제어반

p=1.0000E+00

G23222

회전식 스크린(Travelling
Screen)

G0121

현장제어반

p=1.0000E+00

G23223

스크린 세척펌프

G0123

현장제어반

p=1.0000E+00

G23224

유입해수 염소처리
(Hypochlorination)

G41334

염소 주입

Page 126

G23225

Debris Filter

G0126

Debris Filter 복수기

p=1.0000E+00
G0157

Debris Filter 복수기

p=1.0000E+00

G0124

복수기 후단 strainer

G0158

복수기1 strainer

p=1.0000E+00
G0159

복수기2 strainer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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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23

복수기 튜브 세정

Page 96

G23231

TAPROGGE SYSTEM (Ball
Cleaning System)

G0127

Turbulence p/p

G0160

복수기1 Turbulence p/p

p=1.0000E+00
G0161

복수기2 Turbulence p/p

p=1.0000E+00

G0128

Recirc. p/p

p=1.0000E+00
G0129

Ball Reinjection p/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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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33

복수 공급

Page 87

G2331

복수 수질 유지

G23311

복수탈염계통 운전

p=1.0000E+00

G2332

주급수계통으로 복수 공급

G23321

복수펌프 운전

G0136

복수펌프3대

G0137

CONDENSATE PP-A
AMMETER

p=1.0000E+00
G0138

CONDENSATE PP-B
AMMETER

p=1.0000E+00
G0139

CONDENSATE PP-C
AMMETER

p=1.0000E+00
G0067

XPP-27A(XSW1A)
CONDENSATE PP A

p=1.0000E+00
G0069

XPP-27B(XSW1B)
CONDENSATE PP B

p=1.0000E+00
G0071

XPP-27C(XSW1B)
CONDENSATE PP C

p=1.0000E+00

G2333

기타 복수 공급

G23331

밀봉수 공급

G233311

SJAE 복수기, GSC, 복수펌
프, 급수승압펌프, 급수펌프로

밀봉(냉각)수 공급

p=1.0000E+00
G0073

 XPP-115A(XMC1P4)GLAND
SEAL PP A

p=1.0000E+00
G0076

 XPP-115B(XMC2K4)GLAND
SEAL PP B

p=1.0000E+00

G23332

냉각수 공급

G233311

SJAE 복수기, GSC, 복수펌
프, 급수승압펌프, 급수펌프로

밀봉(냉각)수 공급

p=1.0000E+00

G0399

 VSE-1A&BCONT MODE SEL
SW

p=1.0000E+00
G0400

 VSE-1A&BCOMMON MODE
 SEL SW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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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

급수 공급

Page 59

G241

주급수 공급

G2411

급수가열기를 이용한 급수 가
열 및 탈기

G24111

저압급수가열

G241111

1단 저압급수가열기

G0078

 PI-3303EXTN STM TO FW
#1A HTR PRESS

p=1.0000E+00
G0080

 PI-3302EXTN STM TO FW
#1B HTR PRESS

p=1.0000E+00

G241112

2단 저압급수가열기

Page 79
G241113

3단 저압급수가열기

Page 79

G24112

탈기 및 저장

Page 101
G24113

고압급수가열

Page 102

G2412

주급수 이송

Page 103
G0565

FW ISOL RESET A

p=1.0000E+00
G0566

FW ISOL RESET B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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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112

탈기 및 저장

Page 100

G241121

탈기 및 주급수 양정수단 제공

G2411211

탈기기 및 저장탱크

Page 80

G241122

탈기기저장탱크 수위 및 온도
압력 유지

G0081

  LI-3839DEA STOR TKLEVEL

p=1.0000E+00
G0083

  TI-3840CONDS TEMPTO
DEA

p=1.0000E+00
G0085

 FR-3837DEA FW FLOW

p=1.0000E+00
G0087

  ILV-3660B#5A HTRTO
CONT DEA

p=1.0000E+00
G0089

  ILV-3662B#5B HTRTO
CONT DEA

p=1.0000E+00
G0091

 VSE-5(XMC1M4)LP2 TBN
 TO DEA EXTNSTM INLET

VV

p=1.0000E+00
G0093

 VHV-52DEA VENT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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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113

고압급수가열

Page 100

G241131

5단 고압급수가열기

Page 77
G241132

6단 고압급수가열기

Page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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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12

주급수 이송

Page 100

G24121

주급수 승압펌프

G0141

 XPP-7A(XSW/A)FW BSTR
PP A

Page 104
G0162

 XPP-7B(XSW/B)FW BSTR
PP B

p=1.0000E+00
G0163

 XPP-7C(XSW/B)FW BSTR
PP C

p=1.0000E+00
G0125

 PI-3161BSTR FW PP DISCH
HDR PRESS

p=1.0000E+00
G0564

 BFPXPP-7ABC

p=1.0000E+00

G24122

주급수펌프

Page 105
G0572

급수유량제어

Page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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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141

 XPP-7A(XSW/A)FW BSTR
PP A

Page 103

G0097

 IFV-3107BSTR FW PP A
RECIRC VV

p=1.0000E+00
G0099

 IFV-3108BSTR FW PP B
RECIRC VV

p=1.0000E+00
G0103

 IFV-3109BSTR FW PP C
RECIRC VV

p=1.0000E+00
G0104

 VFW-3A(XMC1F4)BSTR FW
 PP ADISCH VV

p=1.0000E+00
G0106

 VFW-3B(XMC2E4)BSTR FW
 PP BDISCH VV

p=1.0000E+00
G0116

 VFW-3C(XMC2E5)BSTR FW
 PP CDISCH VV

p=1.0000E+00
G0118

 VFW-1A(XMC1J1)BSTR FW
 PP ASUCT VV

p=1.0000E+00
G0120

 VFW-1B(XMC2E6)BSTR FW
 PP BSUCT VV

p=1.0000E+00

G0122

 VFW-1C(XMC2G1)BSTR FW
 PP CSUCT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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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4122

주급수펌프

Page 103

G0143

 XPP-32A(XSW1A)MAIN FW
PP A

Page 106
G0164

 XPP-32B(XSW1A)MAIN FW
PP B

Page 107
G0165

 XPP-32C(XSW1B)MAIN FW
PP C

Page 108
G0186

  TI-3160MAIN FW HDRTEMP

p=1.0000E+00
G0268

 VFW-151(XMC12G6)MAIN
 FW HDRLK-OFF VV

p=1.0000E+00
G0563

 MFWXPP-32ABC

p=1.0000E+00
G0567

 XPP-115A(XMC1P4)MAIN
 FW GLANDSL WTR PP A

p=1.0000E+00
G0568

 XPP-115B(XMC2K4)MAIN
 FW GLANDSL WTR PP B

p=1.0000E+00

G0569

 XPP-118(XMC1E3)MAIN FW
 PP 32AAUX OIL PP

p=1.0000E+00
G0570

 XPP-117(XMC1E4))MAIN
 FW PP 32BAUX OIL PP

p=1.0000E+00
G0571

 XPP-116(XMC2G4)MAIN FW
 PP 32CAUX OIL P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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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143

 XPP-32A(XSW1A)MAIN FW
PP A

Page 105

G0130

 IFV-3126MAIN FW PP A
RECIRC VV

p=1.0000E+00
G0140

 XPP-118(XMC1E3)MAIN FW
PP 32A AUX OIL PP

p=1.0000E+00
G0149

 VFW-8A(XMC1J2)MAIN FW
PP A DISCH VV

p=1.0000E+00
G0177

 VFW-6A(XMC1E1)MAIN FW
 PP ASUCT VV

p=1.0000E+00
G0239

 PI-3114MAIN FW PP A
DISCH PRESS

p=1.0000E+00
G0248

  PI-3135MAIN FW PP ASUCT
PRESS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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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164

 XPP-32B(XSW1A)MAIN FW
PP B

Page 105

G0132

 IFV-3127MAIN FW PP B
RECIRC VV

p=1.0000E+00
G0142

 XPP-117(XMC1E4))MAIN
 FW PP 32BAUX OIL PP

p=1.0000E+00
G0173

 VFW-8B(XMC1J3)MAIN FW
 PP BDISCH VV

p=1.0000E+00
G0181

 VFW-6B(XMC1E2)MAIN FW
 PP BSUCT VV

p=1.0000E+00
G0250

 PI-3115MAIN FW PP B
DISCH PRESS

p=1.0000E+00
G0251

  PI-3136MAIN FW PP BSUCT
PRESS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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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165

 XPP-32C(XSW1B)MAIN FW
PP C

Page 105

G0134

 IFV-3128MAIN FW PP C
RECIRC VV

p=1.0000E+00
G0148

 XPP-116(XMC2G4)MAIN FW
 PP 32CAUX OIL PP

p=1.0000E+00
G0175

 VFW-8C(XMC2G3)MAIN FW
 PP CDISCH VV

p=1.0000E+00
G0182

 VFW-6C(XMC2G2)MAIN FW
 PP CSUCT VV

p=1.0000E+00
G0259

 PI-3116MAIN FW PP C
DISCH PRESS

p=1.0000E+00
G0265

 PI-3137MAIN FW PP C
SUCT PRESS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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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572

급수유량제어

Page 103

G0573

  FCV-480STM GEN AFW
BYP CONT VV

p=1.0000E+00
G0574

  FCV-466STM GEN AFW
MAIN CONT VV

p=1.0000E+00
G0575

VFW-70Y(XMC4H5)
VFW-70A BYP VV

p=1.0000E+00
G0576

  FCV-481STM GEN BFW
BYP CONT VV

p=1.0000E+00
G0577

  FCV-476STM GEN BFW
MAIN CONT VV

p=1.0000E+00
G0578

VFW-70Z(XMC5G4)
VFW-70B BYP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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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전기 생산

Page 1

G31

에너지 변환 (기계적 -> 전기
적)

Page 111
G0317

MAIN GEN OUTPUT XPN 5
IC

p=1.0000E+00
G0342

  XR-494GEN OUTPUT &TBN
SPEED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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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

에너지 변환 (기계적 -> 전기
적)

Page 110

G311

발전기를 이용한 전기적 에너
지 생산

G3111

전기 생산

G31111

발전기 여자 및 전압제어

G311111

여자시스템

p=1.0000E+00
G311112

전압제어기

p=1.0000E+00

G3112

발전기 냉각

G31121

발전기 고정자 권선 냉각

G311211

고정자 냉각수 공급

G0271

 PI-210ASTATOR WTR PP
DISCH PRESS

p=1.0000E+00
G0293

 CR-249STATOR
CONDUCTIVITY

p=1.0000E+00
G0294

 XPP-68A(XMC1D6)STATOR
WTR PP A

p=1.0000E+00
G0299

 XPP-68B(XMC2A6)STATOR
WTR PP B

p=1.0000E+00

G31122

발전기 회전자 냉각

G41321

VCT 수소 공급

G0366

  PI-312GEN CASINGGAS
PRESS

p=1.0000E+00
G0381

 VSE-9BLP1 TBN TO #3B
 HTRINLET VV

p=1.0000E+00
G0427

  ANI-313H2 IN AIRPURITY

p=1.0000E+00
G0428

 TR-950GEN&EXC MISC
TEMP

p=1.0000E+00

G41323

이산화탄소 공급

p=1.0000E+00
G0320

  TI-948GEN ROTORTEMP

p=1.0000E+00

G3113

발전기 축 밀봉유 공급

Page 112
G3114

발전기 축 베어링 윤활

Page 113
G3115

축 회전 (축 휨 방지)

Page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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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13

발전기 축 밀봉유 공급

Page 111

G31131

Seal Oil 펌프 운전

G0430

 TI-284GEN SL OIL TEMP
AFT CLRS

p=1.0000E+00
G0465

 SEAL OIL PPDISCH PRESS

p=1.0000E+00
G0469

 XPP-87A(XMC1D2)AC SEAL
 OIL PPA

p=1.0000E+00
G0487

 XPP-87B(XMC2B4)AC SEAL
 OIL PPB

p=1.0000E+00
G0488

XPP-88(XSW5B)
 DC-SEAL-OILEMER PP

p=1.0000E+00

G31132

Seal Oil 탱크 수위유지

p=1.0000E+00
G0325

 TI-284GEN SL OIL TEMP
AFT CLRS 운전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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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14

발전기 축 베어링 윤활

Page 111

G4134

윤활유 공급

Page 127
G31141

Jacking Oil 공급

Page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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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115

축 회전 (축 휨 방지)

Page 111

G31151

ETG (터닝기어) 운전

G0490

 ETG(XMC3C4)GEAR DRIVE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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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보조설비 제공

Page 1

G41

주요 보조설비에 의한 공급

G411

전원 공급

G4111

Class 1E 전원 공급

p=1.0000E+00
G4112

Non-Class 1E 전원 공급

p=1.0000E+00
G4113

직류 전원 및 계측장치용 전원
공급

p=1.0000E+00
G0496

기동용 변압기

G0497

 XAC-20D(XPN 167D)START
 UP XFMRCHG

COMPR(XMC-4)

p=1.0000E+00

G412

용수 공급

Page 116
G413

기타 공급

Page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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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2

용수 공급

Page 115

G4121

1차측 기기냉각수/기기냉각해
수 공급

Page 117
G4122

2차측 기기냉각수/기기냉각해
수 공급 (Aux. Cooling and
Service Cooling System)

Page 119
G4123

Demi Water(순수) 및 Fresh
Water(청수) 공급

Page 120
G4124

소내용수공급

p=1.0000E+00
G4125

물처리

Page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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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21

1차측 기기냉각수/기기냉각해
수 공급

Page 116

G0499

기기냉각수 계통

G0501

 CCW-AAMMETER

p=1.0000E+00
G0502

 CCW-BAMMETER

p=1.0000E+00
G0503

 CCW-CAMMETER

p=1.0000E+00
G0504

 CCW-DAMMETER

p=1.0000E+00
G0505

 CCWXPP-26A

p=1.0000E+00
G0506

 CCWXPP-26B

p=1.0000E+00
G0507

 CCWXPP-26C

p=1.0000E+00
G0508

 CCWXPP-26D

p=1.0000E+00

G0500

기기냉각해수 계통

Page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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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0500

기기냉각해수 계통

Page 117

G0509

CCSW-A

p=1.0000E+00
G0510

CCSW-B

p=1.0000E+00
G0511

CCSW-C

p=1.0000E+00
G0512

CCSW-D

p=1.0000E+00
G0513

 XPP-38A(XSW4A)CCSW PP
A

p=1.0000E+00
G0514

 XPP-38B(XSW4A)CCSW PP
B

p=1.0000E+00
G0515

 XPP-38C(XSW4B)CCSW PP
C

p=1.0000E+00
G0516

 XPP-38D(XSW4B)CCSW PP
D

p=1.0000E+00

G0517

  LI-2026CCSW INL CNLLVL

p=1.0000E+00
G0518

 XSL-3(XMC6F6)CCSW
 EMERGATE ISOL VV

p=1.0000E+00
G0519

 CCSWXPP-38A

p=1.0000E+00
G0520

 CCSWXPP-38B

p=1.0000E+00
G0521

 CCSWXPP-38C

p=1.0000E+00
G0522

 CCSWXPP-38D

p=1.0000E+00



Page 119 of 128
SAREX  1, 2 FILE TITLE: 고리1호기-기능분석08.07.16(R5)

G4122

2차측 기기냉각수/기기냉각해
수 공급 (Aux. Cooling and
Service Cooling System)

Page 116

G0534

Service Cooling Water 공급

p=1.0000E+00
G0535

Service Cooling Sea Water
공급

G0538

 XPP-39A(XSW1A)SERV
CLG SW PP A

p=1.0000E+00
G0539

 XPP-39B(XSW1B)SERV
CLG SW PP B

p=1.0000E+00
G0540

 XPP-39ADXSW(A)SERV
CLG SW PP A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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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23

Demi Water(순수) 및 Fresh
Water(청수) 공급

Page 116

G41231

순수 공급

G412311

순수탱크

p=1.0000E+00
G0529

 DEMI WTR TOCVIO/CVI
VWB-46

p=1.0000E+00
G0530

O-VWB-46 FC SCAB
 (XMC4J2)DEMIN WTRTO

CTMT ISOL VV

p=1.0000E+00
G0531

 XPP-76A(XMC1Q2)DEMIN
WTR PP A

p=1.0000E+00
G0532

 XPP-76B(XMC12F2)DEMIN
WTR PP B

p=1.0000E+00
G0533

DEMIN-CV VWB-46

p=1.0000E+00

G41232

청수 공급

Page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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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232

청수 공급

Page 120

G412321

청수탱크

G0466

  LI-4601FRESH WTR TKXTK
68 LVL

p=1.0000E+00

G0523

 FRESH Water PP

G0524

 XPP-56MTR DRVN FRESH

p=1.0000E+00
G0525

 XPP-59DSL DRVN FRESH
WTR FIRE PP

p=1.0000E+00
G0526

 XPP-56MTR DRVN FRESH
WTR FIRE PP

p=1.0000E+00
G0527

 XPP-59DSL DRVN FRESH
WTR FIRE PP

p=1.0000E+00
G0528

  XPP-60DSL DRVN SEAWTR
FIRE PP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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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25

물처리

Page 116

G41251

물처리 설비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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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3

기타 공급

Page 115

G4131

공기 공급

G41311

계기용 공기 공급

G413111

계기용 공기 공기압축기 운전

G0541

 O-VIA-101 PH-BCCTMT
 INSTR AIRISOL VV

p=1.0000E+00
G0543

 IA-CVVIA-101

p=1.0000E+00
G0544

 IA-CVVIA-101

p=1.0000E+00

G413112

계기용 공기 공기저장조 운전

p=1.0000E+00
G413113

계기용 공기 건조기 운전

G0546

C-VIA-902 I/A DRYR BYP VV

p=1.0000E+00

G41312

작업용 공기 공급

G413121

작업용 공기 공기압축기 운전

G0548

C-VSA-19 CTMT STN AIR
ISOL VV

p=1.0000E+00

G413122

작업용 공기 공기저장조 운전

p=1.0000E+00
G413123

작업용 공기 건조기 운전

p=1.0000E+00

G4132

개스 공급

Page 124
G4133

화학약품 공급

Page 126
G4134

윤활유 공급

Page 127
G4135

보조증기 공급

Page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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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32

개스 공급

Page 123

G41321

VCT 수소 공급

Page 111
G41322

질소 공급

Page 125
G41323

이산화탄소 공급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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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322

질소 공급

Page 124

G0550

 C-VSI-8880 FC SCAACCUM
 N2 OTSDISOL VV

p=1.0000E+00
G0551

 C-VSI-8875B FCACCUM B
 N2 FILLVV

p=1.0000E+00
G0552

 C-VSI-8875A FCACCUM A
 N2 FILLVV

p=1.0000E+00
G0553

 ACCUM N2 OTSDVSI-8880

p=1.0000E+00
G0554

 PRT N2 SPLYVRC-8033

p=1.0000E+00
G0555

RCDT N2 FILL/VENT
VWD-22

p=1.0000E+00
G0556

 RCDT N2 VV FILLVWD-24

p=1.0000E+00
G0557

 O-VWD-24 FC SCBRCDT N2
VV FILL

p=1.0000E+00

G0558

 O-VWD-22 FC SCARCDT N2
 FILL/VENTISOL VV

p=1.0000E+00
G0559

 O-VRC-8033 FC SCBPRT
 N2 SPLYISOL VV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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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33

화학약품 공급

Page 123

G41331

암모니아 주입

p=1.0000E+00
G41332

하이드라진(Hydrazine) 주입

p=1.0000E+00
G41333

NaOH 주입

p=1.0000E+00
G41334

염소 주입

G413341

염소처리설비

p=1.0000E+00

G41335

Li7OH 공급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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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34

윤활유 공급

Page 72, 113, 123

G41341

윤활유 저장

p=1.0000E+00
G41342

윤활유 순환

p=1.0000E+00
G41343

윤활유 정화

p=1.0000E+00
G0492

 HS/PI-99MAIN LUB OIL
PRESS 압력유지

p=1.0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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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135

보조증기 공급

Page 123

G41351

보조증기 생산

p=1.0000E+00
G41352

보조증기 순환

p=1.0000E+00



부록 3.

울진 5,6호기 주제어실에서 사용중인 

Display 화면



CFMS Display







































CPC Display







ICCMS Display















MARK-V Display



































PCS Display







부록 4.

울진 5,6호기 주제어실에서 사용중인 

Handswitch의 Engraving Type











부록 5.

울진 5,6호기 주제어실에서 사용중인 

Tagging에 대한 요건





부록 6.

울진 5,6호기 주제어실 General 

Arrangement 및 Panel 도면







































부록 7.

울진 5,6호기 MCB/RSP 

Component 목록







































































































































부록 8.

울진 5,6호기 주제어실 Instrument 

Data 목록



















































































부록 9.

울진 5,6호기 주제어실 경보계통의 

설계자료



PROCESS NORMAL

SEQUENCE NORMAL

VISUAL OFF

ALARM

AUDIBLE
SILENT

RINGBACK

AUDIBLE
SILENT

PROCESS NORMAL

SEQUENCE RING BACK

VISUAL SLOW FLASHING

ALARM

AUDIBLE
SILENT

RINGBACK

AUDIBLE

TIMED

AUDIBLE

PROCESS
ABNORMAL

OR NORMAL

SEQUENCE ALARM

VISUAL FLASHING

ALARM

AUDIBLE
AUDIBLE

RINGBACK

AUDIBLE
SILENT

PROCESS
ABNORMAL

OR NORMAL

SEQUENCE SILENCED

VISUAL FLASHING

ALARM

AUDIBLE
SILENT

RINGBACK

AUDIBLE
SILENT

PROCESS ABNORMAL

SEQUENCE ACKNOWLEDGE

VISUAL ON

ALARM

AUDIBLE
SILENT

RINGBACK

AUDIBLE
SILENT

LINE
PROCESS

CONDITION

PUSHBUTTON

OPERATION

SEQUENCE

STATE

VISUAL

DISPLAY

ALARM

AUDIBLE

DEVICE

RINGBACK

AUDIBLE

DEVICE

1 NORMAL - NORMAL OFF SILENT SILENT

2 ABNORMAL - ALARM FLASHING AUDIBLE SILENT

3
ABNORMAL

OR NORMAL
SILENCE SILENCED FLASHING SILENT SILENT

4A ABNORMAL
ACKNOWLEDGE

ACKNOWLEDGED ON SILENT SILENT

4B NORMAL TO LINE 5

5 NORMAL - RINGBACK
SLOW

FLASHING
SILENT

TIMED

AUDIBLE

6 ABNORMAL - TO LINE 2

7 NORMAL RESET NORMAL OFF SILENT SILENT

1. Normal Alarm Sequence

RESET TO ABNORMAL

RETURN TO

ABNORMAL

RETURN TO

NORMAL

ACKNOWLEDGE  

WHILE ABNORMAL

ACKNOWLEDGE  

WHILE ABNORMAL

SILENCE



4.05 DESIGN CONDITIONS

a. 

b. The sequence for first-out window lampbox shall be exactly same as ISA 

F3A sequence except the window flashing as follow :

                    

                    Field                               Alarm

   Condition        Contact         Window            Audible

   Alarm           Abnormal        Fast flashing         On

                   (First Alarm)

  

   Alarm           Abnormal        Fast flashing         On

                   (First Alarm)

c. When an alarm occurs, the operator may push either the silence or 

acknowledge button. If the silence button is pushed, the light remains 

flashing until the acknowledge button is pushed. Pushing the reset button 

before the acknowledge button does not affect the sequence of operations.

d. Ringback is a single stroke audible signal of a different pitch or tone than 

the audible alarm sound. The audible ringback occurs when an abnormal 

condition clears. An audible alarm takes precedence over an audible 

ringback under all conditions.

e. Window flash rates shall be ;

   FAST: 4/sec, Normal: 2/sec, Slow; 1/sec.

f. To avoid accidental loss of alarm indications during testing, the reset 

pushbutton circuits shall be interlocked to function only when operated in 

the normal sequence. 

  

  5. Annunciator Windows

a. Annunciator windows shall be color coded to alert operators of key alarms 

and to adopt a prioritization system which will enhance control room 

operations.

   The color filters shall be inserted at inside of the window so that the color 

appears when lamps are illuminated.



   The prioritization system is as follows:

   Priority        Window Color        Definitions

        First               Red            - Plant Shutdown (Alarms that follow a

                                             reactor trip or cause plant shutdown)

- Radiation Release

- Plant conditions requiring immediate 

operator action to prevent automatic 

plant shutdown, radiation release, or 

the need for manual shutdown

- Alarms associated with of engineered 

safeguard systems.

   

   Second           Amber           - Tech. spec violations which will require

                 (Deep Yellow)         plant shutdown if not corrected

- Plant conditions which will,  if not

                                        corrected within a reasonable time

                                        cause radiation release or plant shutdown  

        Third            White            - Plant Conditions representing problems

                                             (e.g. system degradation) which affect

                                             plant operability but should not lead to 

                                             plant shutdown, radiation release, or 

                                             tech. spec violations.

b. The window lettering size and stroke width shall be chosen to maximize the 

readability of the annunciator windows from all control room areas. The 

minimum window size shall be 2 inch high, 3 inch width. The Buyer will 

give window arrangement drawings to the Seller after award. The Seller 

shall submit the drawings showing the window arrangement, engraving, 

color coding, labeling and window box markings for the Buyer's approval.

c. It shall be possible to assign multiple-inputs to any annunciator window. A 

reflash capability shall be included to allow two or more field alarm input 

signals to operate with each window. The assignment of alarm inputs to 

each window shall be software controlled.

d. The sequence of operation for multiple input windows shall be the same as 

for standard windows specified in section 4. 05. B. 4 except that the 

window and audible alarm shall go to the alarm state when the first, and 

also when any subsequent, alarm contact indicates an alarm condition. The 

window shall indicate a return to normal only when all associated alarm 



contacts are in normal position.

e. Multiple input windows may be mixed among standard windows. 

  8. CRT Alarm Displays

CRT alarm displays shall provide enhanced means for the plant operators to 

monitor the alarm condition of the plant, and shall be designed in compliance 

with NUREG-0700.

a. The CRT alarm display shall display up to 20 full-line alarm messages per 

page. Alarm and return to normal information shall be available to the 

operator, and should be accessible by paging backward and forward as 

many times as necessary to display all current alarms. Alarm priority and 

status shall be differentiated by color.

b. Lists of alarm messages shall be generated with the alarms listed in 

chronological order, by priority and plant system.

c. Each line of alarm information shall contain:

c1. Alarm status

c2. Time of alarm occurrence

c3. Alarm input point number

c4. Process alarm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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