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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되는 SOV의 기술 황에 해 기술하

으며 여기서는 일반사항  인허가 련 내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 다. 일반사항

에서는 SOV가 상용원자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치  사용되는 주된 사유에 해 

기술하 으며 SOV의 “fail as is“ 기능에 해 타 구동자 밸 와 비교하여 기술하

다. 한 SOV의 유량계수를 악하고 SOV에 한 K  값  일반 인 

Glove/gate valve의 이론 인 K  값을 비교하여 기술하 다. 인허가 련 내용에서

는 Regulatory Guide 1.73, IEEE std 382-1972, 382-1985, Information Notices, 

Generic Letter 91-15, NUREG-1275, Vol. 6 등을 참조로 하여 기술하 다.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되는 SOV의 기술 황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용원자로(NSSS)에서 사용되고 있는 SOV는 주로 배기 계통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되는 주된 사유는 SOV가 타 구동자 밸 에 비해 fail open/close 기능

이 상 으로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 SOV도 “fail as is”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fail as 

is” 상태를 유지하기 한 독립된 별도의 원이 필요하다.

- SOV는 부분 Globe type이다. SOV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유 특성이 

필요하면서도 더불어 특이 성능요건( . 낮은 K  값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 필히 

요구된다면 SOV를 도입/사용하는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 많은 공통모드 SOV 고장(common-mode SOV failures)은 SOV가 그것의 설계 

범 를 과하는 주변 온도(ambient temperature)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

생되었다. 그러한 공통모드 SOV 고장은 증기 설, 주변 온도의 부정확한 평가 

등의 원인에 인해 발생되었다.

- 많은 공통모드 SOV 고장은 연속 인 coil의 여기시 발생하는 가열(heatup from 

energization)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향이 서비스 수명 기간에 하게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많은 발 소 운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 으며 결과 으로 서비스 수명 기간이 과도 측되는 결과가 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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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MMARY

  In this report we reviewed the state of the art of the SOVs that have been 

used in nuclear power plants. It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general concerns 

and license-related concerns. In the general concerns, we reviewed the SOVs‘ 

installed locations and objectives, also the SOVs‘ “fail as is” function, and also 

the SOVs‘ flow resistance coefficients. In the license-related concerns, we 

reviewed the Regulatory Guide 1.73, IEEE std 382-1972, 382-1985, Information 

Notices, Generic Letter 91-15, and NUREG-1275, Vol. 6.

  The reviewed results are follows.

- In NSSS of nuclear power plants, SOVs are primarily used in the vent 

systems. The main reasons are that SOVs are superior to the other actuators 

in fail open/close functions.

- It is possible for SOVs to be the “fail as is” position. For this case only, a 

different separated power is required.

- SOVs shape in globe type. If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that SOVs have are 

required and also the lower flow resistance coefficients are necessarily 

required, it is difficult to be satisfied by SOVs.

- Many common-mode SOV failures have resulted from subjecting SOVs to 

ambient temperatures in excess of their original design envelop. Such 

common-mode SOV failures have resulted from localized steam leaks, 

incorrect estimates of ambient temperatures.

- Many common-mode SOV failures have occurred because the estimated 

service lives did not properly include the life-shortening effects of heatup 

resulting from continuous coil energization. Many licensees have been 

unaware of this situation.



- iii -

약  어

BOP Balance of Plant (보조설비계통(부문))

BWR Boiling Water Reactor (비등경수로)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연방규제요건)

CVCS Chemical & Volume Control System (화학체 제어계통)

DBE Design Basis Event (설계기 사고)

EPRI Electric Power Research Institute (미국 력연구소)

FSAR Final Safety Analysis Report (최종안 성분석보고서)

L/D Letdown (유출)

LOCA Loss of Coolant Accident (냉각재상실사고)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MOPD maximum operating pressure differential (최 운 압력차)

MOV Motor Operated Valve (모터구동밸 )

MSIV Main Steam Isolation Valve (주증기격리밸 )

MSLB Main Steam Line Break (주증기배 단)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원자력규제 원회)

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핵증기공 계통)

POV Pneumatic Operated Valve (공기구동밸 )

PRA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확률론 안 성분석)

PRHRS Passive Residual Heat Removal System (피동잔열제거계통)

PZR Pressurizer (가압기)

PWR Pressurized Water Reactor (가압경수로)

RCGVS Reactor Coolant Gas Vent System (원자로냉각재가스배기계통)

RCS Reactor Coolant System (원자로냉각재계통)

RDT Reactor Drain Tank (원자로배수탱크)

RV Reactor Vessel (원자로용기)

SIS Safety Injection System (안 주입계통)

SIT Safety Injection Tank (안 주입탱크)

SOV Solenoid Operated Valve (솔 노이드구동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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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보고서의 목 은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되는 솔 노이드구동밸 (이하 "SOV"

이라 한다.)의 기술 황을 분석함으로서 이 밸 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발 소 사

용자 는 원자로 계통 설계자에게 도입을 한 기술 황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는

데 목 이 있다.

  일반 으로 밸  구동자(Actuator)는 크게 local actuator, motor actuator, 

solenoid actuator, pneumatic actuator, hydraulic actuator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구동자는 구동자 자체가 지닌 고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

인 장, 단 을 지니고 있다.

  이  솔 노이드 구동자로 구동되는 SOV의 경우 타 구동자로 구동되는 밸 에 

비해 작고 가벼우며, 한 개폐속도가 빠른 장 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최

근 건설 인 상용원자로  개발 인 신형원자로에서는 SOV를 채택하는 비율이 

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작고 가벼운 밸 , 부 설비 한 간편하고 작

은 밸 가 요구되는 원자로에는 특이 성능요건( . 낮은 K  값이 요구되는 경우 등)

만 없다면 반 으로 SOV가 합할 것으로 여겨지며, 한 빠른 개폐속도가 요구

되는 계통( . PRHRS 등)에는 상 으로 SOV가 최 의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여

겨진다.

  본 보고서에서는 먼  SOV의 일반 인 구조  특성에 해 기술하 다. 그리고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되는 SOV의 기술 황에 해 기술하 으며 여기서는 일반

사항  인허가 련 내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 다. 일반사항에서는 SOV가 상용

원자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치  사용되는 주된 사유에 해 기술하 으며 SOV

의 “fail as is“ 기능에 해 타 구동자 밸 와 비교하여 기술하 다. 한 SOV의 

유량계수를 악하고 SOV에 한 K  값  일반 인 Glove/gate valve의 이론 인 

K  값을 비교하여 기술하 다. 인허가 련 내용에서는 Regulatory Guide 1.73, 

IEEE std 382-1972, 382-1985, Information Notices, Generic Letter 91-15, 

NUREG-1275, Vol. 6 등을 참조로 하여 기술하 다.



- 2 -

제 2 장   본  론

제 1    SOV의 일 반 인  구조   특 성

1 .  SOV의 일 반 인  구조

   SOV는 body와 bonne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body와 bonnet 일부분이 압력경계

를 이루고 있다. 동  부품인 discs, plunger(piston), position element, springs 등은 

이 압력경계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solenoid coil, position sensors, electrical 

hardware는 이 압력경계 외부에 각각의 modular assembly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Figure 1).

  기본 개방원리는 solenoid coil이 여기되면 plunger가 상부로 움직이게 되고 이로 

인해 disk가 개방하게 되는데 밸  상태별 작동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 닫  있는 상태인 경우, 압력이 inlet orifice를 통해 discs 상부에 치하는 

control chamber 쪽으로 가해져 있다.

  - coil이 여기(energized)되는 상태인 경우, plunger(piston)가 fixed core 쪽으로 

당겨짐으로서 pilot disc가 들어올려 진다(main disc로부터 떨어진다).

  - main disc 에 가해져 있는 압력이 출구 쪽으로 배출되는 상태인 경우, 

control chamber내에 있는 유체가 outlet orifice를 통해 출구 쪽으로 배출되고 main 

disc 에 가해져 있는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 main disc가 pilot disc 치까지 열리는 상태인 경우, control chamber내의 압

력이 충분히 낮아져 출구 쪽 piston area에 작용하고 있는 상 으로 높은 압력이 

main disc를 pilot disc 치까지 열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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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General configuration of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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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V의 일 반 인  특 성

   타 구동자로 구동되는 밸 에 비해 상 으로 SOV가 장 으로 지니고 있는 일

반 인 특성은 아래와 같다.

o No motor control center or power cable

o No pneumatic system to build and maintain (No instrument air or backup 

nitrogen supply)

o Zero emission applications (Leakless to the environment)

o Fail safe (Failed to either the open or close position upon loss of electrical 

power) or fail as is

o No packing or bellows to fail (All moving parts are inside the valve's 

pressure boundary. No stem - no packing to wear, no bellows to break)

o High reliability (Few moving parts to wear)

o Small size and weight for large flow

o Minimal power draw

o 125 Vdc (250 Vdc도 가능) or 120 Vac

o Sizes from 3/8" to 8"(약 200 mm)

o Pressures to 2500 lb.(175 kg/sq.cm)

o Water, steam,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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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원자력발 소에 사용되는 SOV의 기술 황

1 .  SOV의 상 용원자로  사용 황

   상용원자로에서 SOV의 선정은 일반 으로 계통설계자의 계통설계에 의해 는 

Vendor의 사용 권장(특정 치에 용성 평가에 따른 사용 권장)에 의한 계통설계

자의 도입에 의해 선정된다.

  재 상용원자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SOV는 아래와 같다. 아래 NSSS의 CVCS 

 SIS에서 사용되고 있는 SOV는 Figure 3에 나타나 있으며 Valve data sheet는 

Appendix A에 기술되어 있으며 Valve data sheet의 설명은 Appendix B에 기술되

어 있다.

    - RCGVS (BOP design)

    ․PZR vent (2개, 병렬) : RV head vent 배 과 연결되기 에 설치되어 있

으며 single failure 방지 목 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RV head vent (2개, 병렬) : PZR vent 배 과 연결되기 에 설치되어 있

으며 single failure 방지 목 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to RDT (1개) : RV head vent와 PZR vent의 공통 헤더의 후단에 설치되

어 있다.

    ․to containment (1개) : RV head vent와 PZR vent의 공통 헤더의 후단에 

설치되어 있다.

    - CVCS에서의 일부 (NSSS Design)

    ․PZR aux. spray control (2개, 병렬) : PZR aux. spray control 기능을 수행

한다. 2인치 glove type이며 fail close이다. single failure 방지 목 으로 병

렬로 연결되어 있다.

    ․L/D warmup (1개) : 만일 원자로 운  유출유량이 수 십분 이상 차단되

면 냉각재 추출이 재기되기 에 개방된다. 이로써 재생열교환기

(Regenerative heat exchanger)와 후단의 기기들이 열되고 이 열유량은 

충 재개시 충 노즐에서의 열충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밸

는 유출유량제어밸 들을 우회하는 배  상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밸 는 

3/4인치 glove type이며 fail clos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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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S에서의 일부 (NSSS Design)

    ․SIT의 배기 (2개/SIT, 병렬, 총8개) : SIT의 배기 기능을 수행하며 

atmosphere로 방출된다. 1인치 glove type이며 lock close되어 있고 fail 

close이다. single failure 방지 목 으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공학  안 설비 펌 ( 압, 고압 안 주입 펌 )의 공통최소유량  격리 

(1개/배 , 총2개) : 재순환작동신호 발생시 재순환  격리 기능을 수행한

다. 6인치 glove type이며 lock open되어 있고 fail close이다.

  한 상용원자로에서 사용 인 는 사용 정인(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SOV는 

아래와 같다.

    - Containment isolation

    - Post-accident sampling system

    - Steam generator blowdown

    - Nitrogen supply and venting

    - Radwaste isolation

    - Feedwater control system

    - Dump line

    - Make-up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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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OVs installed in CVCS of the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SOVs are CH-203/204, CH-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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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OVs installed in SIS of the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s

(SOVs are SI-605/613, 606/623, 607/633, 608/643*, CH-658, 660)

* each pair is installed in parallel at the vent line of SIT #1, 2, 3, 4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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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V의 기술 황

가. 일반사항

   본 일반사항에서는 SOV가 상용원자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치  사용되는 주

된 사유에 해 기술하 으며 SOV의 “fail as is“ 기능에 해 타 구동자 밸 와 

비교하여 기술하 다. 한 SOV의 유량계수를 악하고 SOV에 한 K  값  일

반 인 Glove/gate valve의 이론 인 K  값을 비교하여 기술하 다.

1) 상용원자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치  사용되는 주된 사유

  상용원자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SOV는 상기 1.항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주로 배

기 계통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되는 주된 사유는 SOV가 타 구동자 밸 에 비

해 fail open/close 기능이 상 으로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계통설계

자 측면에서 보면 fail close( 는 open) 기능이 확실히 보장되어야 하는 계통 치

에 SOV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2) SOV의 “fail as is“ 여부

  밸 가 fail될 경우, 일반 으로 MOV는 “fail as is” 상태가 되며 POV는 “fail as 

is” 는 “fail open" 는 ”fail close"  하나의 상태가 되며 SOV는 고유의 우수한 

특성인 “fail open" 는 ”fail close"  하나의 상태가 된다. 상용원자로의 경우 

SOV를 “fail as is” 상태로 사용하는 는 찾을 수 없었으며 그 이유는 POV가 충

분히 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SOV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

지의 고유 특성이 필요하면서도 더불어 “fail as is” 상태가 요구된다면 SOV도 “fail 

as is”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fail as is” 상태를 유지

하기 한 독립된 별도의 원이 필요하다.

3) SOV의 유량계수

  상용원자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SOV는 제작업체에 따라 Square T-type body, 

Cylindrical T-type body, Cylindrical Y-type body 등등이 있다. 한 SOV는 부

분 Globe type이나 제작업체에 따라 Gate type도 간혹 있으며 Gate type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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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용환경 등이 제한 이다. SOV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유 특성이 필요

하면서도 더불어 특이 성능요건( . 낮은 K  값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 필히 요구된

다면 SOV를 도입/사용하는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밸 를 선정하는데 있어 요 인자는 온도, 압력과 더불어 밸 를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유량  이에 따른 압력강하이다. 압력강하는 유량을 유도하기 한 기본

조건이며 밸 의 양단에 1 psi의 압력이 걸릴 때 1 gpm의 유량이 흐르는 밸 의 

유량계수 Cv를 1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유량계수가 크다는 것은 같은 밸  양단에 

같은 압력차가 걸렸을 때 많은 유량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OV 크기별 

Cv  값은 아래와 같다.

  

크기 Cv 비고

1" ≤  10
특정 밸 의 시임.

2" ≤  24

참고 으로 상기 SOV에 한 K  값  일반 인 Glove/gate valve의 이론 인 K  

값과의 비교는 아래와 같다.

  

크기
K

비고
SOV주1) Glove valve주2) Gate valve주2)

1" 3.94 7.82 0.184

2" 12.51 6.46 0.152

주1) Cv=Q
ρ

△P(62.4)
=
29.9d 2

fL/D
=
29.9d 2

K

Q  : flow rate in US gal/min

ρ  : density of liquid in lb/ft3

△P  : pressure drop in lbf/in
2

d  : internal diameter in inches

L/D  : equivalent length of valve in pipe diameters

f  : friction factor

K  : resistanc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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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K=(
29.9d 2

Cv
)
2

1", Schedule 160 인 경우 ID : 20.7 mm = 0.815"

K=(
29.9d 2

Cv
) 2  = 3.94

2", Schedule 160 인 경우 ID : 42.8 mm = 1.685"

K=(
29.9d

2

Cv
) 2  = 12.51

주2) K=8f T  for Gate valve, if β=1

     K=340f T  for Glove valve, if β=1

fT  : friction factor in zone of complete turbulence

꠆ꠏ 0.023 for 1"

ꠌꠏ 0.019 for 2"

β  : ratio of small to large diameter in orifices and nozz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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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허가 련 내용

   SOV와 련하여 해외의 인허가  기술기  련 문건은 다음과 같다.

o. Regulatory Guide 1.73, "Qualification tests of electric valve operators installed 

inside the containment of nuclear power plants", US atomic energy

commission, January 1974

o. IEEE std 382-1972, "Trial-use guide for the type test of class 1 electric valve 

operator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ANSI N41.6)

o. IEEE std 382-1985, "Qualification of actuators for power operated valve

assemblies with safety-related func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 R.G.는 원자력발 소 설계기 을 만족시키기 한 방법을 기술하고 있는 지침서로서 강제 인 

사항은 아니지만 모든 사업자가 R.G.를 따르고 있으므로 규제지침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만약 

사업자가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규제지침을 만족하려고 한다면 NRC가 그것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결국 인허가 승인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R.G.는 10 개의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력발 소의 인허가에 련된 사항은 Division 1, 4, 8 임.

  - Division 1 : Guides pertain to power reactors

  - Division 4 : Guides pertain to environmental and siting

  - Division 8 : Guides to occupational health

** Information Notice는 발생 가능한 요사항에 한 사 통지를 목 으로 하고 있으며 NRC가 

아직 심각한 상황을 래하지는 않았으나 잠재 으로 요사항이라고 인식했을 때 발행함. 따라서 

specific action이나 requirement는 요구되지 않으며 만약 인허가와 련된 추가 인 action이 필요하

면 NRC Bulletin을 발행함.

** G.L.은 NRC가 특이사항 외의 발 소에 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련 사업자에게 발

행하는 문서로서 정보를 요청하거나 달함. G.L.은 10CFR 50.54 (f) (인허가 승인서 제출시  

련)의 언 여하에 따라 법 인 구속력을 갖는데 만약 NRC가 인허가 사항에 련된 결정이 필요할 

경우 련 G.L.은 10CFR 50.55 (f)를 언 함으로서 규제문서로서 효력을 가짐.

** NUREG은 NRC Staff의 기술보고서로서 규제문서와 같은 기능을 갖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요 safety issue에 한 technical solution을 NUREG으로 발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지침서와 같

은 성격을 지니며 아래와 같이 4 종류의 보고서가 있음.

  - NUREG : NRC Staff가 작성하는 기술보고서

  - NUREG/CR : NRC 계약자에 의해 작성되는 기술보고서

  - NUREG/CP : conference proceeding

  - NUREG/BR : 안내책자 (broch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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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Information Notice No. 86-57, "Operating problems with solenoid operated 

valves at nuclear power plants", NRC, July 11, 1986

o. Information Notice No. 88-43,  "Solenoid valve problems", NRC, June 23, 1988

o. NRC Generic Letter 91-15, "Operating experience feedback report,

solenoid-operated valve problems at U.S. reactors", NRC, September 23, 1991

o. NUREG-1275, Vol. 6, "Operating experience feedback report,

solenoid-operated valve problems at U.S. reactors", NRC, February, 1991

o. Information Notice No. 91-83,  "Solenoid-operated valve failures resulted in 

turbine overspeed", NRC, December 20, 1991

o. Information Notice No. 95-53, "Failures of main steam isolation valves as a 

result of sticking solenoid pilot valves", NRC, December 1, 1995

o. Information Notice No. 90-11,  "Maintenance deficiency associated with

solenoid-operated valves", NRC, February 28, 1990

  상기 인허가  기술기  련 문건에 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Information Notice No. 86-57을 제외한 Information Notice에 한 내용은 참고

문헌 참조).

1) Regulatory Guide 1.73, "Qualification tests of electric valve operators installed 

inside the containment of nuclear power plants"

  상용원자로에서 사용되는 기로 구동되는 밸  구동자의 보증 시험에 한 규제 

지침이다. 이 지침에서는 IEEE std 382-1972에 명시된 차에 따라 보증 시험을 하

도록 기술되어 있다.

2) IEEE std 382-1972, "Trial-use guide for the type test of class 1 electric

valve operator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ANSI N41.6) /

IEEE std 382-1985, "Qualification of actuators for power operated valve

assemblies with safety-related functions for nuclear power plants.

  IEEE std 382-1972  IEEE std 382-1985는 밸  Vender에게 필요한 기술기

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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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EE std 382-1972는 상용원자로에서 Class 1E 기로 구동되는 밸  구동자들

에 한 보증(type) 시험에 한 구체 인 차가 명시되어 있는 기술기 서이며 

상기 Regulatory Guide 1.73에서 이 기 서에 명시된 차에 따라 보증 시험을 하

도록 기술되어 있다. IEEE std 382-1985는 IEEE std 382-1980의 개정 으로 상용

원자로에서 안  련 기능을 수행하는 기로 구동되는 밸  구동자들의 보증에 

한 구체 인 차가 명시되어 있는 기술기 서이며 IEEE std 382-1972와는 달리 

Regulatory Guide로부터는 인용되어 있지 않다.

  IEEE std 382-1985는 크게 process, qualification cases, tests 등 3개의 part로 나

뉘어 기술되고 있는데 qualification cases에서는 치, 사건 등 기  cases의 구분과 

이에 한 환경 변수(environmental parameters)가 기술되어 있다. 기  cases는 총 

6가지가 있으며 PWR에 련된 기  cases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Case Ⅲ : LOCA 발생시/동안 containment 내부 치

- Case Ⅳ : MSLB 발생시/동안 containment 내부 치

- Case Ⅴ : DBE 발생시/동안 증기 노출에 향 받는 containment 외부 치

(BWR 포함)

- Case Ⅵ : DBE 발생시/동안 증기 노출에 향 받지 않는 containment 외부 

치(BWR 포함)

상기 각각의 case에 해 구동자들이 만족하여야 하는 시간  별로 온도를 포함한 

qualification parameter values가 도표로 기술되어 있다. 단 여기서 특정 구동자에 

한 사항은 언 되어 있지 않다.

3) Information Notice No. 86-57, "Operating problems with solenoid operated 

valves at nuclear power plants"

  시된 부분의 경우( . MSIV solenoid failure 등)에서, 사건을 일으키는 원인

은 일럿 밸 의 기능을 하는 SOV의 오작동 때문이며 이것이 주 밸 의 오작동

을 야기하 다. SOV의 고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발생된 것으로 추론할 수 있

다.

- potentially high-temperature ambient conditions are not being continuously 

monitored in areas where SOVs are installed and operating in an energiz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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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drocarbon contaminants, probably because backup air systems (e.g., plant 

service or shop air systems) are being used periodically and are not 

designed to "oil-free" specifications as required for Class IE service,

- chloride contaminants causing open circuits in coils of the SOVs, possibly 

as a result of questionable handling, packaging, and storage procedures,

- an active replacement parts program associated with the elastomers and 

other short-lived subcomponents used in SOVs has not been adequately 

maintained, and

- lubricants have been used excessively during maintenance.

4) NRC Generic Letter 91-15, "Operating experience feedback report,

solenoid-operated valve problems at U.S. reactors"

  본 Generic Letter에서는 SOV의 운  경험으로부터 발생된 문제 들을 case별로 

연구하여 연구 보고서(NUREG-1275, Vol. 6)를 모든 상용원자로 운용자(licensees) 

 인허가 신청자에게 제시하 다. 여기서는 SOV의 운  경험에 한 범 한 평

가가 수행되었으며 결론 으로 SOV를 사용할 시는 SOV가 지니고 있는 문제 들

에 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SOV의 고장이 다 안 기기(redundant safety components), 다

계열의 안 계통(multiple trains of safety systems) 는 다 안 계통(multiple 

safety systems)에 향을 미친 여러 사건에 해 기술되어 있다. 3가지 가장 요

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 isolated occurrences involving the failure to close of both MSIVs in the 

same line,

  - the inability to start two redundant emergency diesel generators, and

  - simultaneous failure of several BWR control rods to insert.

상기 사건은 SOV의 공통모드고장(common mode failure) 는 기능퇴화

(degradation)에 한 안 련(safety-related) 기기의 취약성을 나타낸다. NRC는 

안 과 련된 분야(application)에서 사용되고 있는 SOV의 신뢰성에 해 걱정스

럽게 주시하고 있다. NRC의 규제 행 의 하나인 SSFIs(Safe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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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al inspections)에서도 SOV의 신뢰성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한 NRC는 

EPRI내 NMAC(Nuclear Maintenance Application Center)이 SOV의 유지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술 인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SOV는 제어유체(control system fluid)로 작동하는 일럿 구동자와 같이 간

으로 안 련 계통에 사용되며(공기구동 는 수력구동 격리밸  등), 한 유체 

계통에서 직 으로 사용된다(RV head의 배기 는 emergency diesel generators 

기동 계통에 공기 공  등). SOV는 안 계통에 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비안

련(nonsafety-related) 계통에서도 사용된다(plant instrument air drier systems 

등). 수 년 동안, 발 소 계통  기기의 다수의 고장 원인은 SOV 문제에서 기인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SOV의 고장  기능퇴화에 해 검토되었으며 유사한 고

장 메커니즘을 가지는 원인에 해 검토되었다. 기능퇴화에 한 다른 메커니즘의 

이해 없이 명확한 하나의 결함만을 단번에 수정한다면 주기 인 SOV의 고장을 야

기하는  다른 문제가 고될 수 있다. 한 오직 특정한 분야(application)에서 사

용되는 SOV만의 문제를 수정한다면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기능퇴화 문제가 

고될 수 있다.

5) NUREG-1275, Vol. 6, "Operating experience feedback report,

solenoid-operated valve problems at U.S. reactors"

  본 문서는 상기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NRC Generic Letter 91-15에 첨부되어 있

는 연구 보고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내 경수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SOV의 운  

경험에 해 분석되어 있으며, 상기 4)에서도 기술된 바와 같이 SOV의 공통모드고

장(common mode failure) 는 기능퇴화(degradation)에 한 안 련

(safety-related) 기기의 취약성에 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 안 계통

(multiple safety systems) 는 다 계열의 각각의 안 계통(multiple trains of 

individual safety systems)에 향을 미친 는 미칠 가능성이 있는 20개 이상의 

표 인 사건에 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공통모드 SOV 고장은 emergency ac power, auxiliary feedwater, high-pressure 

coolant injection, scram systems와 같은 안  계통  요한 보조 계통을 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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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며 결과 으로 안 여유도(safety margins)에서의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 찰

된 많은 공통모드 SOV 고장  기능퇴화 사건들은 FSAR의 분석 조건의 범  밖

에 있으며 재의 PRA에서도 모델링 되어 있지 않다.

  SOV의 공통모드고장이 다 안 계통 는 다 계열의 안 계통에 향을 미친 

사건들은 더 요한 사건들에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본 보고서

에서는 찰된 공통모드고장 는 기능퇴화에 한 근본 원인  조치하여야 할 추

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SOV의 고장에 한 근본 원인은 상용원자로 운용

자(licensees)의 SOV 요건 는 기능 능력에 한 정보 는 이해 부족으로 나타나 

있다. 를 들면, 부분의 SOV는 오염물질에 약하며 방 인 유지 리 는 주기

인 교체를 필요로 하며, 온도가 상승하는 환경에 노출될 때 속하게 노화되고 

기능이 하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문제를 악화시키는 이유는 일부 SOV의 제작

업체들이 사용자에게 한 SOV의 유지  운 에 한 당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는 많은 SOV가 보다 큰 기

기들의 부품(piece-part)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인식되고 있지 않다는

(unrecognized) 사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설계  용, 제조, 유지, 감시 시험, 고장 자료의 조사시에 발

견된 범 한 결 을 제시하고 있다.

  안 련 용분야인 경우, 상용원자로 운용자(licensees)는 다음 사항들을 수행하

도록 권고된다. (1) SOV 설계  발 소 운  조건에 한 상응성(comparability)을 

증명하여야 한다. (2) 발 소 유지 로그램에 한 타당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3) 

SOV가 유체 오염( . instrument air)에 노출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증명하여야 한

다. (4) SOV 감시 시험 실행방법을 재검토해야 한다. (5) 안 련 용분야에 사

용되는 SOV가 그의 안  기능에 합하게 제조되고, 구매되고, 설치되고, 유지되고 

있는 지 증명하여야 한다.

  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본 보고서에서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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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요

본 연구는 여러 발 소에서 몇 번의 반복 인 SOV의 고장이 일어나고 그리

고 미국의 Brunswick 2 발 소에서 1988년 1월에 4개의 SOV의 동시 고장을 

일어난 후에 착수되었다. 참고 으로 Brunswick 사건은 2 세트의 다  

SOVs가 닫히지 않아 2개의 분리된 유로가 개방됨으로서 격납용기 건 성에 

손상을 야기한 사건이다.

아래의 사건들은 발 소 안 여유도에서의 감소를 야기하게 된 몇 가지 요

한 공통모드고장 사건들이다.

- simultaneous common-mode SOV failures that resulted in the failures of 

both emergency diesel generators to start at Perry

- simultaneous common-mode failures with the scram system at 

Susquehanna

- simultaneous scram pilot solenoid valve failures that resulted in primary 

system leakage outside primary containment at Dresden

- losses of containment integrity at Kewaunee and Brunswick

- multiple safety relief valve and automatic depressurization system 

failures at Brunswick

  나) 기기 옵션

SOV는 여러 가지 옵션으로 제조/사용될 수 있으며 옵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normally open and normally close

- fail open, fail close, fail as is

- normally energized or normally de-energized

- ac or dc power, or both ac and dc power

- two-, three-, four-way valves

- direct lift, pilot assist, balanced disc, gate, modulating control

  다) SOV 고장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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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V의 고장에 한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명백하고 근원 인 원인은 아

래와 같다.

- 설계  제조 결함으로 인한 coil 고장  단선, 는 사용환경( 류 형태, 

압 벨, 환경조건) 문제

- 설계  제조 결함(내부 부품에 과도한 내구력(tolerance) / gaskets, 

o-rings, seals, springs 등의 과도한 마멸/기능퇴화)으로 인한 밸  바디 

고장  수

- 밸  내부를 코 하고 있는 확인되지 않는 외부 물질 는 오염 물질(dirt, 

corrosion products, desiccant, water or moisture, incorrect lubricants, 

excessive lubrication, or hydrocarbons)로 인한 통로 차단, 내부 합, 

들러붙음

- 부 합한 내/외부 배선, reed switch 쇼트 등으로 인한 기  오작동

- 부정확한 밸  배치(normally position, normally energized status), 

부정확한 fail-safe 조건 지정, 부정확한 기 소스, 부정확한 환경 조건의 

지정(온도, 습도, 방사선), 부정확한 최  운  압력차의 지정, 부정확한 

재료 선정(팩킹 없는 부분과 공정 유체 오염 물질 사이의 불친화성), 

부정확한 밸  수평/수직 배열 등으로 인한 설계 오류 는 오 용

- 부정확한 설치, 부정확한 기 소스, 부정확한 기 연결 등으로 인한 설치 

오류

- 오버홀 시  사이의 사용 기간(수명)의 부정확한 산정, 부 합한 방 인 

유지, 부정확한 방 인 유지 등으로 인한 설치 오류

  라) 운  경험; SOV의 공통모드고장 는 기능퇴화를 포함하는 요 사건들

운  경험은 주변 온도(ambient temperature), 여기시 가열(heatup from 

energization), 최  운  압력차(maximum operating pressure differential; 

MOPD), SOVs 방향성(directional SOVs) 등 설계 용 오류(design 

application errors) 사항과 부 합한 방 인 유지, 교체  재설치, 오염, 윤

활유 등 유지(maintenance) 사항, 감시 시험 사항, 보증되지 않은 SOV의 사

용에 한 사항 등 4가지로 크게 구분되어 있다.

이  설계 용 오류 사항 에서 주변 온도, 여기시 가열의 실례 1개씩에 

한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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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온도(ambient temperature)

 ㆍMSIVs at Perry - excessive heat from steam leaks

MSIV 개방 시간 시험을 수행하던 에 8개의 밸   3개가 기술사양서

에서 정해져 있는 5  이내에 닫히는데 실패하 다. 3개의 밸   2개는 

같은 주 증기 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밸 이다. 계속되는 재시험 동안에 3

개의 밸 는 모두 5  이내에 닫혔으며 기술사양서를 만족하 다. 발 소 

운용자는 고장 원인이 밸 를 제어하는 air pack내에 불순물이 존재하

기 때문이라고 간주하 으며 불순물을 제거하 기 때문에 3개의 밸 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NRC의 심에 따라 다시 재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재수행 결과 같은 주 증

기 라인에 설치되어 있는 2개의 밸 가 5  이내에 닫히는데 실패하 으

며 그 밸 들은 상기 처음 시험시 닫히는데 실패하 던 밸 들이었다. 1

개는 2분 49 가 지나 닫혔으며 다른 1개는 18 가 지나 닫혔다. 추가

으로 재시험이  수행되었으며 이때는 다시 모두 정상 인 결과가 나타

났다.

MSIV의 고장에 한 근원 인 원인을 추 한 결과, 상기 MSIV의 고장은 

SOV(xx co. dual-coil Model NP8323)가 비여기시(de-energization) 치

를 이동시키는데 실패하 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를 이동시키는

데 실패한 이유는 ethylene propylene diene monomer(EPDM) 시트  디

스크의 기능퇴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능퇴화 이유는 증기 수의 

결과로서 SOV 주변에 가해진 고온(high temperature)의 향 때문인 것

으로 나타났다.

원래, hydrocarbon 불순물은 EPDM 시트  디스크의 기능퇴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MSIV에서 추출된 instrument air의 샘 은 미

립자 상태  hydrocarbon 오염 검사목 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 

instrument air에는 미립자  응축성 hydrocarbon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후 고장을 방지할 목 으로 발 소 운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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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air 계통의 유지보수 차를 개선하는 조치를 강구하 다.

- 여기시 가열(heatup from energization)

 ㆍGrand Gulf 1 - thermal aging (self-heating from energization)

원자로 정지시 1개의 MSIV가 닫히는데 실패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 밸

는 약 30분이 지나 닫혔다. MSIV의 고장은 SOV(xx co. dual-coil 

Model NP8323)의 고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 소 운용자는 SOV 

출구 포드에 치하고 있는 SOV 디스크에서 EPDM의 1조각을 발견하

으며, 그 조각은 SOV 내부부품 내에 치하고(lodged) 있었고 그로 인해 

SOV가 제어 공기를 배기 하지 못하 으며 결국 MSIV가 닫히지 않았다

고 결론지었다.

주 증기 라인에 있는 8개의 MSIV를 검사한 결과 모든 SOV의 시트가 갈

라진 틈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능퇴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8

개  6개의 SOV에서 배기 포트(exhaust port) 시트의 높아져 있는 부분

이 보이지 않았으며 시트로부터 물질이 벗겨져 있는(sloughing) 것처럼 보

다.

이 고장은 SOV의 배기 포트의 배기 홀(vent hole) 속으로 어내져

(extruded) 들러붙은 1조각의 EPDM 디스크 물질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여겨졌다( 자). 한 정상상태시 여기(normally energized)되어 있는 

SOV가 비여기(de-energized)되었을 때 상기 어내져 들러붙은 물질이 

착력과 마찰력으로 인해 디스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고 결국 그 부분

이 찢겨져 나가게 된다(후자).

그러나 상기 후자의 경우는 이 에 발견된 이 없었던 사건이었다. 찢겨

져 나가는 상과 반 인 기능퇴화 상은 EPDM 물질이 고온(high 

temperature)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열  기능퇴화의 징

후를 나타내는 상이다. EPDM 디스크는 dual coil의 여기로 인해 높아진 

온도에서 운 되고 있었다. EPDM 디스크 주변의 SOVs내의 국부 인 온

도는 약 325℉(162.8℃)-305℉(151.7℃) 다. SOVs는 약 4년 반 동안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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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다. 그러나 기능퇴화 된 EPDM 디스크의 품질 보증 기간은 환

경온도 135℉(57.2℃)-125℉(51.7℃)에서 약 2.2-3.2년인 것으로 평가되었

다.

NRC는 이 사건에 해 Information Notice (No. 89-66)을 발행하 으며 

여기서 “self-heating from energization”으로 인해 밸  수명이 단축된다

는 사실을 제시하 다.

  마) 연구 결과

부분의 SOV 문제에 한 근원 인 원인은 SOV의 능력  요건을 이해하

는데 부족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종, 발 소 운   유지 로그램에

는 수명이 짧은 SOV 부품(gaskets, seals. diaphragms, etc)에 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한 실험실 환경과는 매우 다른 실제 인 환경 조건

에서 운 인 SOV의 낮은 내성에 한 내용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많은 

경우에서, 제작업체는 실제 사용자에게 SOV가 어느 부분이 민감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에 한 충분한 이해(내용)를 제시하지 않아 왔다. 많은 실제 

사용자들은 어떤 SOVs를 사용한 후에야 비로서 그 SOVs가 실제 인 환경 

조건  오염물질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SOV의 선정, 운   유지시의 결함으로 인해 다수의 고장이 발생하 으며, 

많은 사건들은 다 계열의 안 계통을 고장나게 하는 공통모드고장에 속하는 

것이었다.

상기 라)항에서와 같이, 설계 용 오류 사항 에서 주변 온도, 여기시 가열

에 한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변 온도(ambient temperature)

많은 공통모드 SOV 고장(common-mode SOV failures)은 SOV가 그것의 

설계 범 를 과하는 주변 온도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그러한 공통모드 SOV 고장은 증기 설(상기 라)항 참조), 주변 온도의 부

정확한 평가(참고문헌 9에서의 5.1.1.2, 5.1.1.3항 참조) 등의 원인에 인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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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되었다.

- 여기시 가열(heatup from energization)

많은 공통모드 SOV 고장은 연속 인 coil의 여기시 발생하는 가열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향이 서비스 수명 기간에 하게 포함되지 않았기 때

문에 발생되었다(상기 라)항 참조, 참고문헌 9에서의 5.1.2.2항 참조). 많은 

발 소 운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 으며 결과 으로 서비스 

수명 기간이 과도 측되는 결과가 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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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본 보고서에서는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되는 SOV의 기술 황에 해 기술하

으며 여기서는 일반사항  인허가 련 내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 다. 일반사항

에서는 SOV가 상용원자로에서 주로 사용되는 치  사용되는 주된 사유에 해 

기술하 으며 SOV의 “fail as is“ 기능에 해 타 구동자 밸 와 비교하여 기술하

다. 한 SOV의 유량계수를 악하고 SOV에 한 K  값  일반 인 

Glove/gate valve의 이론 인 K  값을 비교하여 기술하 다. 인허가 련 내용에서

는 Regulatory Guide 1.73, IEEE std 382-1972, 382-1985, Information Notices, 

Generic Letter 91-15, NUREG-1275, Vol. 6 등을 참조로 하여 기술하 다.

  원자력발 소에서 사용되는 SOV의 기술 황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용원자로(NSSS)에서 사용되고 있는 SOV는 주로 배기 계통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사용되는 주된 사유는 SOV가 타 구동자 밸 에 비해 fail open/close 기능

이 상 으로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 SOV도 “fail as is”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fail as 

is” 상태를 유지하기 한 독립된 별도의 원이 필요하다.

- SOV는 부분 Globe type이다. SOV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고유 특성이 

필요하면서도 더불어 특이 성능요건( . 낮은 K  값이 요구되는 경우 등)이 필히 

요구된다면 SOV를 도입/사용하는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 인허가 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많은 공통모드 SOV 고장(common-mode SOV 

failures)은 SOV가 그것의 설계 범 를 과하는 주변 온도(ambient 

temperature)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그러한 공통모드 SOV 고장

은 증기 설, 주변 온도의 부정확한 평가 등의 원인에 인해 발생되었다.

- 많은 공통모드 SOV 고장은 연속 인 coil의 여기시 발생하는 가열(heatup from 

energization)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는 향이 서비스 수명 기간에 하게 포함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었다. 많은 발 소 운용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 으며 결과 으로 서비스 수명 기간이 과도 측되는 결과가 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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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Valve data sheet headings

The following specification data sheet headings are listed numerically in the same sequence as 

they appear of the data sheets. Abbreviations used are shown in parentheses. All headings do not 

appear on all data sheets because they may not be applicable.

1. Valve Tag Number (VALVE ID)

The identification number assigned to each valve.

2. Case (CASE)

As applicable, a sufficient number of cases (entries) are specified to adequately define 

the isolation requirements and/or throttling range over which flow control is required. 

After the first entry, subsequent sets of conditions are added by inserting letters 

(starting with "A") in alphabetical order.

3. Inlet Line Size (INLET LINE SIZE)

The inlet piping line size (in inches) in which the valve is to be installed (Piping and 

tubing sizes are nominal diameters). 

4. Outlet Line Size (OUTLET LINE SIZE)

The outlet piping line size (in inches) in which the valve is to be installed. (Piping 

and tubing sizes are nominal diameters.) This column will not be used if outlet line 

size is the same as inlet line size.

5. Pipe Schedule or Rate (PIPE SCHL OR RATE)

The minimum schedule of the piping in which the valve is installed.

6. End Connection Type (END CONN TYPE)

BW    - Butt Weld

SW    - Socket Weld

7. Fluid Type (FLUID TYPE)

The fluid to which the valve is exposed.

B - 0 - 2.5 weight percent boric acid

D - Nitrogen

W - 0 - 2.5 weight percent boric acid with hydrazine

8. Flow Direction (FLOW DIR)

O - Flow over the valve seat

U  - Flow under the valve seat

9. Flow Rate (FLOWRATE)

The flow through the valve. When a "-" is used, no flow requirement is specified.

10. Flow Unit (FLOW UNIT)

G - GPM

S  - SCFM

11. Operating Pressure (OPER PRES PSIG)

The operating pressure of the fluid flowing through the valve in psig.

12. Operating Temperature (OPR TMP DEG F)

The operating temperature in degrees Fahrenheit.

13. Differential Pressure (DELTA P PSID)

The differential pressure (in PSID) corresponding to the given flow rat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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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of the fluid at the operating temperature. Maximum (max), minimum (min), or 

nominal (nom) is specified on each Valve Data Sheet, as applicable for each case. 

The pressure differential used in sizing the valve shall be no greater than a 

maximum value. Where a differential pressure value is not applicable to a case (i.e., 

the 0 gpm case), a "-" is specified. A "-" for cases other than the 0 gpm case 

indicates that the best available differential pressure for the valve size, type and 

service conditions is adequate for system performance.

14. Pressure Rise (PRES RISE)

Indicates that fluid conditions create the potential for a significant pressure rise (  > 

10%) when the valve closes. This includes the pressure rise due to water hammer 

when the valve is closed rapidly.

Y - Fluid conditions exist which create the potential for a significant 

 pressure rise.

N - Fluid conditions do not exist which create the potential for a 

 significant pressure rise.

15. Minimum Service Temperature (MIN SER TMP DEG F)

The minimum service temperature (℉) to which the valve must be designed. If the 

minimum service temperature is not required, "N/A" is specified.

16. Open/Close Against Differential Pressure (OPEN CLOS AGNS DP PSID)

The maximum pressure differential (in PSI) across the valve against which the valve 

operator must function assuming the lowest tolerance of voltage.

17. Transients (TRANSIENTS)

Reference to a grouping based on similar operating conditions to which the case 

applies.

18. Active (ACTIVE)

Indicate whether or not a valve, during or following postulated accidents, must 

perform a mechanical motion in order to shut down the plant, maintain the plant in a 

safe shutdown condition, or mitigate the consequences of a postulated event.

"-" - Valve not required to operate during or after an accident/seismic event. 

Seismic Category I valves in this classification must be designed to 

maintain pressure boundary integrity following an accident/seismic 

event.

A - Valve required to operate after, but not during, an accident/seismic 

event.

Y - Valve required to operate during and after an accident/seismic event to 

fulfill a system safety function. In general, this classification includes 

valves actuated by an ESFAS and self-actuated valves in the process 

flow path which must function during the accident/seismic event.

19. Environmental Conditions (ENVIRONS)

Environmental

      Category    

A1 Containment following a LOCA.

A2 Containment following a MSLB.

B Containment normal environment.

C Auxiliary Building normal environment.

D Auxiliary Building following a LOCA/MSLB.

A Means Conditions A1 & A2 taken separately.

20. Function (FUNCTION)

The valve function for each entry/case. Multiple symbols may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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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Opens

C - Closes

A - Remains as is

T - Throttling

X - Special Service (to be defined on the requirement data sheet)

S - Safety related

N - Non-safety related

21. Normal Valve Position (NORM POSIT)

The valve position during normal power operation. 

O - Opened

C - Closed

T - Throttled

"-" - Not applicable

22. Failure Position (FAIL POSIT)

Indicates the failure position of the valve.

A - Fail as is

C - Fail close

O - Fail open

N - None

23. Throttle Service (THROTL SVC)

Indicates if valve will be used to throttle flow.

Y - Used for throttling

N - Not used for throttling

24. Actuation Time (ACTUATION TIME SEC)

Actuation time (seconds) is specified for the valve operator to complete its full travel. 

A maximum (max) and/or minimum (min) time may be specified. If a maximum 

and/or minimum time is not required or is not applicable, " - " is specified. Power 

tolerances (Item 42) shall be considered.

25. Solenoid Energization Time (SOL ENG TIME)

The duration time that the solenoid of a solenoid actuated valve will be continuously 

energized during a cycle. The abbreviations for the time units used are as follows:

H - Hours

D - Days

M - Months

"-" - No special requirements for duration time

26. Locking Provisions (LOCK PROV)

Indicates if local mechanical locking provisions are required.

N - Locking provisions are not required

O - Locally locked open

C - Locally locked closed

A -  Locked open in the control room

B -  Locked closed in the control room

27. Stem Leakoff (LEAKOFF)

Indicates if the valve requires a stem leakoff to collect leakage.

Y - Stem leakoff required

N - Stem leakoff not required

28. Seat Leakage (LEAKAGE)

The seat leakage limit that is specified for the manufacturer's main seat lea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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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ance test.

O - No visible or audible seat leakage

L - Low leakage (the manufacturer's main seat leakage acceptance test 

limit is 2 cubic centimeters of water per hour per inch of diameter of 

nominal valve size)

N - Nominal leakage (the manufacturer's main seat leakage acceptance test

limit is 10 cubic centimeters of water per hour per inch of diameter 

of nominal valve size)

U - Unlimited

 X - Special requirements : See note on valve requirement sheet.

29. Leakage Pressure Differential (LK PRES DIF PSID)

The differential pressure (in PSI) at which the leakage limit applies.

30. Leakage Direction (LEAK DIR)

Identifies the flow direction to which the seat leakage limit applies.

N - Normal flow direction

C - Counter to the normal direction

B - Leakage limit applies to both the normal and counter normal flow 

direction.

"-" - Not applicable

31. Handwheel (HANDWHEEL)

Indicates if the valve requires a handwheel

H - Handwheel required for active function

Y - Handwheel required for non-active function

N - Handwheel not required

32. Stem Extension (STEM EXT)

Indicates if the valve handwheel must be located at a distance from the valve. The 

valve shall be provided with provisions for adding a stem extension at the customer's 

site.

Y - Stem extension required

N - Stem extension not required

33. Limit Switch (LIMIT SWTH)

Y - Limit switch (or reed switch where applicable for open-close indication 

required)

N - Limit switch not required

34. Electro Pneumatic Positioner (E/P POS)

Indicates if an electro-pneumatic positioner is required

Y - E/P positioner is required 

N - E/P positioner is not required

35. Solenoid (SOLENOID)

Indicates if a 3-way solenoid valve is required in the air supply to pneumatically 

operated valves.

Y - Solenoid is required

N - Solenoid is not required

36. Remote Indication (REMOTE IND)

Indicates if continuous (0 - 100%) position indication is required. The error of the 

position indication signal is specified for specific valves on the Valve Data Sheet.

Y - Continuous position indication required

N - Continuous position indication not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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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Hand Indicator Controller (HIC)

Y - HIC is required

N - HIC is not required

38. Seismic Class (SEISMIC CL)

Valve Seismic Classification :

1 - Seismic Category I

N - Non-Seismic

39. Safety Class (SAFE CLASS)

1 - Safety Class 1 (Code Class 1)

2 - Safety Class 2 (Code Class 2)

3 - Safety Class 3 (Code Class 3)

4 - Non Nuclear Safety (not to ASME Section III Code)

40. Classification in ASME XI IWV1000 (ASME XI)

The categories of valves defined in ASME XI Subsection IWV-1000. More than one 

category may apply to a valve.

For the 1st letter

L - Category A

U - Category B

"-" - No category applicable to the particular case or valve type

For the 2nd letter

S - Category C

R - Category D

41. Electrical Class (ELEC CLASS)

Valves with electrical operators which are required to be 1E.

N - Electrical Non Class 1E

1 - Electrical Class 1E

42. Electric Power (ELEC PWR)

Electric conditions of valve actuator. This includes electrical conditions for the types 

of valves using electric components such as solenoids as part of the valve controlling 

mechanism.

C - 125 VDC + 15,  - 35 VDC

"-" - Not applicable for valve type or case

43. Bonnet Pressurization (BON PRES)

Indicates that fluid conditions create the potential for bonnet over-pressurization in 

those types of valves subject to bonnet overpressurization. See ASME Section III NB, 

NC & ND-3500 for Class 1, Class 2 and Class 3 valves, respectively.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so that provisions may be included in the valve to prevent 

pressure locking due to bonnet overpressurization.

Y - Fluid conditions which create the potential for bonnet overpressurization      

   (pressure locking) exist.

N - Fluid conditions which create the potential for bonnet overpressurization      

   (pressure locking) do not exist

44. Post-Accident Operability Period (ACC OPER PER)

The post-accident length of time for which valve operabilities required under the 

corresponding environmental conditions.

EEG  - 182 Days

45. Cycl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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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of use. A cycle is defined as combined open plus close or close plus open 

valve strokes.

F - Frequent use, in excess of 500 cycles over the life of the valve.

I - Infrequent use, 500 or fewer cycles over the life of the valve.

"-" - Not applicable to a particular case

46 Installation Requirements (INSTL REQ)

Indicates any valve orientation requirements or installation requirements (such as loop 

seals).

Y - Special installation requirements; see notes on Valve Data Sheet.

N - No special installation requirements

47. Design Features for Maintenance Requirements (MAINT REQ)

Indicates any design features to facilitate valve maintenance requirements.

Y - Special maintenance requirements; see notes on Valve Requirements 

Sheet.

N - No special maintenance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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