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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題 目

放射線照射工웰 改善if究

흉흘 홉인 文

I I. 新究의 目的 맞 量要性

放射線睡用뻐究據 내의 照射施짧 차펴i처|가 건설완료됨에 따라 서올에서 해체해온 照射

뾰꿇율 얀전하게 再훌훌置하고， 施훌훌툴의 照射技能과 활용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照射工程

을 改善시킨다.

III. 흙究의 內容 및 훌훌뼈

홉학훌位 0>-60 감마선願射施짧 및 電子線加連훌훌를 짧置하고 홉학훌位 Co-60 線훌훌을 장전

한다. 低확g位 Co-60 감마선照射施設율 이전 題置하고 低뼈位 Co-60 감마선照射뾰훨 題動

맺 안전장치률 제작한다. 放射線照射 보조장~I활 제작 훌훌置한다‘

IV. 흙究結果 및 活用에 대한 建훌훌

홈혹g位 Co-60 감마선照射施짧을 銀源훌훌動， 시료운반， 안전계통 등의 모든 施훌훌행롤이

안전하게 훌훌置되었다. Co-60 線源(72 ， 800 Ci) 도 카나다 기슐진에 의해 繼훌톨에 장전되었

고， 시운전롤 실시한 결과 안전함이 입충되었다.

電子훌110覆器趣짧은 가속판， 번압기， 추조작반， 고압케이불 동올 정위치에 說置하었고，

각 부분의 기능의 이상유무를 점검하여 수러 보수하였다.

低홉g位 Co-60 갑마선照射施훌훌은 이전률 우|해 施짧울 안전하게 해체하였으며 새 趣훌훌의 훌훌

훌훌훌훌動 맞 안전장치률율 설계 제작하었다.

이전 짧置過程에서 각 施設의 노후부폼 및 구형화된 裝備률 쿄처I하고， 試料照射훌 및 실

험구의 짧置， 기계일， 운전실 맺 환기장치의 위치 01 동， 화재경보장치 및 照射室內部 전선터

미날 追1JD設置 동 각종 추번장치롤 합리척므로 改善하였다.

施짧의 移I훌훌훌置 과정에셔 얻은 지식과 경험은 앞으로 施設올 운영하는데 많은 도옵이 될

것이며， 이전된 施짧은 홈分子材料鼎究， 食品保存鼎究， 農學/生빼學的훌퓨究， EO 등 다양한

放射線睡用빠究에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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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Project Titl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rradiation Process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s 납1e biological shield of the irradiation facilities in 상1e Radiation

Application Building in KA않I ， Taejon , is ∞mpIeted， 바1e irradiators dismantled from

Seoul Irradiation Facilities sbωld be 뇨1stal1ed 뇨1 the new Radiation Application

Building and the irradiation process should be improved to meet 압Ie renewed purpose

。f 야Ie facilities.

III. So。홈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Installation of 야Ie high-intensity 00-60 9뼈ma irradiator 없녕 하Ie electron

accelerator , and installation of 야Ie 00-60 ∞urce on 납Ie source rack.

。 뻐V뇨19 of 삼Ie low-뇨Itensity 00-울o gamma irradiator from Seoul to Taejon 없ld

∞，nstruction of 압Ie operation and safety systems for 야Ie low intensity 00-60

source on 상Ie source rack.

o Preparation of equipments for irradiation.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source operation system , carrier systems , safety systems and all other

miscellaneous systems were insta끄ed for 하Ie High Intensity 00-60 Gamma Irradiation

Facility. The Co·얘o Sow‘ce(72 ,800 Ci) was installed on 삽Ie source rack by Canadian

engineers and 당1e f acility was approved to 놓 safe after some test 。홈rations.

깐Ie acceleration tu놓， transformer , ma뇨i ∞ntrol panel 하퍼 high voltage cable were

installed 끄1 다1e Electron Accelerator Facility. All parts of 야Ie accelerator were

in매ected and repaired.

깐Ie Low Intensity 00-60 Gamma Irradiator in Seoul was dism뼈tIed for IOOving to

Taejon 화넙 source operation and safety systems were prepared for the new facility.

During 하Ie 뇨lstallations， old parts 혀ld equipments of each irradiation facility

were replaced and much improvements were made on 상Ie systems by installing the

irradiation tables , experimental holes , additional fire alarm system , cable t~!‘l'lt~ld

box , etc. and by moving 야Ie oontrol and machine r∞m and ventilation fans to each

reasonable position. - 3 -



The knowledge and experiences obtained during the installations will be very

helpful for 단1e operation 학ld maintenance of 상'le facilities in the future. The

facilities wi끄 be utilized for the various researches and application fields such as

polymer , fα쳐 and agricult파‘e ， biol~π， equipment qualification ,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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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序 論

우리 뻐究所에는 放射線 利用if究룰 수행 또논 지윈하기 위한 3개의 放射훌照射施짧을

보유하고 있다. 低륙g位(Co-6이 갑마선照射施짧(이하 低뼈位뾰짧)은 1973년 영국 뼈뼈A

(United Kingdom Atomic Ene여y Authority) 로부터 10 ,050 Ci( 1973년 4월 12일 기흔)를 도입

하여 서올 빼團鳳子力흙究所에 반 매립식 照射拖훌훌로 건셜하었다. 이 細짧은 파노라떠 照射

장치로서 소량의 실험용 시료를 放射線照射하는 떼 추로 사용되었다.

홈뼈位감마선照射拖앓 맞 톨子線加훌훌훌훌는 의료제품의 放射훌훌훌， 합판 동의 표면도장처

리， 성유류의 굶質改홈， 기타 각종 중합를 개발 툴 광법위한 분야에서의 放射훌훌휠j用技術융

개발하고 공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단위 放射線;boI짧理 示훌훌뾰짧로서 1969년부터 건립

이 추진되어 1973년 5월에 이 사입의 최종계획서에 때DP ， 파EA 맺 우리 정힘가 서명훌 함으

로써 결실을 보아 1974년 11 월 1일에 건성이 시작되었다. 高훨位(Co-60) 갑마선照射趣훨

{이하 홈훌훌位뼈짧)과 Co-60 線훌은 카나다 뾰다‘로부터 약 23만볼때 도입되었으며 톨子線加

運器는 미국 High Voltage Engineer뇨앵 Corpα'ation으로부터 약 11만블에 도입되었다. 엽

약에 의한 때DP의 t훨題의 구입 및 題置자홉 약 48만불과 정부지윈급인 건물건설비 내자 약

3억월에 의해 건설이 추진되어 1975년 9월에 출공되었다.

電子線加運器拖앓은 표면도장 경화처리， 폴리에틸렌 및 섬유 동의 개젤 툴 훌H究用 시료를

照射하는 더i 추로 사용되었으며 홉핵g位h훨짧은 의료제폼의 放射線훌훌훌示뼈훌훌올 위해 추로

가동되었다. 10여년간의 시범사업결과 放射線홉훌훌 이용업처|수는 물론 훌훌品目 맞 물량

이 계속 종대되어 성공칙인 放射짧홉홉技術의 국산화률 이룩하었다. 이러한 홉홉技術의 저

변확대롤 기반E로 1987년 민간 放射線훌훌홈業홈가 탄생함에 따라 홉究所는 정부 방짐에 의

해 시뱀사업올 종단하고 이 放射線照射抽훌훌들을 훌ff~훌훌훌用으로 사용하도확 하었다.

서롤의 헌자력빠究所 부지가 한전에 매각됨에 따라 放射線照射拖앓도 대전 툴소로 이전

짧置하게 되었다. 정부예산으로 1988-1989년에 셜계비와 건설비 12억윈이 책정됨에 따라

대전 본소에 부지롤 선정하는 툴 건성이 추진되었고， 서융의 기촌뾰짧툴운 1990년 흥반 우

리 홉究所와 한전연수원과의 건물(大單位照射據) 임대료 교섭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목척으

로 가동이 중단되었다. 신축건물은 부지선정， 건물큐모 변경에 따론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내전구조 도입문제 동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건설이 지언되어 1992년 10월에야 혼공되어

1993년 1월 현재 배정된 흙究훌의 입추가 거의 완료되었다.

본 과제는 신축건물의 건설일정에 빚추어 각 拖짧틀을 안전하케 이전 짧置하고， 이전 훌훌

置후에도 放射훌훌홉훌 기눔율 유지하면서 기능성고분자재료 개발， 윈전얀전성기기 검종업무

(EQ) , 공해처리 기솔개발， 食品照射 잊 遺홉育種웰究 툴 각종 홉究메 이 推훌훌툴이 효과적이

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放射線照射工程융 a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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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훌훌位照射i훨훌훌의 Co-용O 線훌(’72 ， 800 Ci , ’ 92.12.31. 헌재)은 ’ 91년 9월 18일 카나다

Nordion사 기슐진에 외해 해체되어 서올에서 대전으로 운송되어 신혹 저장수조에 저장됨에

따라 照射提짧의 해체가 시작되었고 ’ 91년 12월에는 모든 照射裝置 및 추번裝備가 때전으로

이전 보관되었다. 이 때논 신혹 放射線魔用뻐究據 홉혹훨位照射뾰짧의 건축공사가 계숙종인

관계로 照射施짧의 훌훌置공사가 블가농하었다. 照射室 추번의 건설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됨에 따라 抽題짧置工훌가 시작되었므나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된 관계로 작업어l 여러가

지 어려용이 있었다. 룩톨| 서율에서 해처|한 각충 장치툴홈 건설현장에 장기간 보관하었다

가 추번정리도 되기 진어| 뿔置工훌를 하케 됨에 따큰 학업상의 어려율이 컸다. 훌훌置 후 施

題이 윈래의 기농은 물론 더육 폭넓은 기늄융 발휘할 수 있도록 노후혐폼 맺 구영화장치의

교처I， 각종 裝備의 합리적인 배치 등 가농한 모든 노력을 기올였다.

1. 짧置計훌때 수립

가. 照射裝置 훌훌置홈:tl때

t훨용훨빼%要 및 각 부분의 성늄， 역활， 연결성 동울 고려하여 시용사 측과 합의한 후 裝備짧

置 순서 풍의 계획 및 일정올 수립하였다(표 1).

나. 노후부품 확보

이 照射提짧은 1975년에 짧置된 施짧이라 노후되어 재사용이 불가농한 부홈 맺 裝備와 구

형화 되었거나 타 훌훌備와의 효완성이 부혹한 부품 툴올 파악， 이툴율 조기에 구매하여 확보

함으로써 앓置作業 일정에 차질올 추지 않토록 구매계획률 수립하였다. 또 보수하여 재사

용이 가능한 부품 ~ 홍훌備툴올 파악하며 이툴에 대한 보수작업올 題置일정에 밟게 실시하었

다.

표 2어|서 보는 바와 강이 기계적인 교체뿌홈으로 cylinder seal C-930 22 kits 동 피스롤

에 사용되는 packing 종류 24 kits 맞 carrier trolley head 25 sets , source cable 2'" 툴

22'" 파트에 100여개 부폼， 벨트류 140 m, 기타 뾰짧빼 툴율 신명 또논 신품으로 교체하였

으며 air regulator quick exhaust valve 187". carrier trolley head 88'K(베아링 1767H)

둥 16'" 파트 157개 부품 맞 훌훌備롤 보수， 정비하었다(표 3>'

표 4에서는 전기적인 교처|부폼으로 퍼스톤용 micro SIW 48개 동 SIW류 78 개， 뇨퍼icator

light28 개 둥 28개 부분어I 153 개의 전기부폼 맞 전선 등을 새것으로 교체하였고， 표 5어|서

보는 바와 강이 각종 micro SIW , limit SIW 둥 스위치휴 53개와 relay. time delay 퉁 7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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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기척인 부폼율 보수 정비하여 施짧에 再짧置하었다.

2. 照射裝備 짧置

가. 照射뾰훌훌 作業

예힐射t훨짧 이전짧置눈 상일기공에서 맡아 앓置작업올 친행하였으며 source pass ∞，nveyor

와 load!띠lload station , conveyor system 용 세개의 直接t훌훌훌과 운전실， 기계실 및 안전뾰

짧 동으로 구분하여 짧置작업률 진행하었다.

1) Source Pass Conveyor‘

Source pass conveyor논 각 carrier와 피스톨율 적재합 수 있논 구조물융 cell 전정 맞

바탁에 c-잔냉훌 이용하여 고정시켰고， 여기에 carrier톨 6개-8개씩 핵재활 추 있논 8영의

carrier load를 부착하었으며， 바닥에놈 carrier가 서로 엇툴리논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빼

짧로 wire를 일정간격으로 짧置하었다(그립 1). 마지막으로 10개의 피스롤률 題置하었고

각 얼마다 6개 -8개씩 모두 56개의 carrier를 장착하였다(그럼 2). 또 각 피스톨에 압혹공

기를 공급하는 동파이프를 배관하였고 線홈과 관련된 故射線 안전장치계룡의 *훌짧4했 툴 측

safety full cable , safety key SIW , alarm bell 동도 정위 ~I 에 주의하여 훌훌置하였다.

2) LoadlUnload Station

Loadlur나oad station운 천정 고정구조블은 없으나 inlet 맞 。utlet ∞nveyor와 결합이 되

면서 ∞urce pass ∞nveyor와 높이가 서로 찰 맞아야 하E로 정확도가 강조되었다(그림 1).

특히 E-60(헬리베이터)와 carrier 각 단과의 높이조정에 쭈의를 기했므며， carrier 하단

keel lock와의 높이 조정도 정확히 하였다(그림 3). Load/unload transfer 조립시 carrier

1 얼과 8열이 찰 일 ~I되어야 하므로 이를 cable율 이용하여 조정하었다. 최종척으로 9재의

피스롤올 정위치에 題置하고 이에 따른 air line 배관 및 전선 duct를 짧置하었다.

3) Conveyor System

전처I conveyor system은 3개의 구역 측 hall ∞nveyor， 미로 ∞nveyor 그러고

load/unload station과 연결되는 照射室內部 conveyor 동으로 나누어 훌훌置되었다.

뼈윌射t훨훌훌 외부의 공사가 진행중인 관계로 hall 측의 conveyor 짧置작업은 외부공사가 끝

나는 시점므로 연기시키고 미로측과 照射훌內짧 측의 ∞nveyor를 우선칙으로 짧置하었다.

Load/unload station-올 짧置하기 위해서는 이들 ∞nveyor와는 level 맞홈이 핍수척이기 때

문이다(그림 1). 세부적인 뾰훨로는 5개의 피스론과 이에 연결되논 각종 limit SIW , gear

뼈tor 4개， belt roller box 4개， ItJ/Sw 4콧， sol앙loid box 2곳과 이에 연결되논 각종 air

line 동올 짧置하였다. 또 ∞nveyor belt가 노후되어 모두 새 belt로 쿄체하였므며 이에

소요되는 belt의 길이는 약 140 m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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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실

기계실에는 예몫射t훨짧에 용급할 동력올 생산하는 2대의 compressor와 (각 7마력. 10마력)

압혹공기를 각 뾰앓이 필요로 하논 압력으로 조정하여 공급하는 air r명ulator. 수분올 제

거하는 air filter , 이률 cell 내부 r‘egulator로 공급하는 187H의 solenoid가 있으며 , 소화

용 COZ gas 붐베가 7개 장착된 화채경보 및 진압장치， pool 처장수를 정화하논 수처리장치

롱이 있다.

Compressor 2대논 진용 및 소읍융 감소시키기 위해 방진고무를 사용하었E며 2태를 쿄대

로 사용합 추 있도톰 짧置하었다. air regulator어|논 source hoist로 공급되논 80 psi용

。il filter와 cell 내뿌 각 피스롤으로 공급되논 60 psi용 。il filter , ∞nveyor악 피스롤

과 웰리베이터로 공급되는 40 psi용 。il filter가 있다. 짧置過程에서 37H외 oilfilter를

모두 정비하여 새 。il율 충진하였다. 기흔의 air filter논 너무 노후되어 신홈으로 교체하

었으며 solenoid valve는 누섭검사를 톰해 기능융 점검한 후 기혼 부품올 그냥 사용하였

다. 진화장jtl 의 gas 혐베와 부속장치는 기혼홈올 그대로 사용하었으나 배관운 모두 새것으

로 교환하었다.

수처리 장치의 g빼P는 노후되어 새것E로 교체 짧置하였고 PVC 배판이 운반 망 보관충에

손상되어 누수가 있어 이를 교환코자 하였으나 PVC pipe의 뮤격이 국산과 입 jtl 하지 않아

stainless pipe로 제작하여 부분쿄처|하었다.

이외에도 기계실과 뼈射훌 내부률 연결하는 tr앙lch구의 여분의 공간올 샘납으로 메워 放

射훌훌이 새어나모지 않도록 만전울 기했고， 수처리기 排水管設置， pool cover짧置. pool

guide line 製作앓置， 미로입구 conveyor구 혈망훌훌置， hall fence 짧置， 실염공 3개 훌훌置，

safety chain 고리 및 box 뚜껑짧置 동율 추가로 시공하었다.

5) 기타 照射室 내부

照射室 내부에 air regulator system , hand ∞ntrol box , 화재진화장치 , 뼈l 저장추 보

충 맺 정화장치 등율 짧置하였다. air regulator논 기계일 ∞mpressor에서 공급되는 air

(동력)롤 solenoid률 거쳐 cell 내부로 롤어오며 40개의 air line 0 I 20개의 피스톤므로 연

결되는 分被t훨훌훌로서 air lineOI 북잡하게 연결되는 관계로 각 연결구의 정확한 연결올 요

하였다. 또한 이 廳짧은 각 피스톤에 공급되는 air의 압력율 조절하먼서 cyl뇨퍼er의 방향

율 전펀시키는 抽짧로서 이에 필요한 quick exhaust valve 18개 모두 。il 세적하여 이를질

율 제거하었고 valve숙에 사용되는 C-511 cup seal도 모두 신품므로 교체하었다. hal퍼

control은 기존 사용중인 裝備가 비효률적이라 새로운 system율 설계 제작하여 정확한 우I jtl

에 부착하었므며 이에 관한 상세한 셜명은 자동제어짧置에서 다루었다. 화재진화장 jtl 와

pool 저장수 정화장치는 trench롤 륭하여 기계실에서 cell 내부로 배관하였으며 pool 처장

수용 배관은 녹방지률 위해 모두 stainless steel로 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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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어계룡 훨置

가. Control Panel

Control panel은 照射施짧의 심장부로서 모든 照射行程 및 放射緣훌視 monitor , 안전장

~I의 상태， 照射時間율 정하는 timer 밀 線훌의 위치 등올 각종 치시등으로 표시해 주는 표

시기눔과 照射趣짧율 운전할 수 있는 운전기농을 가진 중요한 장치이다. 뒷면은 여러 얼

비틀의 작동 행정을 제어하논 relay 맺 각종 timer 툴이 앓置되어 있다. 이 裝뼈는 기존상

태를 그대로 이전 題置하였으나 노후화된 indicator light 28개 및 relay 6개， timer 1 개

동율 쿄체하였으며 master timer , over dose timer , time delay 툴온 보수하여 앓置하었다.

나. 照射뾰훌훌 내부 배선 및 각종 SIW

Iii射施짧 내부의 각 피스돈과 안전계통， .훌훌位置表示훌훌置， hand cαltrol 등으로 연결되

는 배선올 가실하었므며 이 과정에서 노후된 II스론의 micro SIW 48 개， limit SIW 3개，

cormector 127H 용 93개를 새것으로 교체하었다. 또 micro SIW leit 33개， limit SIW 6개

륭 62개는 보수하여 짧置하었다. 또 放射線 피혹므로 업화된 전선의 쿄체를 윈활하케 하기

위해 기흔 2개의 단자함에 덧붙여 종간연결단자를 새로 제작하여 미로에 짧置하였으며 照射

室내부 전선률은 모두 보효용 pipe 어| 내장시킴으로써 파손율 방지하였다.

다· Hand Control

기혼 裝備는 휴대용으로 제작되어 연결 jack의 접촉상태 를량으로 사용상 에러가 많이 발

생되었다. 新훌훌施짧에서는 照射室內部에 고정 부착식으로 제학 훌훌置하여 이러한 단점을 改

홈하였다. 성능 및 용도는 변함없으나 裝備全뼈를 새로운 system 므로 설계 제작하여 사용

중 에러방지에 만전올 기하였으며 또 167H의 bottom SIW 대신 micro SIW를 사용하여 뿌품

교판도 용이하케 하였다.

라· Conveyor System

미로 ∞nveyor의 2개의 motor가 放射훌 피폭에 의해 흔상되어 누전위험이 있읍올 발견하

였다. 이 모터툴율 용작실에 의뢰하여 피폭된 전선올 제거하고 새 전선므로 쿄체하여 짧置

하였으며 뼈끄 outlet conveyor의 time delay SIW를 보수하여 짧置하였다. hall inlet

∞nveyor의 magnet SIW에 과부화로 인한 소움이 있어 이를 새것으로 교체하였으며 4개

motor의 개벌작동올 위해 운전실에 각각의 magnet SIW를 짧置하여 전력낭비룰 훌였다.

마· Monitor 및 線훌뒀훌훌動裝置

DL-2 monitor 가 노후되어 외부 습기에 오동학이 심해 이롤 새로운 보드로 교체하였고，

cell monitor는 기존위~I 에서는 放射훌에 의한 GM tube의 손상이 심해 미로쪽으로 위치를

옳겨 훌훌置하었으며 시그날 선은 모두 새로운 cable로 배선하여 외부에서의 시그날 오차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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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었다. safety key SI쩌는 노후되있므나 대용품을 구하지 봇해 (main key가 빚치 않읍) 보

수하여 사용하었고 safety bell도 노후되었으나 강은 형의 be끄올 구하지 못해 buzzer로

쿄체 設置하었다.

바. 환기장치

fan motor눈 노후회로 인한 성능저하와 심한 소읍발생으로 새로운 제품률 구입하여 題置

하었고 타 흙究훌 및 심힘씹의 업무에 지장올 추지 않기 위해 照射室 욱상으로 이전 짧置

하었으며 air flow SIW도 째로 교체하였다. 환기장치 ONIOFF S/쩌논 뾰훨 가톨 일체화를 위

해 기계싫로부터 ∞ntrol panel로 훌겨 짧置하였고 fan motor가 육상으로 이전 짧置됨으로

인한 과뿌하 동의 사고를 감지하기가 어려워 자동차단장치 맺 전자개폐기 툴올 맹nel 루l 혹

relay 단자엎에 새로 짧置하여 유사시 자동제어 되도록 하었다.

샤. 화재경보 맺 따 消火裝備

기존拖훌훌에서는 화재경보 맺 CCh 뼈火裝蘭가 1개 line므로 연결되어 외부겸비실 등에 전달

되는 신효체제가 없었다. 신혹拖짧은 전자식감용장치를 벌도로 앓置하여 화재시 경비실로

신효가 전달되케 하었으며 친화는 가종의 α싸 消火裝備로 수행되게 하였다.

4. 照射提짧 시운전

홈혹훌&照射$훌훌훌 짧置作훌이 b훨짧裝#훌 훌앞置와 제어계통 짧置로 양분되어 시공되었기 때문

에 施題裝備가 완전히 훌훌置된 후 자동제머 裝備를 짧置하면서 부분잭으로 시운전을 실시하

었다.

가. 1차 시운전 (H학ld Control 작동)

우선적므로 각 裝備툴 개벌찍으로 동작시킬 수 있는 뻐nd control 껴|롱뿌터 題置한 후 1

차 시운전을 실시하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결합 맺 문제점율 빼題텀에서 보완하여 모든

계통의 작동에 이상이 없도록 하였다. 1차 시운전시에는 각 cylinder의 동칙상태 carrier

간의 엇블림상태， 각 피스톤， air regulator 맺 동파이프의 압력누설，.:::I.라고 각 SIW툴의

정상 동작여부 동올 집중칙으로 點짧하였다. 륙히 source pass ∞nveyor와 load/unload

station의 level의 점검도 정띨히 활施하였다. 그 결과 동파이프 7곳의 누설보수， load/

unload transfer와 피스톤 1열의 間隔調整， 1I 1스톤 No.7의 micro SIW 파손 등올 보수하였고

엘리베이터의 간격 둥올 조정하였다.

나. 2차 시운전 (Maintenance 작동)

1차 시운전은 照射裝置 각각의 개벌동작만올 점검하는 것으로 裝簡間의 연결성 및 전처|적

인 행정올 점깅할 수 없다. 1차 시운전 결과에 의한 施짧補完이 완료된 후 자동제머팀에서

maintenance 계통을 짧置하여 2차 서운전율 실시하였다. Maintenance눈 繼源과는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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照射廳짧 행정이 처음부터 반북 운행하는 장치로 장치간의 연결성 밀 효환성을 점검할 수

있다. 이 때 발견펀 문제점은 거의가 자동제어 계통의 문제로서 각 계룡의 시그날 결함，

오동작， 단선 등으로 control panel의 relay 단자와 cell 내부 각 裝備틀간의 배선상의 찰

못에 완인이 있읍을 발견하고 이를 모두 교정하었다.

다. 3차 시운전 (Machine ON)

효|종적인 점검므로 線훌이 放射線 照射位置에 있는 상태에서 拖훌훌훌b作 상태를 점검하었

다. 照射施짧의 뺑정은 2차 시운전과 톰일하나 훌훌의 융직임에 의한 뺑정의 연결 맺 정지

등올 정 검할 수 있으며 또 IOOnitor system , safety key , safety bell , safety pull cable ,

maze d∞r‘ SIW , safety chain동 각종 안전계룡(그림 4)과 훌훌間의 연결동짝을 점검하였고，

source mist의 상태， source cable 상태， source guide cable 상태， source rack과

carrier 간의 간걱 동도 放射線安全뺨理 흑면에서 충괄 점검하였다.

5. 線홉裝흩

홉확혈&1'뀔射抽짧의 移I훌흥훌置 후 3차에 결진 시운전 결과 정상척인 照射훌훌홍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만명되었기에 ’ 91년 9월 저장수조어l 저장중인 Co-60 線훌(76 ， 000 Ci ’ 92년 9월 현

재)률 E題置된 source rackOff 장전하게 되었다. Source 장전작업은 ’91년 훌훌解훌훌 이전

시 기 계약된 카나다의 Nordion 기슐진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i훌훨흉裝생I 전 Nordion 어|서 제시

한 check list에 의한 점검올 실시하었고 Nordion 기슐진이 *훌훌훌장전에 필요한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한 후 장전올 시작하였다.

가. 사전점검

훌훌훌裝헬 전의 뾰짧點홉은 Nordion 기슐진에 의해 싫시되었므며 추로 훌훌과 관련된 拖

짧물인 SOUl‘ce rack과 carrier 사이의 간격확인， source rack 상태점검 맺 각 피스몬 작톨

점검 , monitor 작동실힘 , source hoist 위치 , source cable 상태 , guide cable 상태 툴 추

로 *훌훌裝옐 후의 放射線홉I故 예방 및 안전장치의 기농확인에 역점을 두었다(표 6-1 , 6-2).

점검결과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source guide cable 고정용 와샤 짧置方홉이었다.

이 와샤툴은 뎌ble엌 장력조절용으로 Nordion어|서 알려온 基뼈앓置 방법에 따라 윈래 길이

의 70"로 압축시켜 양 guide cable의 장력몰 조절하였다. 또 source guide cable 1 개가 약

간 휘어져 있어 이롤 새 cable로 쿄체하였다. 또 source cable과 guide cable 간의 간격

이 설계치와 60 빼 정도 오차가 있어 재조정 作業율 를뾰하였다. 그러나 작업종 cableOI 손

상되어 새 것으로 교체하였다. Source의 위치롤 照射抽짧 바다에서 193 em로 재조정

(source cable 쿄체)하었고 source hoist cable의 슨상율 곡소화하기 위해 source hoist의

위치룰 정확히 고정시켰다. 이 작업은 모투 Nordion 기슐진과 우리설윈 맺 시공업처| 합동

으로 실시되었다(그림 5). - 16 -



나. 線홉裝훨

카나다 Nordion 기슐전에 의해 저장조 내에서 긴 막대롤 이용하여 進行되었으며 source

봉 41 깨률 저장용 납용기에서 꺼낸 후 각 source봉의 고유번호를 확인하여 4개의 sour‘ce

rack에 해채전의 配列대로 裝껴톨하었다 (그림 6).

다. 훌훌裝뿔 후 施짧團i톨 Survey

Nordion 기슐진 및 우리 뻐究陽 보건물리실에서 추번 放射훌 누홉상활융 정멀 점검하었으

며 CJ. 림 7) 이에 따른 문제점을 시공사인 (추)한양에 룡보하여 보완 조치하였다. 문제점으

로는 照射뾰훌훌 훌훌備 투입구때서의 放射훌훌를이 0.8 뼈Ih로 기흔치 0.4 뼈Ih 보다 높았다. 裝

#홉훌入口률 재시공하여 0.4 뼈까I 이하가 됨을 확인하였고 conveyor 입구쪽 절망 未짧置로

放射훌 安全훌故의 우려가 있어 이를 역시 (추)한양에 요구하여 긴급 제작 앓置하였다. 또

한 線풀통합훌홉水의 전도도가 기흔치보다 높아 수처리 장치의 보수가동올 지적받았므나 수처리

기 보수의 어려융(施짧짧置 수처리기항 참조)이 있어 pool 물올 모두 종류수로 교체하여 수

필율 향상시켰다.

6. 기타 未備點

상기 각 항에 기슐한 내용으로 高핵훨位照射b훨홉훌의 훌훌빼를훌置는 훌훌훌裝뿔을 함으로써 모두

완료되어 윈자력얀전기슐헌의 提훨便用許可만 나오면 정상적인 빠했 맺 照射業옳 수행이 가

농하다. 미비점으로는 수처리장치의 보수가 어려워 기흔장치의 보수와 병행하여 새로운

system으로의 대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노후되어 교처|할 필요가 있는 부풀충 구매나

제작이 어려운 맺가지 부폼의 처리문제가 남아 있다. 흑 conveyor roller 200여개논 녹슐

어 외관상， 기늄상 문제가 있므나 저|작 또는 구매가 어려운 형떤이었고 각 피스론에 사용되

는 특수스프링류. PVC 링류 등의 예비부폼 확보의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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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률g位照射$훌훌훌이 1988년 민간 故射훌훌훌홉業體인 그린피아의 훌헌으로 의료용품 률의 放

射훌훌훌홉훌業이 충단되었고， 이에 따라 타용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로 인한 照射拖

題의 system율 放射線훌훌훌 專用細짧에서 흙究用 겸용으로의 工種改홈이 불가피하여 다목적

照射抽짧로서의 기농율 추가 하고자 하였다. 또한 照射施훌훌의 각 裝備툴충 사용상의 어려

용이나 노후 및 구형화로 싱용성이 없논 것툴옳 교처L 우I~I 이동， 보완 풍율 싱시하여 효올

척인 ，.射훌훌%를 수행하기 위한 工程改홈을 시도하었다.

1. 륨究用홉料 照射훌 및 일힘공 짧置

가. 빠究用홈料 照射훌 제학

월전용 고무시펀， 전선피복재， 耐放射훌훌性 페인트 둥과 타 훌H究室， 학교， 산업체의 빠究

用시료를 고선량 照射하기 위하여 예몫射施設 내부의 carrier 일부률 제거하고 그 자리에

시료를 照射할 추 있는 照射훌롤 설계， 공작실에 의뢰 제작하었다 (그립 8 ), 이 照射훌는

필요시 탈착이 가능하며 線홈 상하운동시 안전사고 방지률 방지활 수 있도록 셜계 제작되었

다(그림 9).

나‘ 실험공 짧置

放射線照射와 동시에 온도， 압력 풍 분위기률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논 시료·의 照射와 각

종 정밀기기， 輔聊裝備를 이용하여 放射훌훌照射와 함께 어떤 싫힘올 동시에 하여야 할 경우

를 획해， 씹힘훌율 3개 훌훌置하었다. 정밀전자기기룹 照射室 내에 題置하논 대신 외뿌에 앓

置하고 실험공을 통해 시료툴 다룸으로써 ~射銀에 의한 전기， 전자부폼 및 재질 등의 손상

율 방지할 추 았으며， 放射線照射하면서 시료를 통한 각종 싫협도 가눔토록 하었다.

2. 화채경보기 및 따 消火裝蘭 改훌

흩f存t훌훌훨에서논 화재경보가 외부 겸비싱 등으로의 전달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문제점이 있

었다. 신셜 照射細훌훌에는 기흔 기계식 裝備에다 전자식 화재감웅기률 추가 짧置하여 유사

시 경비싫로의 경보전달올 가늄케 하였다. 그러나 소화장치의 학동은 기흔의 기계척 화재겁

지 장치에 의해 작동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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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기장치 I웰改善

가. 환기장차 System올 Main Panel로 일체화

~存施훨에서는 판기장치의 조작기늄이 운전일과 기계실로 이윈화되어 있어 가동시 照射

拖짧과의 연결성에 문제가 있었다. 흥한훌흩施훌훌에는 판기장치의 조작장치률 main panel 에 題

置하였으며 자동차단기， 전자개펴|기 등의 안전장치률 햄nel에 추가 짧置하여 옥상에 짧置

된 fan motor의 과부하방지， 이상유무 확인 동율 용이하게 할 수 있도혹 改善하였다.

나. Fan Motor 이전 환기구 題置

기존의 t힘훨에서논 fan motor가 실내에 훨置되어， 심한 소읍과 진동이 鼎究 및 실험실에

막심한 피해률 주었다. 새 提짧에서는 이롤 옥상으로 이전 設置하여 타 맑究실 및 설힘실

어l 미치는 소읍공해률 최소화 할 수 있게 하였다. ~ 환기구에서 배흩되는 。zone으로 인한

추번 흉R究室의 피해률 률이기 위해 환기 duct의 배훌구률 5충 륙상위에 짧置하였다.

4. Main Panel 위치 改善

Ma뇨1 panel어| 부착되어 있는 relay panel 맺 각종 timer , fuze , transformer 동의 정밀부

품롤이 기계설에 노훌되어 있어서 습기， oil , 진동 륨외 영향E로 고장 발생이 잦았다. 이

률 운전실로 이전 짧置하여 기계실내 용훌置로 인한 각종 피해활 완벽하게 차단하었다.

5. 照射施짧 미로내 중간단자 앓置

照射t훨짧 내부에 가셜된 각종 放射線安全裝置 및 시그날 전선률은 장기간의 放射훌훌 피폭

으로 그 피북재가 열화되어 종국에는 교처|가 불기피하다. 기계실과 照射빼짧 내부사이의

tr앙lch가 설납으로 봉해져 있어 실질적으로 교처|가 매우 어렵다. 이의 교처|률 용이하케 하

기 위해 미로 trench 입구에 충간단자률 체작 부착하여 照射趣設 내부의 피폭된 전선 등올

업케 교체할 수 있게 改善하였다.

6. Hand Control 改善

기촌의 장치는 휴대용으로 照射室 내부에 짧置된 hand control 용 단자에 언결하여 사용

하였으나 단자와의 연결이 용이치 않아 오동작 및 미동작이 많아 어려몸이 많았다. 이률

휴대식에서 고정식으로 설계 저!작하여 照射施훌훌 內部에 固定 앓置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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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훌훌훌훌뺨훌훌 차펴|수 水質改善

훌툴 i훨훌훌에서는 線훌 저장조에 일반 수도물울 차펴|수로 사용했다. 이 경우 기출치인 전

도도 10 micr。 마los/em 이하의 전도도 유지가 어려워 일반수도블보다 전도도가 낮은 탑이온

수가 공급되게 배관하며 기츰치 이하외 전도도률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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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젤 觀빼DO훌짧 짧뽑

서울사무소에 짧置되어 있던 電子線mJJ훌器를 전년도에 해처|하여 대전 본소에 신혹충인 放

射線睡用빠究據으로 이전하었다. 금년도에는 放射線睡用흙究揮의 電子훌훌1m훌훌훌室이 완공됨

에 電子線110훌훌훌 앓置作業훌 본소 관련 흙究진 밀 훌훌園훌力技術훌훌式슐얻t 기슐진의 협력률

얻어 수행하었다. 電子線1Jo1훌훌훌 훌g置 경험융 통해서 앞으로 加連뚫 고장시에 늄톨칙으로

보수할 수 있는 늄력율 배양시킬 추 있었으며 1m)훌훌훌 훌홈에도 큰 도융이 될 것으로 생각된

다.

서올사무소에서 옮겨온 ..子線11e훌훌훌는 미국에서 툴여온 처 20년 가까이 되논 노후기계라

題置作業을 하면서 많은 부품율 쿄체하고 보수작입을 병행하었다. Ion pump power supply

의 diode , capacitor 륨을 교체하고 보수하었으며 가속관과 번압기의 압력탱크의 가스누훌

되는 콧， 가속관의 heat excha쩌er의 냉각관， ion pump , cable oil transfer 혀Ilk， ion

pump 가동전 사용하는 mechanical pump , interlock system 동을 보수하었다.

電子훌1J[]連器의 용훌置논 11D훌훌훌의 해체순서에 따라 번압기， 가속관， 고압 cable , control

panel 및 ion pump 흔으로 題置作業율 수행하였다.

1. 번압기

Insulating Core Transformer(ICT)로 윈룡명 압력탱크， gas c∞ling assembly , 자기회로，

고전압 col뼈n ， 고전압 terminal spinning , 고전압 resistor slo-syn drive assembly , 고전

압연결부 툴므로 구성되어 있다. g훌置作業은 다읍과 강은 과정융 거쳐서 실시하였다.

가. 전윈공급 부홉， input 전윈 및 냉각수공급 연결관이 포함된 base plate 題置

나· Deck 앓置

1) 아랫홍의 철심과 방향이 찰 맞도록 deck롤 올려 놀는다.

2) 각 혈심이 완전히 ~行이 되도록 조심스럽게 짧置한다.

3) 낮은 deck로부터 윗쪽 deck로 wire톨 연결한다.

4) Ohm 뾰ter를 사용해서 2차 ∞il 륭 각 짧品률올 點홉한다.

5) 블순블올 닦아내고 다읍 deck롤 올려놓기 전에 點檢한다.

다. 필라멘트 deck의 2개의 철심에 guide pin올 揮入한다.

라· Mylar sheet를 짧置한다.

마. 밀라멘트 deck위의 guide pin과 위치가 맞도록 윗쪽의 ret따nr뇨19올 내려 놓는다.

바· Terminal spinning올 짧置한다.

사· Terminal plate롤 훌훌置하고 필라맨트 ∞il에 jack롤 연결한 후 회로도에 따라 점검

한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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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Guide pin올 사용하여 압력용기롤 크례인으로 롤어서 조심스럽게 짧置한다.

자· Guide pin율 사용하여 slo-syn drive unit률 짧置한다.

차· Twist lock ph핑률 연결한다.

카. 고압 cable율 題置한다.

타· A-Vac-496 pump를 사용하여 탱크를 진공으로 한후 질소롤 채우는 질소 flushing학입

올 5회 이상 실시한 후 SF6 가스로 탱크를 40 psi 훌力까지 채운다.

2. 가속관

윈룡형 압력탱크， 고압연결부， 가속 column , electron beam scanner 톨므로 구성되어 있

다.

가. 가속관 상부의 고리에 sling율 부착함.

나· sling올 hoist어| 매달고 서서히 앓置뿔所에 고정시킴.

다. 가속관 상부에 고압 cable 앓置한다.

라. 번압기에서와 같은 방법므로 질소 flushing율 한 후 90 psi 압력까지 SF, 가스로 충

전한다.

3. 고압 Cable

고압 전윈인 변압기와 가속관을 연결해 주는 cable 이며 。il로 절연되어 있다. 중심에 고

압전도체가 있으며 filament에 전윈올 용급하논 전선올 포함하고 있다. Cable올 해처l할 때

변압기 및 가속관 양쪽 모두 bu화ling과 함께 鷹뻐하었다. Cable율 수칙으로 툴어올려서 변

압기 윗부분에 삽입한 다읍 ∞ne flange 나사를 채웠으며 가숙관쭉의 bu밟ling도 톡감은 방

법으로 題置하였다. A-TD-l38 cable oil transfer t뻐k(그림 10)를 사용하여 cable어| 틀어

있는 oil율 약 2 21 터 입어낸 후 새로운 。il(Phelps Dodge #10 ∞mpo\.md) 로 20 psi 압력까

지 채웠다.

4. Control Panel

Control panel어l 포합된 추g 부품률은 다융과 갑다.

가· Operators control 맺 indicator

나· Pre-set와 service ∞Introl

다· Control transformer

라· Contactor

마· Variable transformer

바· Power factor capacitor

사· Current unbalance relay

마· Static logic ∞ntrol unit



자· Stabilizer control unit

차· Scanner ∞ntrol unit

카· Interconnection 면nel

타· Heat ex야langer

Control panel의 회로도에 따라 각각의 部品들옳 언결하였다. Heat exchar엠er의 냉각수

관이 파열된 것훌 분리시킨 후 외부에 의뢰하여 수리하었다.

5. Ion Pump

진공 기솔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올 거듭하여 얻은 가장 중요한 산물충의 하나가 ion pu빼

이다. 이는 비쿄척 빠른 p~ing 속도와 10-10 torr 까지 고진공율 얻융 수 있다.

電子훌:bo連器에서 이용되고 있는 triode ion pump논 하나의 cellular sta뇨lless steel

anode , 두개의 titanium sputter cathode와 두개의 collector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1}.

cathode논 anode와 collector어| 대해서 陰훌훌에서 가톨된다.

Cathode나 cosmic ray에 의해 생성될 전자논 anode로 몰려가눈 용안에 높온 자계에 의해

서 가속된다. 암의의 가스분자논 가속될 전자와 충툴하여 이온화된다. 양이은운 cathode

나 ∞!lector 표면의 sputter titani때률 향해서 가속된다. Ca앙뼈e논 。lpen structur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롤 이온이 톰과된다. 이들 이윤흔 ∞llector의 고압에 의해 글질되

어 cathode와 라lode 표면의 매utter material로 되툴아 온다. cathode와 충률되어 많은 양

의 sputtered titaniumol 만툴어지면 이것이 가스분자와 화학쩍인 ∞mbination때 의해 효

과적으로 홈률뿔이 얻어진다.

가. 가동전 뼈備作業

Ion pump의 장징종의 하나가 薰훌훌훌이 큰 有홉物質율 사용하지 않논다는 점이다. Ion

pUIψ 작용률 위해서 어떤 종류의 fluid도 필요하지 않다. Flange 사이에 옳톰 seal율 사용

하기 때문에 유기물질의 gasket와 seal 그리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실온보다 놓은 온도에서

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온펌프가 가동되려먼 10-20 micron (0.01-0.01 torr)으로 압력올

낮추어야 한다. 이러한 률空度롤 얻으려면 diffusion pump를 사용합 수도 있으나 여러 부

위툴 연결하기 위하여 고무룰스 톰 많은 有機빼質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연결부위를 급

숙관만 사용한 mechanical pump롤 사용하었다. 실제로 diffusion pump를 사용하였을 때보

다 빠른 시간안에 더 총은 ljl~度률 얻올 수 있었다.

나. 0홈ration

이온펌프는 power supply에서 5 kV라는 고압이 공급되어 가동되므로 ground 퉁 안전을 위

한 만반의 흔비를 한 후 다읍과 감윤 슨서로 가동하였다.

1) pump와 system 사이의 trap에 액처l질소를 채우고 힘mp률 가동시키면서 valve롤

연다. - 23 -



2) 오랫동안 대기압에 옳버되었으므로 300-350
D

C로 이온펌프롤 벼K뇨19 하면서 진공

pump률 가동시 킨 다.

3) 250DC 이하로 이온펌프롤 짧빼시킨 후 펌프의 세라멕 terminal 속으로 이온펌프

power supply에서 나온 고압 lead선의 plug를 꽂는다.

4) 훌力이 10 -20 micron으로 떨어졌을 때 power supply의 switch를 ON 시켜 몇분

간 이온펌프롤 가동시킨다.

5) power supply의 switch를 OFF 시켜 이온펌프 가동을 중지시키고 mechanical pump

를 가동시킨다.

6) 이온펌프를 가동시킬 때 압력충가가 없율 때까지 4) ， 5) 의 step올 반복한다.

7) 이온펌프 전류가 홈少하여 125 mA까지 전류가 뀔어지면 valve를 닫논다.

위와 강운 작동슴서를 거쳐 얻은 압력이 3 x 10• torrOI 면 정상가동이다. 실저|의 현재

진꽁도논 약 8 x 10뭘 torr (약 380 뻐)로 매무 良好한 편이다.

- 24 -



저14 젤 &難짧빼뼈짧 輔

이 施훨은 遺傳工뿔if究室 ~ 食品照射훌R究室 동에서 계속 사용하기를 윈해 전년도에 이

전하지 봇하고， b톰훌웰뺨理樓올 遺홉工훌빠究室로 임시 ￥|탁하여 가동해 오다가 급년 11월 양

실의 본소 이전에 즈읍하여 趣훨올 해체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의 입회하메 모터， 훌훌뾰

置훌示器 훌 훌훌훌훌훌b裝置와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훌훌홍 격납용기 상부의 없1I'ce guide

pipe를 분리하었다. Co-60 훌훌 캡슐이 線홈홍짧의 plug 하단에 부학되어 있고， 이 plug가

source guide pipe 볼리 후에는 이탈될 수 있다. 이로부터 발생되눈 放射線훌故를 방치하

기 위해 plug의 윗부분 빈 공간에 칙경 78 JIUD , 놈이 65mm의 스탠래스룡훌 훌作하여 揮入하

고 그 휘에 두꺼18 DUD의 스텐리|스 만므로 뚜껑륨 제작하여 6개의 나사로 고정하도확 하였

다.

새 提짧에논 모타로 학용될 내부의 전용문을 짧置하었고， 오|부에서 훌훌홉의 상태를 육얀므

로 파악할 추 있논 납유리장율 훌훌置하었다. .훌훌훌훌훌b裝置 및 안전계톰훌 공학실에 의로|하

며 제작해 두었다.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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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子力發電所로부터 放射性빼質의 뼈버防止， 작업자의 安全性， 鳳電의 信賴性 동을 부여

하기 위해서는 鳳電 安全性 關聯樓器가 최악의 훌故 흑 치진， 냉각채손실훌故(LOCA) . 온도，

化훌빼質 맺 故射훌훌 동의 모문 覆境下에서도 정상척므로 작톨되어야 하며 또한 효훌훌되어야

만 한다. 훌훌훌훌t훌훌훌의 요구는 1979닌 발생한 째I 훌故이래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으며 안

전보흘 樓念이 확산되고 있다. 이톨 위해서논 安全性 뼈聯樓器에 미월 수 있논 모든 짧境

條件에서 뺨價하는 훌홉器檢훌훌(학uipment Qualification)을 실시하여 機器훌훌홈十 맺 훨作시 이

를 반영함으로써 鳳룰에 대한 安全흩 밀 f홈賴性올 향상시켜야만 한다(1-14) .

현재 묵내논 가동종인 971의 鳳I톨고} 건 설중인 2기률 포함하여 2006년까지 1871의 鳳훌미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나 가동중인 庫f홍의 노후화 樓훌훌교체와 건설중인 신뮤 原훌의 부홈 맺

홉훌훌개밥에 필수칙인 홉器檢훌훌技術 맺 施題이 없어 대부분 추입하거나 외국에 의뢰하여 •

置을 받고 있논 실정에 이르고 있다. 특히， 영광 3 ， 4호기 묵산화 추진過程에서 홉훌훌훌置

대책의 추립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볼 報告홈에서는 홉혹홈&1J없훌훌의 활용과 훌훌器t훌훌훌 技術 맺 拖짧율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빼團鳳子力휩驗흙究所(민칸기관) 협력하에 홉器複훌훌홉關인 미국 Wyle 연구소에서

業務수행한 樓器짧置의 擔念 및 추진방법과 홉器짧훌훌 관련법뮤 및 技術水뼈률 요약하여 제

시하였다.

1. 홉훌훌檢置의 정의

홉器檢훌훌(EO : Equipment Qualification) 이란 안전에 중요한 機器률 선별하고 이툴 顧뚫

어i 미칠 수 있는 覆境條件(고온， 고압， 放射線 뭉)과 지진 동 자연현상에 의한 영향을 홉뿌價

하여， 顧器의 題홈十 맞 製作B훌 이툴 반영함으로써 機器의 설치 수명기간중의 여하한 조건과

영향하에서도 홉器가 손상훨이 없이 제기능이 수행될 수 있읍율 立홈하는 것이다. 다시 말

하면， 홉器檢畵은 각각의 훌훌훌훌에 대한 檢훌훌훌훌빼 (qualified life) 올 立置해 주는 過程이라고

할 수 있다.

홉器t훌훌훌율 하기 위해서는 수염종료 시점의 조건 (end-of-life c。뼈Hion) 과 각종 사용조

건 (service cαIdition) 율 부여하여 機器의 安全性올 立覆시켜야 하며， 수명종료 시점의 조

건올 부여하기 위해서는 인위척 老化(artificial aging) ‘방법이 사용되며， 효|대 老化기간은

발전소 수명기흔(보통 40년)으로 하고， 각종 사용조건으로논 뼈度， 훌力， 放射훌， 化옐훌챙質

~ 진통(지진형 진동 맞 비지진형 진동)어| 관한 조건이 부여된다.

檢置分野는 얼 老化， 가동 老化， 비耐훌훌 진동 老化 및 放射$훌 老化의 4가지 유형으로 구

분되는 覆境分野와 耐農分野 맺 post-seismic(LOCA) 分野가 있으며 , 檢짧方法은 훌t훌월에 의

한 방법， 해석에 의한 방법， 휩훌훌과 해석의 병행에 의한 방법 및 경험에 의한 방법 등의 4
- 26 -



가지로 나놀 수 있다. 檢훌훌훌짧은 추어진 環壞下에서 機뚫의 성능이 보장되는 기간을 의미

하며 발전소. 樓器檢훌훌 9• 훨홉器셜 ~I 의 수명은 각각 40년. 10년 및 9년으로 되고 있다.

2. 홉훌훌홉훌훌 分野

$훌器檢置 分野논 크게 훌境휠훌훌， 耐훌훌혹톨융. LOCA 홉뚫 및 解折分野로 구볼될 수 있으며，

본 절에서는 이툴 각 分野에 대하여 간략히 技術하었다.

가.훌境휩뚫

Class IE 홉器에 대한 전명칙인 휩훌훌過程은 확훌수명이 끝나논 조건에서 훌혹톨융제품에

pre-aging 하는 것， 최악의 耐훌覆境에 노훌하논 것， 가정된 뼈흩훌훌生 이후의 훌훌에서 훨

뼈製品의 성늄을 보장하기 위한 실충 동을 포함한다.

이 훌t톨융은 훌境훌훌와 발전소에 설치된 장치의 위치를 기초로 하여 노후화시키논 것이며，

老化 유명운 얼， 가톨， 非耐톨 진동 맺 放射線으로 인한 老化 동의 4가지로 구를된다.

1) 熱 老化휩뚫

열잭 노후는 홉器(component) 가 밥전소에서 툴훌된 熱훌훌境어l 다년간에 협쳐서 밭논 가동

중 老化췄果를 모의하기 위하여 일반칙으로 실혐실에서 단기간에 휠앓홉훌훌 재질의 화학반용

융율 종가시키논 방법으로 수행왼다.

2) 가동 老化휩훌훌

릴레이(계전기) , 밸브 구톨차(valve actuator) , 스위치 톨과 감이 융칙이는 뿌흠(뼈rt)

으로 이루어친 킹포넌트논 제품 수명기간에 예상되농 가톨수와 툴밀한 기계칙 가톨조진하에

서 老化홉驗올 싫시하여야 한다. 이것운 작톨중에 이러한 제홈에 나타나논 마모와 균얼

(tear) 효과를 모의하기 위한 것이다.

3) 非耐훌 振動 老化휠훌훌

非耐홈 진동 老化는 발전소 컴포넌트가 획전기계류에서 발생하는 것툴과 감은 非耐훌 진

동율 받아서 나타나는 피로효과를 모의하는데 요구된다.

4) 故射線 老化휠짧

윈자력발전소에 사용되논 훨률훌훌中 가혹한 훌境(harsh condition) 또농 은화한 훌훌境(mild

conidition)에서 학동되는 모든 Class IE 전기기기툴은 IEEE-323 技術基뼈에 따라 放射훌조

사를 통한 放射훌 老化휩훌훌이 요구되고 있다. 放射線 老化는 홉器툴의 수영기간 동안에 예

상되는 총 선량 당량의 감마 放射훌올 휠뚫機器메 조사하는 것이다. 이 양은 킬포넌트의

작동수명기간 동안의 정상 선량과 훌|악의 훌故 시나리오(보룡 LOCA) 의 결과로 예상되는 비

정상 선량을 합한 것이다. 격납용기에 설치된 컴포넌트에 대해서 가혹한 훌境홉件인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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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d가 일반척인 효|대 선량이며， 온화한 環境의 機器에 대해서는 10 ,000 rad악 조건이 척용

된다.

나. 耐훌훌t驗

윈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Class IE 급 전기기기는 I많E-314 技術기흔에 따라 耐

톰휩顧이 수행되어야 한다. 耐훌훌훌顧운 윈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安全性 關聯홉훌훌률이

지친 발쟁시에도 고유의 기능율 정상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윈자력발전소의 安全性 및 흠賴性

올 보장할 수 있도록 훌t톨용율 롱 ~H 훨훌훌훌의 구조적 건전성 및 구동성올 立훌훌하는 훨짧이다.

훌t훌훌훌i"훌로는 단축(single-axis) 진동대 및 북혹(multi-axial; biaxial or triaxial) 진

동대가 이용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I뾰E""'짜4어|서 복축 진동대률 이용하여 훌t톨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 Post-seismic (LOCA) 휩驗

미국의 기혼 (I뾰E-323) 어l 따라서， 격납용기안에 있는 모든 機器는 LOCA 어| 의한 격납용기

내의 짧樓올 모의하기 위해서 post-seismic(LOCA) 檢짧훨짧올 수행해야만 한다. 이 런 훌

境은 급격한 온도상승， 오랜기간(30-100일)에 걸친 압력과 온도상승， 흥기와 붕산옆 분부

동의 모의를 포함한다.

라. 해 석

해석 檢置온 정량적인 분석에 기반올 두어 수학젝 모펠에 의해 거동올 해석하논 방법으

로， 훌홉훌훌나 部옮의 형상이 단흩하여 구동성미 해석을 용하여 충분히 立置됩 추 있융 때 사

용된다. 해석방법은 청지계추(static ∞efficient) 분석이나 툴척해석에 기초를 두어 수행

하며， 추학적모탤 형태는 연속모델과 블연속모댐로 나눈다.

3. 樓器檢훌훌 훌行方法

훌훌훌훌t훌훌훌 業務는 機器檢훌훌業務 수행기관， 전력회사， 設計쩔社(AlE) 및 제조업체가 유기적

으로 연결되어 그림 12와 감은 흐륨으로 수행된다. 홈훌器t훌훌훌 프로그램은 전력회사에서 작

성하며 홈홉器製作者는 전력획사에서 제공한 홉器檢置 프로그램툴 만측시킬 수 있도록 홉器檢

置 業務룰 수행한다. 이톨 위해 본 젤에서는 홉器檢置 業務의 흐릅. 홉器檢훌훌 프로그램 수

립의 필요성 맺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기본요건과 機器製作자가 수행하는 機器檢置 수행방

법 및 기본試훌훌 설비률 技術하였다.

가. 機훌훌檢훌훌 프로그램 수립 (전력효|사)

원자력발전소롤 소유한 전력효|사는 모툰 윈자력발전소에 대한 종합 홉器훌훌훌 프로그램과

각 발전소에 해당하는 機훌훌檢훌훌 프로그램올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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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홉器훌훌훌 프로그램은 법뮤상 요건은 아니자만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때 대해서 용륭된

하나의 기본방향올 정립케 합므로써，

o 신뮤 윈자력발전소의 월훌器搬훌훌 프로그램 수립시 이미 立覆된 절차와 방힘율 따룸

으로서 효율성율 :l j 할 수 있다는 점.

。 樓훌훌홉훌훌올 필요로 하는 홉器나 部品 둥이 발전소 간의 효환성율 충가시킨다는

점.

。 대정부의 인.허가 훌務롤 간편하케 하며， 인.허가시 기간단측이 기때될 수 있다

는 점.

。 기자재 훨作者들의 자처| 훌훌훌훌檢훌훌 프로그램 수립시 방항올 제시해 추고 경제성

분석올 가눔하거| 해 주는 등의 이접이 있으며，

機훌훌檢置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 홉훌훌홉훌훌 활훌훌홉훌훌 목확 作成

。 홉훌훌t훌훌훌 條件

。 홉훌훌홉置 方훌

。 홉훌훌홉훌훌 문서의 作~ 및 보관

。 홉짧t훌훌훌 유치 계획

。 홉器훌훌훌 조직의 構成 및 훌훌쩔훌

륭이 있다.

이 충 훌훌훌훌홉置 조건은 지진율 포함하논 내짧獲 조건올 뜻하며， 륙히 機器홈置 문서는 뮤

제기관의 감사시 이용 가능하토록 機器檢짧 관련 서류철에 보관되어 집중 관리되어야 한다.

홉器檢置 유지계획은 빼聯훌훌器를 윈자력발전소 수명기간 동안 홉훌훌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올 뜻한다， 일단 홉器檢짧01 수행되어 발전소에 설치된 機器에 대해서는 檢훌훌狀

願률 유지해야 하며 이논 헌장점검， 계획보수， 부품쿄처\， 機器檢훌훌된 예비폼의 구매 및 홉

器改遭時 機器檢훌훌 管理 동울 통하여 이루어진다.

樓器홉置 프로그램의 수립과 시뺑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業務 행정절차서 (overall

administration procedure) 수립이다. 여기에 포함될 사항종 중요한 것은 檢置사양， 홉器

檢훌計빼 동의 작성과 문서관리 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것툴이다.

t훌훌훌 사양은 짧훌훌하고자 하는 機器를 명확히 정의하고 그 기능， 운전조진， 운전싸이를，

부하， 環境條件， 훌훌훌文홉에 관한 요건 및 樓훌훌훌뼈 풍물 포함해야 한다. 環境條件에는 온

도， 압력， 습도， 放射線， 침수 및 化훌뺑質 률이 포함되며 정상， 비정상 맞 훌故時로 구분

하여 명시한다.

홉器檢覆計뼈(EQ plan)에는 樓器률 梅짧하기 위하여 채택할 방법이 포함되며， 이는 대상

機器의 檢훌훌方홉에 따라 달라진다.

홈짧으로 檢훌훌하는 경우에는 試驗計劃울 수립해야 하며， 이에는 위에서 언급한 檢짧 사양

과 覆境 사양이 포함되며， 이툴 사양에는 수행될 휠짧에 대한 개요， 휩짧節l1{， 훌t훌훌훌훌備，

휩훌훌節~ 선정에 대한 타당성， 휩驗中 부과될 覆境條件 둥이 설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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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으로 檢置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방법， 입력자료 훈비， 해석결과의 척용성 등

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석과 휩훌훌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특히 휩驗으로 얻은

데이타를 이용하는 방법툴에 내용이 계획서에 포함된다.

상기와 강은 機器檢짧 계획은 기자재 공급자에 따라 달라힐 수 있기 때문어L 전력효l 사，

機器훌훌훌 계획은 공인될 수 있는 방법율 제시하고， 공급자의 방법이 이와 다를 경무에는 필

요부분에 대해 방법의 타당성만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문서관리 시스템에는 홉置報告홉의 작성과 홉훌훌t훌훌훌 서류혈의 관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하며，.훌훌훌t톨용올 수행한 결과에는 檢훌훌훌t嚴報告홉(QT’R : Qualification Test Report)

및 보조서류 둥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상과 감이 전력효|사는 칙접 또는 훌훌훌十會함t룹 활용하여 훌훌器홉훌훌 프로그램율 작성할 추

있다. 이에 대용하여 樓器供給홈는 전력회사가 작성한 홉器檢題 프로그램융 토대로 자처|책

으로 휩훌훌훌훌훌훌훌율 추행하거나， 이를 樓짧홉훌훌 전문효|사에게 의뢰합 추 있다.

나. 훌훌훌훌홉置 수행 (홉훌훌供給者 또논 전문효|사)

홉器檢置 수행자논 공급할 홉훌훌의 檢置융 우|하여 사양에 따라 해석， 홈앓 또농 複슐훌t뼈

(해씩과 홈톨홈의 병행) 톨 여러가치 방법충에서 가장 효과쩍인 방법융 선택하케 되며， 기를

검토를 룡한 홉器檢置 계획서를 확성하고 발추자의 슐인율 얻운 후 홉훌훌檢훌훌 수행계획률 수

립한다. 를론 훌훌뼈檢題(Generic Qualification)올 얻고자 하논 경우논 발주자의 슐인이 필

요 ~I 않다.

해석과 複合홉뚫은 홈顧율 거치지 않고 檢置하거나， 훌t톨뼈結果률 이용하여 보완. 해색 및

이의 종합올 롱하여 홉훌훌하는 방법올 말한다. 해석과 홈合훨톨훌을 추행하기 위해서논 번추

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分野의 구체칙이고 특수한 技術能力율 구비하여야 하며， 그충 耐흩

解析 分野는 비교척 共훌훌擔;훌의 정립이 가능한 分野로서 그 해석기법중 특히 유한요소법에

의한 동적해석이 잘 알려져 있다. 이률 위해 개발된 전산 프로그램므로서논 많mAP，

C않TATIC， ANSYS , MODAATIC, NASTRAN , IRSA, STARDYN , INSPLOT , SAPP , MELOTOT, C웹ARC ，

T맴TAPE ， MODSK , 맨CTSUM ， CESHOCK , GT-STROOt , K:lDIF 퉁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훨홉器檢置롤 우|한 基本 훌t훌했設備와 훌훌器檢置 節次는 표 7과 그림 13에 제시되었다.

4. 機器t훌훌훌 現끊

가. 국 내

現在 국내는 윈자력법에 홉器檢훌과 관련한 명문화된 조항이 없어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

는 채도가 없으며， 발전소 소유자인 한전이 외국 技術基훨올 흔용하고 있다. 또한 헌재 건

설중인 영광 3 ， 4효기 윈자력발전소에 대한 국산화 추친 폼목마저도 국내에 훌훌훌훌홉畵을 할

수 있는 뾰짧 맺 전담기관이 없어 거의 대부본올 외국의 전문 機짧檢훌훌 전담회사에 의뢰하

여 機器짧훌올 수행하고 있으며 거의 미국의 법적요건 맺 技術水뼈에 따르고 있는 일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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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은 영광 3.4호기의 추요 樓器짧짧 헌황울 나타낸 것이다. 표 8에서 이툴 홉훌方홉은

耐훌 및 耐覆境에 대한 檢훌훌解析이며 t훌훌훌훌t驗은 거의 없논 것E로 나타내고 있읍을 블 수

있다.

나. 미 국

미국에서불 1960년대 훌|초의 상업용 鳳子빼가 가톨된 이후 월자력 뮤제기관인 U.S.

NRC(Nuclear R명ulatory Commission) 에 의해 오랫풍안 鳳훌의 安全性 F훌保를 우|한 법적 뮤

저! 맞 技衝]j(훨읍 꾸흔히 수립하여 적용해 오고 있므며， 헌재 미묵의 技術훌룰확홉운 크게 세가

지로 구불합 추 있다. 흑 법령인 10 앤R(Code of Federal R엉ulation) , 법쩍 구옥력은 없

므나 10 많R율 보조하기 위한 뮤지l지성안 R. G. (Regulatory Guide) , N\JRm, Stu' (St하퍼ard

Review Plan) 툴 NRC가 발행하는 문서 및 산업계 민간단체에서 分野jJU 훌훨技衝指針홈로 발

간되논 C여e &Standards (예 : ANSI , ASHE:, I뾰E ， 뼈CR ， NE뻐A ， NFPA, T핸A 툴) 가 있다.

초기의 技術基뼈은 법력 10 앤R 50. App. A(훌境要因에 대한 입반척인 훌훌합훌훌핵l 맞 .훌훌)

로써 추로 구조물에 대한 耐훌짧計

기훈 및 요건과 압력용기에 대한 機器檢置율 요구하였므나， 싱제로 홉훌훌훌훌훌융 수행합 수

있는 세부기혼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70년대초， 비로소 미묵의 전기， 전자학효l인 I뾰R에서 11氣훌홉훌훌어 i 대한 내훌境 맺 耐흩

기훈을 설정하였으며. 1971 년 Class IE 훌훨機뚫의 쩔훌훌훌홉훌훌올 목적으로 I뾰E-323 (1971) 에

의해 초|초로 홉器檢題 시도하였다.

그 후 I뾰E-와4 (1974) 와 I뾰E-짜4 (1975) 의 발행으로 技術的인 柳;훌과 방법이 제시되어

잭용되어 웠므나， 1979년 재I 훌故롤 계기로 NRC는 모든 홉電의 훌훌境t훌훌훌에 대한 일련의 조

치를 추| 하기 위해 • NUREG-0588(Interim Staff Position on 닮lvironmental Qualification of

Safety Related Electrical 윌uipment)올 발간하고 법제화가 완성될 때까지 장정칙으로 모

큰 운전허가 소지자 및 신청자는 1979. 11의 OOR 指針(Division of Operating Reactors

Guideline)과 NUREG-0588올 중수토록 하였으며， 이러한 過程올 거쳐 1983년어I 10 많R 50.49

가 제정됨에 따라 Class IE 電氣홉器의 흉훌境혈훌훌훌 요건이 법뮤화 되었다.

10 많R 50.49는 대상을 電훌훌機器에 국한시키고 훌境檢훌훌 分野中 耐훌檢훌훌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SRP Sec. 3.11 에 의해 機械훨훌器의 環境t훌훌훌과 SRP Sec. 3. 10과 R. G. 1. 100어l 의해

電룡홉器의 耐홈훌 t훌훌훌이 요구됨으로써 범위가 확대되고， 훌훌훌훌t훌훌훌 관련 법뮤가 확정되기 전

에 건설된 월자력발전소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고 시뺑조치 하였으며 지급은 10 많R

50 .49 어| 따라 뀔자력발전소롤 건설하고 있다.

5. 훌훌器홉훌훌 관련법큐 ~ 技術基훌훌

미국의 農器檢置에 관한 추요 관련법뮤 및 技術훌훌뼈의 체계는 그림 14와 감이 나타낼 수

있으며 機器檢짧과 관련된 상세한 Codes & Standards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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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홉器檢훌훌 기중의 기본요건은 법령인 10 얹R 50.49와 NRC 技術指針인 Reg. Guide 1.89 및

1. 100 , 그리고 이것율 보완하는 技術훌훨 lEEE-킹3 맞 I뾰E-좌4어l 근간율 두고 있다.

6. 홉器홉훌훌 수행처l제

미국의 경우 홉器檢題 수행운 민간연구소인 Swil , WyLE 밀 PRC 톰의 민간단체에서 담당하

고 있으며， 뮤제기관인 NRC는 이들 機器훌훌훌 추행기관률의 훌훌훌 프로그램 및 방법의 쩍합성

여부를 검토， 승인함므로써 공신력올 높이고 있고， 산업체논 이러한 공인된 홉짧홈훌 수행

기관에서 機器檢置올 받고 있다. 이툴 관계툴 나타내면 그림 15와 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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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A~
ζi 흉빠究結果 및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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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에 建꿇된 3개의 放射I훌照射施짧은 放射線化훌， 生fJ홈，食品 맺 훌훌 툴

각종 연구와 放射線훌훌홉 동 산업척 利用技術 關훌훌률 위해 사용되어 왔다. 훌R究所가 서율로

부터 대전므로 옳겨짐에따라 1990년도부터 이툴 뾰題융 수용합 채전물의 건싫미 시작되었

고. 1991년도에논 서올의 홉훌뾰照射細짧 과 電子線1m훌훌훌륨 해체하여 대전 불소로 홉겨

왔므나 건물이 흔납|되지 않아 측시 體置되지 못했다. 1992년도 충반부터 건물의 건설 일정

에 빚추어 미툴 뼈훌훌을 훌훌置하기 시학하여 연말에논 題置가 거의 완료되었다.

이 趣題은 1975년에 題置되어 15년 이상 사용하던 훌훌置툴이 대확분 이므로 많운 부홈률

이 노후되었으며 여러 가지 裝備률이 구헝이 되어 裝置 훌훌置過程에서 맙운 부훌 빛 훌훌뼈를

교체하거나 보추 정비하었다. 主$훨짧의 題置는 Sow‘ce Pass Conveyor System ,

Load-Unload Station. Cαlveyor System. 운전실， 기계십， 安全拖짧 툴E로 구분하여 훌훌置作

훌이 진행되었다.

각종 전기칙 감지 및 制鄭裝置는 대청에지니어링에서 훨置工훌률 담당하였다. 훌훌훌훌훌훌b

裝置. Carrier의 훌行裝置. Conveyor 屬動裝置， 훌훌훌훌裝置， 故射線모니 터裝置， 화재경보 및

뼈火裝置 툴 각종 자동체어 裝置를 설겨I때로 정확하게 짧置하고 이롤 운전셜의 C야ltrol

Panel에 연결하었다. 각 훌훌動裝置와 安全裝置툴이 제대로 작동하논 가률 점검하기 우|하여

3차에 걸쳐 시운전올 통하여 미비된 사항을 점검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였다.

모든 裝置툴이 정상가동율 하고 있읍율 확인한 다융 처장수조에 보관중이던 Co-60 線홈

(72.000 Ci)을 線홈톨에 장전하었다. 장전작업은 전년도의 껴|약에 의해 카나다 Nordion

사의 기솔진 2명과 우리실윈 및 시공업체가 엽동하여 실시하었다. .훌훌 장전전어I Nordion

의 Check List에 의해 線源題動裝置， 安全裝置 풍율 전반칙으로 점검하였다. 이 過程에서

Source Guide Cable의 장력율 조정하었고 Cable 맺 Hoist의 위치도 재조정하였다. 線題율

장전한 후 훌훌율 을린 상태에서 照射室 외부의 공간선량률을 혹정하여 설계기흔 ~I 0.4

뼈/h 이하임율 확인하였다.

제 2젤 휩難맴빼빼짧 I흉댔홉

홉혹g位 照射極짧은 의료폼의 멸균용으로 그대로 일반척인 시료롤 照射하기가 어려워 옳

料照射훌， 실험구 둥의 각종 실혐보조 裝置률 제작 앓置하였다. 훌혹料照射훌는 $훌홉과 가까

이 접근하게되므로 線흉上昇 또는 하감시 *훌훌툴이 휩料照射훌에 걸리는 중대한 安全훌故가

발생되지 압도룩 설계하여 제학하였다.

이 외에도 다읍과 갑이 여러 가지 附帶施짧의 기늄옳 개선하었다. 운전실 맺 기계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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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롤 합리척인 위치로 변경하여 공간효올 및 기능올 향상토록 하었다.

Main Panel의 위 jtl 률 이동시려 기계일로부터 발생되는 진동， 습기， 먼지 둥으로부터 격

리시켰다. 오존 및 질소산화물올 제거하기 위한 훌훌裝置는 완풍기의 위치를 일내에서 실

외로 이동시커 소읍올 제거하였고 鍵作裝置도 安全性올 향상시켜 Main PanelO{I 짧置하였다.

기존의 기계식 화재경보기 맺 이산화탄소 뼈火裝備에 전자식 화재 강융기를 추가 짧置하여

경보가 경비실로 전달되도륙 하었다. 放射線 照射에 의해 열화될 각종 전선의 쿄판학업을

용이하케 하기 와해 照射室 내부에 충간 터미낱올 짧置하였다. 기타 Hand Control

System , 차펴|수 관리 계룡 통 여러분야의 기능과 安全性올 개선 향상시컸다.

저]3 필 廳빼빼훌짧 랬뽑

1991년도에 서올의 大段位빠究像어| 있던 1m!훌器t훌훌훌율 해져l하여 신혹충인 放射훌題用흙

究據에 보관하여 오다가 건물의 건설일정에 맞추어 極짧짧置作業이 진행되었다. -훌훌훌훌備

의 훌훌置作業은 대칭엔지니어링에서 담당하였고 변압기， 가속관， 고앓QabIe 툴 외 題置作業

은 한국전력기슐 주식회사 기슐진의 협력율 얻어 우리실에서 수행하였다. 裝置가 20년이

지난 구헝인데다 해체 흑시 짧置하~I 못하고 장기간 보관 후 題置합므로써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있었으나 이를 픽복하고 짧置룹 완료하였다. Ion Pump의 부품， 각종 전기절언처| 툴

많은 부품외 교체와 보수정비톨 실시하였다. 移*훌훌훌置作業에서 거장 염려되던 가속관의

진용도도 0.08 ~ torr의 양효한 진공올 얻는데 성용하었다.

번압기와 가속관의 월헝압력탱크논 고가인 절얻기처| 흑 6블화황이 각각 40 및 90 psi의

압력으로 채워져야 한다. 훌훌置 후 3곳의 누설률 발견하여 보수하고 힐소가스로 5회 이상

섹 Flushing한 후 절연기체를 충진하였다. 번압기의 고전압융 가속관으로 연겸해 추논 고

압케이블은 곡롤이 가농한한 크게 되도록 짧置하여 단단히 고정하였다. 이 케이블은 접

연유에 의해 절얻되는데 앓置 후 기존의 절연뮤룹 새것므로 쿄환 충진하였 다.

저14 펄 &難輔빼짧轉

서율의 이 施짧은 유전공학언구실 및 食品照射흉R究室에서 계속 사용해 오다가 1992닌

11월 양실의 본소 이전과 함께 뾰짧올 해체하였다. 線훌훌훌動훌훌置 및 격납용기 상단의 파

이프률 분리해낸 다륨 격납용기롤 照射하여 安全하게 본소로 운반할 방법율 강구하였다.

격납용기의 PIl핑 부분이 흔툴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직경 78mm 높이 65mm의 스탠러l스봉올

제학하여 Plug 윗부분의 공간올 채우고 그 위에 8m 투께의 펀헝 설만올 덤어 6개의 나사

로 고정하기로 하였다. 이률 위해 밀요한 부폼 툴올 셀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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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는 가동종인 9기엌 鳳電과 건설중인 271를 포함하여 2006년까지 18기의 鳳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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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나 가동중인 鳳電의 노후화 훌훌훌훌交替와 건셜중인 신뮤 鳳톨의 부품 밀

홉器開훌훌에 필수척인 機器檢훌훌技術 및 細짧이 없어 때부분 수입하거나 외국에 의뢰하여 t훌

훌훌올 받고 있는 실정에 이르고 있다. 특하， 영광 3 ， 4호기 국산화 推違過흉어l서 홉훌훌훌훌

대책의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본 報告홈에서는 홉혹훌位b톰짧의 활용과 홉훌훌檢훌훌 技術 ~ ~훨훌훌올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첫단계로서 훌훌명鳳子力휩훌훌훌Jf~所(민간기관) 협력하에 홉훌훌홉훌훌홉빼인 미국 써yle 연구소에

서 훌훌훌훌行한 홉器훌훌훌의 빠;훌 및 추진방법과 機훌훌檢훌훌 관련법뮤 및 技術水혹훌융 요약하여

채시하였으며， 여|산지윈만 하면 국내에서 흥분히 행힐 수 있는 技術로 만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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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i빼ent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윌lt.

2. Reg. Guide 1.89 (1974. 11)

- Qualification of Class IE 밟uipm앙lt for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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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자력산업 - 1986. 4.

11. 윈전안전성 기기검증

- 전력기슐. ’ 90. 가올효 (저14집) .

12. 월전안전성 기기검충 세미나 자료

- 한국윈자력연구소 - 1990. 6. 29.

13. Wyle Labor‘atory 기기검충 연수자료(1992).

14. 한국펀자력기슐시협연구소 기기검충 관련자료 (KONEr.)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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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struction Time Schedule of High Intensity Gamma Irradiator(HIGI)

구 분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얼치계획

。 노후부품 확보， 보수

。 조사시설 설치

。 자동제어 설치

。 조사장치 시운전

。Conveyor System

。 선헌 장전 -

。 주변 Survey

。 추번장바 설치

。 미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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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placements of Old Mechanical Parts of HIGI

Item Frequency

Cyl뇨lder Seal , C-930

Cylinder Seal , C-940

Source Hoist Seal

Quick Wxhaust Valve Seal , C·ξ11

Air Filter and Air Valve

Carrier Trolley Head

Source Cable and Guide Cable

Water Treatment Pump 뻐tor

High Temp. Sensor

Conveyor, Belt

Conveyor Belt Roller

Compressor Rubber

P∞I Guide Fence , etc.

m

a
z
4

뻐
Z

영
3

1

1

때
1

8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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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앙lanical Maintenance of HIGI

Item Frequency

Carrier Trolley Head

Carrier Rivating

마lick Exhaust Valve

Air Line

Kill L∞K

Source Rack

Low Air s/w
Hook Truck and Battery

Water Treatment

5 ton cr없le

etc.

@
∞
낀

뻐
8

1

2

1

3

5

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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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placements of Old Electrical Parts of HIGI

Item Frequency

Piston Micro s/w

Piston Cormector

Piston Actuator

H없ld Control Micro s/w
Source-Up ar삐 -D얘1 s/w

Limit s/w

Safety Buzzer

Indicator Light

Warning Li방lt

Magnet s/w

TD-6 Timer

Toggle s/w

DL/2 Monitor Board

Cell Monitor Cable

Relay 24V

Relay 115V

F화1 Flow s/w

Crane Cable

etc.

m

m

생

띠

7

6

4

6

1

갱

2

2

1

2

1

%

4

2

1

$

6

l
ι
144

4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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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lectrical Maintenance of HlGI

Item PI'핵uency

Piston Micro s/w kit
Piston Micro s/w Connector
Limit s/w

Timer
Master Timer
Over Dose Timer
Hand Control Micro s/w

Magnet s/w

Safety Key s/w

Conveyor M야or

Ploat s/w

Cell 뻐nitor‘

DI1‘-2 Monitor
Soleroid s/w

Inner Door‘ Key s/w
Conductivity Detector

컸

m
6

2

1

i

g
1

1

2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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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he Basic Test Facilities for Nuclear Equipment Qulification

Aging Laboratory
Facilities

(1) Thermal

。 2-10 cu.ft. Ovens
o 1-20 마.ft. Ovens
o 1-40 cu. ft. Environmental

다lamber

。 Temperature Recorders
and Instruments

。TherlOO∞uples 하lei

Linearizers

(2) Non-Seismic Vibration

。 1-6000 # EM Shaker System
。 1-Horizontal Table
。 S뇨le Controller and

Accelerometers
。Charge Amplifiers
。 Calibrator

。 Frequency Analyze
。 Osci11osc。홈 , etc.

(3) Radiation

。 Radiation Source and
Facilities

。Dosimeters and Other
Instrumentation

(4) General Lab. Equipment

。 x-v Plotters
。 Tracking Filters
o Osci11ogra야lS

o Dataloggers , etc.

Seismic (빼lltiaxial)

Test Facility

(1) Me퍼al Analysis I
Syn납lesis 밟uipment

。Zonic 맑~ Analyzer,
Thermal , Printer

。 Vibration Exciter 월lei

Controllers
。 10 Channel Accelerometer
。Analog Tape Re∞rder

。 Osci11os∞pe

。 Other Readout

(2) Seismic Simulation
Facilities

。 Seismic Shake Table
。 Hydraulic Power Supply
。 Response Instrumentation
。 8i잊la1 Syn삽lesis System
。 Lab VAX ComPJter , C.뻐AC ，

etc.
o A to D-14 다lannel

o Analog Tape Re∞rders

。 Osoillos∞pe

。 Other Readout

- 45 -

LOCA Facilities

。 다l빼놓r

。 Temperature I
Pressure Sensor

。 Re∞rders
。 Flow Meter
。 PH Monitors
。 Pressure Gauges
。 Data Logger
。 Data Reduction

Computer



Table 8-1. πle State of the Nuclear 밟uipment Qualification of VPUN잃W뻐G 13 and 14

검 홈 방 법
겁흥종류 검하층논에전사산용 내환경

COMP때빼T 내 힌 내 판 경 비고
∞IDE 검흥요소

내진 내환경 해석 시혐 복합 'I 타 해석 시혐 확합 기타

R/V x x x x ANSYS 방사선 암UC*

SIG x x x x ANSYS 방사선 빠UC •

PZR x x x x ANSYS 방사선 원UC·

RCS SUPPORT x x x 뻐SYS ， C빼ARC 방사선 짜UC-

FUEl‘ LACK x x SAP-IV 짜UC-

F따MARY x x x ANSYS 짜UC •
PIPING

F끄.TER x x KHIC

REACTOR x x x x ST뼈D뻐E， ANSYS ’ 방사선 CB
INT많NAlS cl빼ARC. flDDSK ,

CESHOCK, t«lDIF.
CESTATIC , t«:lDA,
IRS , INSP띠T ，

MELOT , π폐TAPE
밀 V훌π앉1M

CEDM x x x x 방사선 CB

TANKS x x GT-STRUDL 압UC

* 내진. 내환경 해석에 암{IC ENGINEER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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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8-2. The State of 상le Nuclear Equipment Qualification of VPUNOOWANG lf3 없퍼 #4

겁 층 방 법
검충종류 경하층논에전사산용 내환경

∞뻐ONl씌T 내 진 내 환 경 비고
∞DE 검흥요소

내진 내환경 해석 시험 복합 ='1 타 해석 시혐 복합 ='1 타

IEAT EXI대ANGER x x x GT-STRUDL 빠표C

’A않AGE ITEM x x GT-STRUDL 따uc

꺼ARGING PUMP x x x x 방사선，온도， V빼DOR

융도

.PSI PU빼 x x x x 방사선，온도， V빼DOR

슐도

IPSI PU뻐 x x x x 술방도사선，흘도， V메DOR

mOR OF힘L\TED x x x x 훌방도사선，문도， V웬DCR

1따，VE

[ASHE S~ ， III)

)NU핸ATle x x x x 슐방도사선，훈도， V빼DCR

)PERATED V따‘，VE

[ASMB SF!:. III)

)()L돼OIn x x x x 술방도사선，문도， V핍DOR

}P파L\TED VALVE
[ASHE SF!:, III)

)iECK VALVE x x V뭔DOR

(2’ OVER ASMB)

- 47 -



able 8-3. 깐le State of 삽le Nuclear Equi빼휠lt Qualification of VPUNOOWANG 13 학삐 14

검 충 방 법
검종종류 검충멜살용 내판경

∞MPON때T 내 진 내 환 경 하는 비고
∞DE 검흥요소

내진 내환경 해석 시험 복합 기타 해석 시혐 확합 71 타

내M’따. V，파‘VB x x V뀐DOR
2- 아ER ASHE)

:LASTOM링uc x x x 방사선，은도， V빼DOR

:EAI‘HOV따‘，VB 흘도
ASME Sa::. III)

:APETY RELIEF x x V빼DOR

’따‘VE
ASME Sa::. III)

’R뭘SURE x x V빼DOR

tID따‘ATING

’ALVE
ASME Sa::. III)

’LUG VALVE x x V빼DOR

ASME Sa::. III)

’ANELS x x x x 슐방도사선，온도， V맴DOR

:뼈，LE 맞 x x x x 홉방도사선，은도， VENDOR
‘。(갚힘SOREIS

'IELD x x x x 슐방도사선，온도， V웬DOR

:NSTR뻐때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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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1. 만Ie Codes &Standards for Nuclear Equipment Qualification

Codes / St없피ards Titles

10 CPR 50. App. A General Design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10 CPR 50. App. B Quality Assurance Criteria for Nuclear Power Plant

10 CPR 50.49 밟Ivironmental Qualification of Electric 험uipm밍lt Important
to Safety for Nuclear Power Plant

R.G. 1.4 Asswψtions used for Evaluation 야Ie potential Radiological
Cons엌uences of a Loss of Coolant Accident for PWR

R.G. 1. 29 Seismic Design Classification

R.G. 1.40 Qualification Tests of Cont뇨IUOUS-dUty Motors 뇨Istalled

inside 상Ie Containment of 써ater C∞led Nuclear Power PI학It

R‘ G. 1.48 Design limits and loading Col뼈inations for Seismic
Cate∞ry I fluid system Components

R. G. 1. 61 Damping Values for Seismic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

R.G. 1. 73 Qualification Tests of Electric Value Operators installed
끄Iside the Containment of Nuclear Power Plant

R. G. 1. 89 Qualification of Class IE Eq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

R.G. 1.92 Combining rt>del Responses and Special Col파xments 뇨1 Seismic
Responses Analysis

R. G. 1. 100 Seismic Qualification of Electric 밟uipment for Nuclear
Power Plant

R.G. 1. 131 Qualification Tests of Electric Cables and Field Splices
for Light-Water α:>oled Nuclear Pow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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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2. The Codes & Standards for 빼lclear 함uipment Qualification

다>des I Standards I Titles

IEEE-323 I Qualify뇨19 Class IE 학uipment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Stations

Imm-:짜4 I Type Tests of Cont뇨lOOt퍼 duty Class IE 뻐tors for Nuclear
Power Generation Stations

IEEE-381 I Type Tests of Class IE Modules Used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IEEE-382 I Qualification of Safety-Related Valve Actuators

IEEE-:영3 I Type Test of Class IE Electric 혀bles. Fluid Splices. and
Connection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IEEE-420 I Design and Qualification of Class IE Con야。I Boards. Panels
a피 Racks used in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IEEE경35· I .Qualification of Class IE Storage Batterie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I닮뿔울49 I Qual표Y빼 Class IE 뻐tor Control Center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

I많킹E얘50 I Qualification of Class IE Static Battery Chargers ar피

Inverters for Nuclear Power Generating Stations

S.R.P. Sec. 3.101 Seismic Qualification of Cat명。η 1
Instrumentation 웰ld Electrical Equipment

S.R.P. Sec. 3.111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Mechanical Equip뾰nt

ANSI. N. 101. 2

ANSI. N. 512

Protective Coat뇨핑 for Light Water Nuclear Reactor
Containment Facilities

Protective Coat뇨맹 for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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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g 1. Top View of Hi아1 Intenslty G빼malπ뼈lator (lU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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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afety Pull Cable
2: Safety Buzzer
3: High T웰p. Sensor
4: Safety Key s/w
5: Safety 앙‘ain

6: 뻐ze Door SI야

7: DIL-2 뻐lnitor

8: Cell 뻐niter

9: R∞f Plug s1w
10: Ploat 81납

Pig 4. Safety Systems of Hl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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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lowsheet of Nuclear Equipment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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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Proc혀ure of Nuclear Equipment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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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FR 50

APP.A{GDC)
-기지척기사를정진툴훌틀겁힐자용에해야 합

1, 2.4 , - 鍵애건상덤앓긴덤- 고 력
14.30 (마namic)

APP. B(QA.
-기기설를겨|외검흥적해정야성 보함장Criteria)

NUREG 0800 NURE섭 0800 10 CPR 50.49
(SRP) 3.10 (SRP) 3.11

Seismic &Dynamic Environm‘mtal Environmental
Qualification of Qualification of Qualification of
Mechanical &Elec- Me앙lanical &Elec- Electric 학uipm렐t

trical Equipment trical E맨lipment

R.G. 1. 100 R.G. 1. 89

Seismic Envirom뽀ntal

Qualification of Qualification of
Electric Equipment Electr‘ic Equipment

IEEE-와4 lEEE-323

Seismic Qualification Qualifying Class
。f Class IE Equipment IE 웰uipment

Fig 14. C여.e and Standard of American Nuclear 웹uipment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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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많II

저l목 / 부제
방사선조사공정 개선연구

연구핵입자 밀 부서명 진 흔 하 ( 방사선융를연구샘 )

연 구 자 맞 부서명 흩병목，김기업，노엉항， 이엉곤，박훌혈， 나블추

( 방사선용용연구셜 )

유영추 ( 보건톨리일 서를분쇄 )

밭 행 ~I 대 전 발행기관 한곡필자력연구소 방행일 1993. 1.

퍼I 01 ~I p. 도표 유(V) , 무( ) 크 기 em.

참고사항 ’ 92 기블연구과제

비밑여부 공개 (V) , 대외비()， -급비밑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효

초록 (300단어 내외)

高혹윌位 Co-60 감마선照射뾰훌훌훌 훌훌훌톨~， 시료운반， 얀전체톰 톨의 모틀 I훌훌훌빼톨이

안전하게 짧훌되였다. Co-흩O 훌훌(72 ， 800 Ci)도 카나다 기*진에 의해 훌훌톨애 장전

되었고， 시운전율 실시한 결과 안전함이 입충되었다. 톨子훌加훌훌흩훌짧올 가속관，

번압기， 추조학반， 고압케이블 훌훌 정위치에 훌훌훌하었고， 각 뿌분의 기농의 이상휴무톨

정검하여 수리 보수하었다. 低혹g位 CO-6O 감마선照훨훌훌짧은 이전률 위해 훌훌훌훌 안전

하게 해처|하였으며 새 t훌훌훌의 훌훌훌훌훌b 맞 안전장치률을 싫계 제학하었다. 이전 훨풀

과정에서 각 趣앓의 노후부품 및 구영화된 裝備훌 교체하고， 훌t휘照뿔훌 맺 샘혐구의

훌훌置， 기계실， 운전싫 및 환기장치의 위치미용. 화재경보장치 맺 照활훌內옮 전선터미낼

추가훨置 툴 각종 추번장치를 합리적으로 改활하었다. t훌훌훌의 이전홈훌훌 과정에서 얼흘

지식과 경협은 앞으로 提짧율 운영하농떼 많운 도융이 될 것이며， 이전될 훌훌훌훌 R홉分子

*1料휠퓨究， 슐&훌H훌存훌R究， 훌훌/生짧훌的훌Jf~， BQ 툴 다양한 放훨훌훌用홉했에 이용될
것이다.

주제명 키워드 (10단어 내외)

감마선조사시싫， 전자선가속기， 조사시싫 셀치

시료조사대， 윈전용기기겁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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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rce operation system , carrier systems , safety systems and all
。압ler miscellaneαIS syst빼g were installed for 하le High Intensity CD-60
Gamma Irradiation Facility. The Co-60 Source(72 ,800 Ci} was installed on the
source rack by Canadian 양19ineers and the facility was approved to be safe after
some test operations. πle acceleration t따>e， transformer , ma뇨1 ∞ntrol p하leI

and high voltage cable were installed in the Electron Accelerator Facility.
All parts of 야le accelerator 써ere 끄1한>ected 강1d repaired.

The Low Intensity Co-60 Ga血DB Irradiator 뇨1 Seoul was dismantled for moving
to Taejon 없1<1 source operation 웰1d safety syst빼s were prepared for the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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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빼chine room ar녕 ventilation fans to ea하1 reasonable position, aJ퍼

installation of 빼ditional fire alarm system 웰1d cable t양minal box. 깐le

knowledge and e낀여eriences obtain려 during the installations will be very helpful
for‘ 삼l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납18 facilities in the future. 만le

facilities will be utilized for 상1e various researches 없퍼 aWlication fields such
as polymer , fα:xl agriculture , biol야W， equipment qualification , etc.

Subject Ke}'Wl야dB (About 10 뻐펴s) Gamma irradiation facilitY， Irr빼iation table
Irradiation facility inStallation , Electron

beam accelerator , Nuclear 휘따pment Qua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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