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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북

전자기기보수 및 제확

I I. 과체의 북책 및 충요성

우리 연구소에는 핵물절올 휘급하고 있는 시셀툴이 많이 었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왜171룰시험시셜， 핵연료생행가공시셀퉁이 대표척

이다. 여기에는 여러총휴회 계장쩔비률이 공청체어， 차료쳐라， 안천관리

둥율 위하여 가동되고 있다. 또 착 연구후셔외 싫혐싫에는 정멀급 현차장비

률이 수빽종 이상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쩔과 장비외 고장에 신축히 대쳐

하여 정확히 보수함으로써 방사성불뭘로 인한 환갱오협과 연체에 대한 장해훌륭

방자하고， 시셜의 안천생율 유치하며， 연구활동이 원활히 추뺑되도혹 기술

치원하는데에 본 과제의 북책이 었다.

III. 과채의 내용 빚 법휘

추요시철의 계장쩔버와 싫험싶의 천차장비 보수.체확협루와관련하여

수행한 내용운 다융파 같다.

(1) 계창설비의 유치.보수

;조사후시험시설외 4깨 시생 관련 총 70건

(2) 천차장비의 고장수리 및 제착

;Multi-Chanel Analyzer 외 76건 고장수리 빚 쩨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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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기 교.보정

;Level Transmitter 둥 82건

(4) 기기 보호롤 위한 예방청비

;12건

IV. 과제수뺑의 쩔과 및 활용에 대한 건외

계창설비에 대한 고장수리로 시셜의 운명비훌 쩔캄하고 안청성율

유치하였으며 천차장비외 보수놓력 향상과 신기슐외 출륙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효율책 기슐지원이 가놓하며 아톨야의 기슐개발에도 활용훨 수

있다고 생각훤다.

또한 혹척흰 기솔율 토대로 앞으로 출꽁뭘 소내외 다록쩍연구로 시설과

쪼사재시험시셜의 계장첼버에 대한 시훈전파 이 시협톨에 셀치되는 천자기기들

에 대한 유치.보수에도 치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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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Maintenance and Fabrication of Electronic Equipment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re are 뼈ny nuclear pilot pI뻐ts in 뼈ERI. The typical

plants are Post-Irradiated Examination Facility, Radiation Waste

Treatment Facility, and Nuclear Fuel Fabrication Plant.

Since nuclear materials are treated in these plants, safe operation

is always required in particular.

In those plants , a lot of systems 없ld equipment are used

for process control , data processing, safety management , etc.

And also , more than a hundred instruments are employed in various

laboratories for test and experiment. Most of the equipment 뻐d

instruments are very sensitive , 하ld they could make dangerous

hazard due to unexpected malfunction. Therefore , they have to

be operated in good condition and repaired completely in case they

are out of order so a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radiation damage.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developed to maintain and repair th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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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electronic equipment and instruments in KAHRl. Therefore ,

the following have been carried out:

1. 에aintenance and repair of process instruments

;total 82 instruments in Post-Irradiation Experiment Facility and four

other facilities

2. Repair and fabrication of electronic equipment

;total 77 equipment including one electronic recorder

3. Calibration and correction of instruments

;total 82 instruments including one level transmitter

4. Preventive maintenance of electronic equipment;12 items

IV. Results and Proposals for Application

By the results of this project, we are able to solve the

problems on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onic equipment, and

able to reduce operation expenses of the pilot pI뻐ts in KAERI.

In addition , this project would provide us with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 maintainability and instrumentation, and also to develop

similar systems, as applied to the pilot pI뻐ts.

With the technology and experiences gained through this project we will

be able to support the commissioning of the process systems of the 細R

(Korea Multi-purpose Research Reactor) facility 뻐d of the lMEF(Irradiated

에aterial Examination Facility) which will be constructed soon, and main

tenance of the instruments and equipment in these facilities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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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1 걷~ A케 혼른

현재 소내에는 조사후시험사성， 방사성팩l기물쳐리시젤， 핵연료성형가공

공장， 노외설중시험시쩔 퉁 많은 시쩔률이 훈명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성률혼

건설된치 오래되어 고장이 번번히 발생되고 있어셔 여러가지 훈명상외 문제

안고 있다.

본 과체에셔는 이러한 문제챔율 빼컬하기 위해 소내 원차력시쩔외 운명

과청에셔 발생되는 계장젤버외 고장율 보수하고， 공청쩌l어기기를올 쿄.보청

하여 기기의 신회성율 확보함으로셔 사고톨 예방하고 시설 훈천상의 안천성

율 유지하여 연구업푸가 원활하게 수햄 되도륙 노력 하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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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il 2 롯;r 흔촌 혼폰

갖-11 1 결흥 겨1 흩~같콜 님1 7 f1..B..

보수 및 유지 좌업율 람당하고 있는 추요시철의 계장얼버외

개요와 욕징윤 대략 다융과 같다.

1. 조사후시험시설

조사후 핵연료 시혐율 봉하여 국산 핵연료의 셜계 및 가공

의 척합생 싶충과 국산 핵연료외 성눔 및 안천성 셜충， 파손핵연료

의 원인규명에 의한 원차혁발천소외 안천성 체고 빚 노샘구조채

개발의 치원， 고방사농물질 취급 11슐개발 풍율 북책으.로 하고

있으며， 계장시셀의 구성윤 Process 계장， HVAC (Heating, Venti-

lating and Air Conditioning) 계장， 보건률리 (Health Physics) 계장

과 Pneumatic Transfer Network톨 위한 계장으로 구성흰다.

Process계장올 7개의 한뷔 공청벌로 환산체어방식율 채핵하고 있으며

계창은 Duct 회로 수가 6회로， 체어후프는 12회로로셔 이것을 TIC가

5 회로， PIC가 7회로로 구생되어 었다. 표 1-1윤 공청계장외 구생융

나타내고， 표1-2는 추요 계장기기의 현활율 나타낸다.

보건물리 계장혼 Radioactive Aerosol( α ， f3 ) monitor , Radioactive

Gas(Kr) monitor , r-radiation monitor 퉁으로 구생되어 있으며，

Pneumatic Transfer Network률 휘한 계장윤 체어반 1면 , Local

Control Box 4개， Diverter, Shielding Pin , Photocoupler에 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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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 동태감시률 위한 Sequence쩨어획로로 구생되어 있다. 또한

공청 계혹체어툴 위한 계장외 륙징용 시셀의 흡수정과 안천성율

고려한 원척계륙체어 (Remote measurement and control)방씩파 각

단위공청간의 다변수제어 개념과 훈천조건으로 훌휴훤 환산혹립

제어방식으로 륙히 공청제어톨 위한 쳐1어후표(Control Loop) 에

있어셔눈 대부분 개회로 제어 (Open Loop Control) 방씩으.로 풍청

표 1-1. 조사후시험시첩외 풍청 구생

Unit I 공청명칭

211 I Pool Water Treatment

212 I Receiving of Cask and Decontamination

225 I Steam Distribution

226 I Water Distribution

227 I Compressed Air Distribution

208 I Active Waste Network

203 I Inactive Release for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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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외 변확에 상용하여 신호발신기로뿌터 천충되는 4 - 2매매 외

표훈천류 신호가 제어반에 수납흰 다총다양한 천차칙 변환'1(쩌향

천휴， 천입‘천휴， 버션형-션형 천휴변환게혜 의해 신호 쳐리되어

조작반 상외 최총감지기인 키륙， 지시계 혹플 갱보.， 표시풍에 수신

되어 원쩍에셔 공청변수외 변화상태훌 감시하도록 되어 었고 챔챔

표 1-2. 추요 계장기기 현활

계장기기명 수량 버 고

Electronic Recorder 2 제어반수납

Electronic Indicator 25 ”
Galvanometric Indicator (RTD) 7 현장지시계

” (TIC) 6 ”
Electronic Manual Remote Controller 11 쩨어반수납

Relay , Root Square Converter 4 ”
Threshold Relay 27 ”

Solenoid Valve
t

”9

Slide Valve Actuated by SV 6 ”
Air Purge Meter 49 ”
Alann Module 15 제어반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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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추의 변확에 상웅하여 신호발신 71 로부터 천송되는 4 - 2매때 외

표훈전휴 신효가 제어반에 수납훤 다총다양한 천차씩 현환기(처향

천류， 천압-전휴， 비션형-선행 천류변환기)에 의해 신호 쳐리되어

조작반 상의 최종감치기인 기록， 지시계 혹운 청보， 표시풍에 수신

되어 원격에셔 공청변수의 변화상태륨 감시하도혹 되어 있고 첩챔

선호는 시켄스 논리회로로 구성된 계천기반회 순차체어회로와

인터록 첩첨으로 칙첩 획총 조작장치의 구동상태툴 컬청하는 외부

첩챔신호로 되어 었으나 HVAC계장용 공기식 제어기기가 추총이며

비례제어 (Proportional Control) 방식의 예획로체어 (Closed Loop

Control) 로 기놓상 혹청변수에 대하여 자기초청 동확율 수행할 수

있는 궤환겨l(Feedback System) 제어루프에셔외 기봉 구성요소씬

비교입력부， 조절부， 조착부， 륙청장치가 한개외 예회로상에 연결

되어 항시 퀘환된 신효에 의하여 일청한 훈천철청치훌륭 휴지하는

옴도.습도조절용 6 회로와 압력조쩔용 7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와 현장지시계인 압력계와 보호판 안에 창확흰 온도계로 구성

되어~었다.

그리고 천체 공청의 제어감시롤 뷔한 계혹용 컴훌방법운

수쳐리 공청계롱에셔 왜체펴l기물 처창초 내뿌 동척상태외 수위철청

옴 기포식방법에 의한 차압검훌이 대부뿔이다.

그림 1-1는 핵위확정율 위한 계풍도률 표시하고 그림 1-2혼 배기장치

제어계홈도롤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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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기포방식에 의한 핵위혹청 계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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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폐기물처리사셜

원자력시설의 운명및 이용과청에셔 발생되는 방사성 며1기물

율 쳐리하기 위한 시쩔로셔 환경오염 방져와 인체에 대한 방사선

장해툴 극소화하기 위한 시설로셔 추로 공청쳐리 하게 훨 방사성

혜기불의 종류는 대재 합혹성， 비압혹성 포는 가연성， 비가연성외

고체폐기물및 핵추기시성에셔 발생하는 성형가꽁뼈l핵 빚 U02 분말

셰제 휴기핵， 이온교환수지채생 강1-알카리성 뼈핵 풍외 액체며l기불

로셔 이률 각종 폐기물의 방사성 훈위는 대뿌훈 중.져출위에 혹한다

이 시셀에셔 방사성혜 71물 처리.처환 공정옳 뷔한 계장시혈

폰 일반척인 현창지시.쩨어률 탈피한 원쩍겨I혹제어톨 이용한 충앙

캅시제어체겨~(Centralized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로 천체

팡갱율 세분한 단위공청폴 12가지 만위공청으로 표 1-3 와 칼이

불휴훤다. 이와같몰 여러가치 공정율 체어하기 휘한 계창시썰혼

다종다양하기 때문에 추요 공청변수외 계혹 측면에셔 구환하면 핵위

압력， 용도， 유량에 대한 계확제어가 대팍환이며 그 밖외 방사성 및

공기오염도 확청감시툴 위한 핵계장시셜로 천체 공갱체어를 휘해

사용훤 계강계기 현황혼 표 1-4 와 칼다. !Eo한 사용환 계장계기

의 거농혈 구성분포훌 계혹체어후프상의 구생키기벌로 구뿔하며

풍청변수(Process Variable) 외 감치기놓율 갖는 컴훌기가 16%훌

챔유하고， 검훌된 신호 발신율 뷔한 천송기가 28%로 구성툴포상

가장 많윤 버율로 챔유되며 수신훤 신호처리훌 위한 변환기가 19%,

제어빛 연산기능융 갖는 제어기가 8% , 지시계.기혹계훌 포함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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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엉및 최총 죠싹장치인 ON.OFF 천차밸브가 14%, 그외 공기씩 차풍

제어밸브가 없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쩍인 계장기기 환포도

는 그림 1-3 파 칼어 도시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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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방사성빼기물쳐러시설의 단위풍챔벌 구성

Unit I 공 청 명 칭

231 I V1AW 뻐d normal LAW storage

‘ 232 I Corrosive LAW and MAW collection

233 I Treatment of LAW

234 '. I Bituminization

235 I Decontamination Shop

236 I Laundry

240 I Reagents Preparation and Distribution

241 I Sewers

242 I Process Vetilation

255 I Steam Distribution

256 I Water Distribution

257 I Compressed Ai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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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방사성혜키물처리시철외 계장기기 현황

분류 계장기기명 수량 버 고

02A Electronic Recorder 12 제어반수납

031\ Electronic Indicator 25 ”
03C Galvanometric Indicator (RTD용) 22 현장치시계

O4A Electronic Controller 4 체어반추납

05A Electronic Manual Remote Control 4 ”
06A Relay Root Square Converter 1 ”
06M Threshold Relay 72 ”
06J 애ultiplier-Devider Relay 5 ”
06U Converter (천맙천휴 변환) 3 ”
06W Converter (천큐-천압 변환) 1 ”
07A Electrical Totalizer Integrator l ”
07B Preset Batch Totalizer 3 ”
12A Level Gauge 1 현장치시계

12D Magnetic Level Gauge 10 ”
13A Float Type Level Switch 1 현장기기

20B Orifice Plate 3 ”
2lA Rotameter 7 ”
22B Flowmeter 5 ”
24A Electronic DIP Transmitter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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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의 쳐l축

분류 계장기기명 수량 님1 고

30B DIP Pressure Gauge 10 현장기 71

30e Pressure Gauge W/Remote Seal 1 ”
3lB Pressure Gauge 70 ”
321\ DIP Pressure Switch 49 ”
331\ Electronic DIP Transmitter 37 ”
33D Pressure Switch 1 ”
땅A Electronic DIP Transmitter 30 ”
34B Low Range DIP Transmitter 6 ”
35A Electronic Pressure Transmitter z ”
4lA Resistanse Temperature Detector 35 ”
42A Thermometer 3 ”
앨A Thermoswitch 1 ”
46B Converter (저항-천휴 변환) 13 쳐l어반수납

601\ Control Valve W/Positioner 5 현장기기

63B Solenoid Valve 32 제어반수납

63H Slide Valve Actuated by SV 2 ”
65A Thermostatic Valve 1 ”
721\ Air Purge Meter 108 ”
728 Controlled Air Purge Set 10 ”
lOlA Alarm Module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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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생고화혜기물시혐시설

이 시설윤 장기처장 또는 명구회훈율 위하여 요구되는

방사성 고화폐기물의 시험륙생 륙， 고화체의 균훨성，기계책륙성，

옐척확성，내수성 또는 챔훌성 풍의 시험율 하키위한 시셜이다.

현재 원자력 발천소나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관에셔 밥생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체척화 방안에 대한 노혁이 판련 연구기판

종사자률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따라셔 본 시쩔은 관리 최책확 달성율 뀌하여 기롤쩍으로 요구

되는 방사성예기물 고확체외 쳐불안천 신뢰도훌륭 확보한다는 면에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이 시월외 설비률은 충땅칩충 훨쩍체어 방씩

으로 되어 있고 대학척인 쩔명율 하면 다융파 잡다.

가. 효을따 체염설비는 Process Water~ 올도톨 풍앙제어반에셔 조철

및 지시활 수 있도륙 하고 랭크내획 액면훌 충암 체어반에 지시하고

핵위가 큐청 상한치에-대한 경보 혈청용 액면 스윗치훌륭 셜~1한다.

효홉따 발생 장치외 초착용 충암 체어반에셔 합 수 있도혹 한다.

나. 천해 쳐l 업 셀비는 풍청수행 온로톨 충암 체어반에셔 검E훨 빚

지시할 수 있도몹 하며 천해붕의 초작 스윗~1와 천기 훌해용 ~휴천웬

조작 스윗치는 충암채어반에 성~l 한다.

천기푼해서 발생되는 천해옐물 감쐐하기 위한 채훈환 혐프외 기동용

중암 제어반에서 한다.

다. 청수 쩨염 절비는 Process Water의 운도를 초훨하기 힘해 탱크

내에 온도 컬훌판올 셜치하여 충앙 체어반에셔 풍기향율 초뭘하여

Process Water의 온도롤 지시 및 조쩔할 수 있도톨륭 한다. 뱅크내의

- 27 -



왜면 지시률 위해 핵면 천송기률 설치하여 중앙 체어반에셔 치시활 수

있도북 하고， 왜위가 규정 상한치 및 하한치 법위률 초과 했율대

운천원이 연지할 수 있도북 핵변 스윗치촬 혈치한다.

라. 셰책 체혐 설비는 체업액의 온도툴 중앙 체어반에셔 초컬 및

지시할 수 있게 올:£ 검훌단율 설치한다.

라. 고압수 제업젤비는 회천대와 고압수 휩프의 조확윤 충암 제어반

에셔 할 수 있도록 한다.

마. 공청 제혐 설비는 완충탬크， 이용교환기， 충기가멸기 벌 냉각기

로 되어 있다.

바. 오염설비는 오업조내의 압력 치시률 위해 압혁 천좋키툴 셜:tl

하여 중양 제어반에셔 지시활 수 있케 한다.

사. 제염싫 제염 설비는 벽 체업용 혐표의 쪼작흘 풍망 체어반이나

현장에셔 할 수 있도륙 션택 스윗치률 설치하고 현장에셔 압혁율

지시하기 위하여 펌프의 입구와 툴구에 현장 합혁 Al시계톨 셜치

한다. 이 시설외 껄버 구성과 계장철비의 추요키기 빚 충압칩중

원격 체협 성비에 수용훤 창비 현황은 각각 표 1-5, 표 1-6, 표 1-7과

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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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방사성고화혜기툴쳐리시혐시설외 첩비구생

분휴 쩔 버1 명 칭

1 제업 설비 공청 및 부대 셜비

-오명 설비

-훈반 셜비

-폐기물 처장 벌 이송 설비

-제협 보조 셜버

2 환기 및 위생， 냉난방 성비

-환기 설비

·풍커청확 셜비

-냉방 설버

-위생 쩔비

3 천기 설비

-천혁콩급 쩔비

-조명 성버

-몽신 셜버

-화채갱보 철버

-캡지 설비

-피획 셜비

4 계장젤버

-초옴파 제협 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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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의 계혹

분류 젤비명칭

-컨해 제염 철비

-챔수 체염설비

-세책 제혐 쩔비

-고압수 체업 설비

-공청 체혐 셀버

-오혐 제혐 설비

i제염싱내 크레인 수송 설비

-제염실 쳐1염 설비

-문 성비

-혜기물 처장 빚 이송 쩔비

-제혐 보죠 얼버

-유틸리티 설비

-H.V.A.C. 설1:11

5 소화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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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방사성고화며l기물해리시험시설의 계장생버외 추요 기기

기기명칭

l 압력 확정 계기

-압력계

-압력 스윗치

-압력 천송키

2 올도 확정 계기

-온도 감시 소차

-현장온도 치시계

-핵면 홈청 계기

·핵면 견송 계 71

3 밸브

-혼트홉 밸브

-슐레노아드 발브.

4 휴랑 혹청 껴l기

-면쩍혀 휴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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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표 1-7. 방사성고확뼈기물쳐리시험시성의 중암 집중

원격 제염 컬버의 장버 수용 현황

장비명칭

M-101 DECONTAMINATION SYSTEM

M-102 CONTAMINATION

M-103 PROCESS WATER SUPPLY SY없EM

M-104 COMPRESSED AIR SUPPLY SYSTEM

£1-105 STEAM SUPPLY SYSTEM

M-106 WASTE STORAGE &TRASFER SYSTE센

M-107 CRANES

M-108 DOORS

M-109 MANIPULATION SYSTEM

M-110 CART &RAIL TRANSPORTATION SY맑EM

M-111 AIR SCRUBBING UNIT

M-112 SAMPLING &MEASUREMENT SYSTEM

E-101 꽤ANSFOR뾰R

E-I02 7.2KV.VCB CL~ICLE

E-103 LOW VOLTAGE CUBICLE

E-I04 LOW VOLTAGE MOTOR CONTRO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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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수로핵연료성형가공시설

중수로 뼈연료의 국산화사업 일환으로셔 현재 양산체제로

가똥충이다. 방사성물질율 다루는 원차혁 환련 서성이므로 안천

운천파 조업자의 피폭방지률 위한 안천장치 7t 총요하므로 오튼

계장거기률운 정밀급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표 1-8. 중수로 핵연료가공시셜외 계장기기현활

폼명 빛 모렐 수량 푹 생

Pneumatic Controller, RP908A 5 업력3 - 15psi

Pressure Regulator, 902A 2 입핵45 - 15205ppsi
훌획 o- 250si

Three-way valve , l04R 4 200 VI 60Hz , 50psi

Reversing, RP470A l

DIP Transmitter, NDP44Y 1 20-1때삐빼20

Pneumatic Recorder Controller 1
NUL12

Temp. Sensor, TP974A 1 10‘ 38C

Humidity Sensor, HP97lA 1 15-75짧H

Recoder Controller 3

Carbon Monoxide Gas Regulator 2

Auto Temperature Controller 2

Pressure Recording Controller 3

Metalic Coating Equipment, 2
L-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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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설의 계장관련 시쩔로셔는 HVAC 계톨파 핵연료체조

풍청 상의 소결로외 몰도 빚 개스유량 쩨어와 다수외 풍청용 계혹

기(주로 압력계)가 있으며 계장기기현활은 표 1-7와 활다.

5. 노외실풍시험시설

원차로 1차 계흉의 압혁， 온도， 수질， 유량풍율 모외하여

핵연료집합체에 대한 여러가지 월충시험율 수햄하는 사험시쩔로셔

Main Loop 계풍. Feed and Bleed 계몽， Chemical 계용 빚 Co뼈non

Service 계홍요로 구환되며 냉각수의 유량혼 추 훈환혐프에 의해

쩔정되며 혼도는 가옐기와 열교환기에 외해 월청하게 유지흰다.

그리고 Loop내의 압력운 Feed and Bleed 계홈외 가압휩프에 외해

조-철된다. 또한 Feed and Bleed 계홈에 포함뭔 청화휘로외 Filter

와 Deaerator롤 뽕해 냉각수논 정확되며 확학초생과 Crude는 Che-

mical 계용에 의해 체어된다. Make-up Water 계흉용 룰활생재스외

청압하에 쳐장획어 있는 Demineralize 맺 Degas 흰 용수훌 쭈프내

에 보충시켜추는 역할을 한다. 냉각수계홈혼 용후를 냉착시켜 추며

압혹공기계흉율 봉해 성험싫용 빚 계기용 풍기를 풍률시켜 훈다.

이 시설의 Main Loop 계홈외 배관흘 최대온도 때o °C , 최대

압혁 l12.5kg/cm ’ G(1 ,600psig) 빚 최대휴량 1 ， 5때GPM에 켠다도특

셜계되었고， Main Return Header는 10inch. Subheader는 4inch 이다

가혈기 1대는 o- 225Kw로 고청되어있고 냉각키외 옐제거는 입구혹에

설치훤 제어밸브에 외해 혈청훤다.

Feed and Bleed 계홈흘 7}압혐프에 의해 Loop내 압혁율 초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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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또한 계흉내의 Deaerator와 Filter에 의해 용수내에 용해

되어 있는 재스와 Crude량올 조컬한다. Bleed 도관율 용해 률어올

용수눈 고압 앨교환기훌 몽과한 후 Flash Tank 안으로 률어깐다.

이 용수는 다시 Flash Tank 밑에셔 나와 져압 열교환기로 가는데

이곳에셔 170°C 의 용추는 82°C로 냉각되어 Crude Filter훌 거친

뒤 Deaerator 로 툴어간다. Deaeration 에 사용되는 충키는 Flash

Tank 상부에셔 나와 Deaerator 외 져창뱅르 상후로 톨어간다.

이 충기는 용수불 비등챔까지 가혈하여 운천압혁율 얻게 되는데

이 컬파로 비용혹성 개스가 휴리된다.

Chemical 계용은 용수내외 PH , Turbidity , 산소방 풍융

환석하기 위한 계풍으로 Bleed Line에셔 채휘흰 용수는 Chemical

Analysis Panel에셔 환섹되며 기혹계에 기륙환다. Loop 내의 PH눈

Lithium Hydroxide 나 암모니아훌 Loop내에 챔가시힘으로셔 초쩔훤다

Make-up 계용혼 용수의 량이 누훌로 인해 i휴혹되었훌 때

이를 보홈시켜 준다. 져장훤 Demineralize 훤 물혼 Deaeration

되어 저장탱크에 보관되어 있으며 필요시 보흥수 공급혐프외 확풍에

의해 Loop 내로 불이 보흥훤다.

이 시셜의 기기창치률올 추요창비를이 확동하여 원하는 셀계

치의 옴도， 압력， 유량， 수월율 유치하도록 풍작하고 있으며 이톨

상태툴 지시 및 정보한다. 가혈기에셔는 훌혁혹외 혼로 및 압혁융

지시하고 경보하며 열쿄환기에셔는 훌력흡외 용포만률 치시한다.

그리고 열교환기의 냉각수 훌력혼도훌 륙청하여 체어밸브훌 체어

한다. Test Rig에셔는 입력확의 압혁 및 유량율 혹청한다. S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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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er로 공급되는 추 Line 상에는 유량혹청계기가 있어 Bypass

밸브률 제어하며 옹도혹청기는 가열기를 체어한다.

Feed and lead 계풍에셔 고압 열교환기외 를력혹 은도 및

휴량이 혹청되며 냉각수의 올도도 혹챙환다. Flash Tank외 압력운

혹정되어 고압 열교환기의 냉각수 밸브률 제어하며， 수위는 휴청

되어 훌혁의 퓨량율 제어한다. 져압 옐교환기외 혼도도 학청되어

압력만이 지시된다. Sample 혈쿄환기의 훌력운도는 냉짝수외 유량

율 체어하며， Deaerator 의 압력윤 Flash Tank로 부터의 충기량율

게어한다. 또한 Deaerator 의 수위는 혹청확어 수휘에 따라

Deaerator 내의 용수훌 저장댐르로 보내거나 보흥수를 Make-up

계풍으로부터 Pressurizing 뻐mp훌 용해 Loop 내로 톨어가게 훤다.

Make-up 계홈에셔는 Vaccum Pump , Vaccum Deaerator Extra

ction Pump , Polished Water Supply Pump 착착의 압핵훌 지시하며

Deaerator 내팍의 압력 및 수위가 혹청되고 혹청훨 수뀌는 수위에

따라 Deaeration 될 용수까 저장탬르 내에 처장되케 해당 체어밸브.

률 제어한다. 또한 져창탱크외 수위는 혹청되어 훨요시 Demi-

water 저장탱크로 부터 공급되도확 유도한다.

노외싫충시험시설 내외 모든 추요 창비톨를 혐프외 갱우

압력이 혹청되며 뱅크인 갱우는 수위가 혹청되고， 옐교환기 몇

가열기에셔는 혼도가 혹청되고 쩔갱치 이상에셔논 경보훤다.

그리고 추요 배관에셔는 유량이 혹첨되어 기혹훤다. 또한 이톨

혹청흰 값올 제어밸브.활 체어하는떼 사용되며 훤하는 상태훌 유지

하도몹 젤계되어 있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이 시설외 구생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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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거구성비율율 나타낸다.

Feed & Chemical Make-up
‘--- Bleed System Water

System System

Main
Circulation Heater Heat Test

Pump Exch하1ger Rig

그림 1-4. 노외실충시험시켈외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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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 2 를켈 켜1 릇동축훌훌님 1 료를-~류

당 실에셔 수행한 주요 시철회 계장첼비 보수사항은 다읍과 같다

1. 조사후시험시설

(1) 수처리공정(Unit 2끄) Control Panel

주요기놓 : 액체 방사성 훌질 처장

및 이송

보수내용 : 왜위 제어장치와 온도치시 장치 고장수리

(2) Hotcell Stepping Motor Controller

주요기능 : 실험용 핵물질 운반 장치

보수내용 : Y확 Control Board 확훌 교체

(3) Motor Speed controller

추요기능 : 액체 혜기룰 이총모타 혹도 쩌l어

보수내용 : 제어회로 보수

(4) Hot cell cutting MlC Controller

추요기농 : 핵연료 쩔한장치 구풍모타 체어기

보수내용 : 제어스윗~1 쿄체

(5) Pool Eddy current 헤otor 체어 기

추요기놓 : 와류륙청 빛 실험

보수내용 : 천휴 체어 기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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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DIS Encoder 빛 Monitor

주요기능 : 분석힐험용 핵연료 수충확업 모니터탱

보수내용 : Encoder회로 빚 천원장치 고장수리

Cable 연결부분 이활 고장 수리

(7) Temperature Indicater

주요기능 : Pool 수충올도 지시

보수내용 : 구풍 장치 고장수리

(8) Temperature Indicator

추요기능 : Pool 온도륙청

보수내용 : Indicator Moving coil 교체

(9) Level Indicator

추요기눔 : 핵휘 지시

보수내용 : P/I Converter 부륭 고창 추리

(10) Temperature Indicator TI 32

추요기농 : 용액 윤도혹청 빛 지시

보수내용 : Coverter 수리

(11) Flow Indicator FI 41

주요기능 : 휴향 혹청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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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내용 : Signal Transmitter 고장수리

(12) Temperature Indicator and Warning TIW 91

주요기농 : 핵위온도 빚 경고신효 발신

보수내용 : Converter 및 Span 회로 조갱

(13) Level Alarm LA-50-30

추요기능 : 액위 경보신호 발신

보수내용 : 신호 발신소차 교체

벌 칙휴천훤 단차 교체

(14) Level Order LO 30-2

추요기놓 : 용액의 Level 젤챙처 표시

보수내용 : 발팡신효 소자 교체

(15) Level Indicator L1 31

추요기농 : 핵위 혹청치 표시

보수내용 : Transmitter 고장수리

(16) Electronic Manual Remote Controller

추요기놓 : Control Valve 체어

보수내용 : control 회로 한자 불량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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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요내용 : 핵연료 수충 분해 관찰

보수내용 : 견원 Cable 이탈 빚 Encoder 회로 고장수리

(18) Pressure Switch PW 302‘ 2

추요기눔 : 젤청초과 압혁 경보신호 발신

보수내용 : Limitting Lever 교체

(19) Level Measurement Device Ll 60-2

추요기능 : 핵위혹청 빚 표시

보수내용 : PII Converter 고장수리

(20) Pressure Gauge PI 102-1

추요기놓 : 압력표시

보수내용 : 계기 불량 교쳐l

(21) Pressure Alarm PA 10-1

추요기눔 : 쩔청초과 압력 경고

추요기놓 : Alann 소차 불량 교쳐l

(22) Temperature Indicator TI 60-1

추요기농 : 액위 용도 표시

보수내용 : Converter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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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Pump Motor M402

추요기능 : 핵체 예기률 펌핑

보수내용 : 천원 쩔환 계천기 교체

(24) Pressure Transmitter

주요기능 : PII 변환 착용

보수내용 : 변환기 불량소자 교체

(25) Pressure Switch PW 201-1

추요기능 : 압혁 초파 경보신효 발신

보수배용 : 발신소자 물량교체

(26) Level Recorder 장치

추요기능 : 핵위 표시

보수내용 : P/I Converter 꽉품 교체

(30) Solenoid Valve

추요가놓 : 핵쩨 이송로 캐혜

보수내용 : 솔레노야드 불량 교체

(31) Level Alarm LA 40-201

추요가능 : 핵위 경보신호 발신

보수내용 : 발신소자 교체

(32) Level Warning LW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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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기능 : DIP 챔수경보신호 발신

보수내용 : 발신장치 보수

(33) Level Alarm LA 90-1

주요키놓 : 상한때위 청보신호 발신

보수내용 : 발신장치 수리

(32) Level Indication LIW 90-1

추요기능 : 액위혹청 및 Warning 신호 발신

보수내용 : Transmitter 수리

(33) Level Indication LIW 95-2

주요기능 : 핵휘혹청 빚 Warning 신호 발선

보수내용 : Transmitter 수리

(34) DP Transmitter LIW 90-1

추요기놓 : 왜위혹청

보수내용 : 앵챔조청획로 고장수리

(35) Temperature Indication and Warning TIW 90

추요기눔 : 액위윤도 혹청 및 Warning 신호발신

보수내용 : 경보신호장치 보수

(36) Pneumatic Valve PV 133

추요기능 : Valve 캐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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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내용 : 리비료 스위치 보수

2. 방사성혜기물쳐리시설

(1) Pressure Transmitter PIC 11

추요기 놓 : Signalling

보수내용 : 발신장치 수리

(2) R/I Converter TIA 30

추요기능 : RlI Converting Signal 벌선

보수내용 : 변환기 고장수리 밀 교. 보청

(3) Motor Pump PI02

주요기능 : 용핵 이총

보수내용 : 제어장치 부홈 교체

(4) Density Transmitter DR-20

추요가농 : 용액밀도 확청 빚 기확

보수내용 : PII 변환기 고장수리

(5) Solenoid Valve SV302

추요기능 : 액체이총로 개혜

보수내용 : Limitter 소차 고장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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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larm Unit LAII-Z

주요기놓 : Level Alann 선호 밥신

보수내용 : 발신장치 고장수리

(7) Temperature Indicator TI 50-2

주요기놓 : 액체용도 표시

보수내용 : 계기 풍확 불향

(8) Pressure Transmitter PIC 11

주요기능 : Steam 압력표시 및 제어

보수내용 : PII Converter 고장수리

(9) Density Transmitter DR-30

주요기능 : 혜수벌도 확청

보수내용 : Converter Span회로 보수

(10) Temperature Indicator TI 40

주요기놓 : 온도혹청 및 지시

보수내용 : 천원창치 고장수리

(11) DP Transmitter LR 11-2

추요71 놓 : 차압비혀1 천휴신효 발신

보수내용 : 천원공급 고장수리

(12) Temperature Indicator Tl 60-1

추요기능 : 핵위 몰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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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내용 : 신호 변환기 수리

(13) Level Warning LW 32

추요기능 : 핵위 경보신효 발신

보수내용 : 발신소자 교체

(14) DP pressure Switch LA 11-2

추요기놓 : 차합 천휴신호 발신

보수내용 : 칙휴 전원회로 고장 수리

3. 방사성고확혜기물시험시설

(1) Switching Relay LO 30-1

추요키농 : 경보신호 쩔환

보수내용 : 발신장치 수리

(2) Pressure Hi방1 Alal1D

추요기능 : 압력효과 경보 선호 발선

보수내용 : 계기 채조청

(3) Level Transmitter L1-319

추요기눔 : 핵위 혹청 맺 표시

보수내용 : 천원 회로 후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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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evel Transmitter LT-316

추요기능 : 왜위 륙청 빚 표시

보수내용 : PII Converter 보수

(5) Level Hi양1 Alarm LSH-317

주요기능 : 액위 상한차 경보신호 발신

보수내용 : 채 교보청

(6) Level Hi따1 Alarm LSH-318

추요기농 : 액위 상한~l 경보신호 발선

보수내용 : Relay 소차 교환

(7) Level Hi방1 Alarm LSH-319

추요기능 : 액위 상한치 경보신호 발신

보수내용 : Span 채 초청

(8) Level Indicator LI-315

추요기놓 : 핵위 표시

보수내용 : P/I Converter 보수

(9) Level Indicator LI-318

추요기능 : 때휘 표시

보수내용 : 계기 채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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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evel Indicator LI-319

주요기놓 : 핵위 표시

보수내용 : Air Purge 조청

(11) Level Indicator L1-320

추요기농 : 핵위 표시

보수내용 : Span 채 조청

(12) Temperature Indicator TI-316

추요71농 : 빽l기용때 올도표시

보수내용 : R/I 변환기 회로 초청

(13) Pressure Hi방1 Alann PDSH-127

추요기놓 : 압력 상한치 경보신호 발신

보수내용 : 계기 채 조청

(14) Pressure Hi방1 Alann PDSH-130

추요기농 : 압력 상한치 경보신호 벌신

보수내용 : Span 채 조청

4. 중수로핵연료생협가공시생

(1) Recorder Controller Null 12-6R-X

추요기눔 : 부압쩌l어 및 기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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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내용 : P-I Control Mode 창치 보수

(2) Pneumatic Transmitter NDP 44Y-1122-7

추요기능 : D/P-천튜 변환

보수내용 : Span획로 보수

(3) Damper Controller

추요기눔 : 입력 공조량 쪼쩔

보수내용 : 키기 입툴력에 따롤 Positioner 조청

5. 노외실중시험시첩

(1) DIP Electronic Transmitter FBC 40

추요기능 : D/P-천휴 변환

보수내용 : Conversion회로 고장수리

(2) Temperature Recorder Controller

추요기능 : 온도혹청， 기혹 빚 제어

보수내용 : 온도-천압 변환장치 수리

(3) Temperature Recorder Controller

추요키놓 : 옴도혹청， 기확 및 제어

보수내용 : 흘도-천압 벌환장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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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에 보수작업율 수행한 천차장비는 다용과 갈다.

(1) 에ultich뻐nel Analyzer, Model 8100

제작회사 : Canberra, U.S.A.

충 상 : 화면풍좌불량

고장수리 : Amplifier Unit 고장

소요시찬 : 9 시간

(2) Chemical Balance , PC 8000-82

제확회사 : Mettler Instrument AG, Switzerland

중 상:동학상태불향

고장수리 : Converting 회로고장

소요시간 : 12 시간

(3) Omni Graphic X-Y Recorder, 2000

제작회사 : Houston Instrument , U.S.A.

충 상: X혹풍작불량

고장수러 : Amplifier Unit 고장

소요시간 : 9 시깐

(4) Peristalic Pump

제작회사 : Gilson, Fr뻐ce

층 상:작똥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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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리 : Control Unit 고장

소요시간 : 12 시칸

(5) pH Meter, 410

제작회사 : Fischer, U.S.A.

층 상:풍작상태불량

고장수리 : OP Amp 및 켄원장치 고장

소요시간 : 6 시간

(6) Omni Graphic X-Y Recorder , 2000

제작회사 : Houston Instrument, U.S.A

중 상 : Y혹 풍작룰방

고장수리 : 천원 Unit 고장

소요시간 : 10 시칸

(7) Multichannel Analyzer, Model 8100

제확회사 : Canberra. U.S.A.

충 상 : 화변동작불놓

고장수리 : 쩨어회로 고장

소요시간 : 9 시간

(8) Carbon Analizer

제작회사 :

중 상 : Counting Speed 불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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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리 : Counter Unit 고장

소요시간 : 12 시간

(9) Infrared Analyzer

체확획사 : Tacllssel, France

충 상 : Counting 안휩

고장수리 : 천원장치 고장

소요시간 : 10 시간

(10) I.R. Spectrophotometer, 4230 IR

제확회사 : Beckmam. U.S.A.

충 상 : 파장혹청 비청상

고장수리 : 충폭회로소차 파손

소요시간 : 6 시간

(11) Flameless A‘ A. Spectrophotometer

쩨확회사 : Alein ,Australia

총 상: POT 작풍불향

고장수리 : Control Unit 고장

소요시간 : 10 시간

(12) VG Quadrapole 뻐5S Spectrometer

제짜회사 :

충 상 : 확풍이 천혀 안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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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수리 : ( 가) Transfo:rmer 소실

(나) 천원장치고장

소요시간 : 10 시간

(13) Infrared Spectrophotometer

채착회사 : Perkin Elmer, France

층 상:확통불놓

고장수리 : ( 가) 천원장치 고장

( 나) Teo Unit 고장

소요시간 : 9 시간

(14) Electronic Balancer, PC-8000

제착회사: Mettler, France

총 상: 치시치가 나타나지 않융

고장수리 : ( 가) Drive Unit 고장

(나) 천원회로 고장

소요시간: 10 시깐

(15) Multimeter 23

제작회사 : FLUKE , U.S.A.

종 상 : 천압 표시 안휩

고장수리 : Display Drive Unit 고장

소요시간 : 6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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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뼈F

제확회사: Diano Corporation. U.S.A.

중 상: 동확상태 불량

고장수리: Control 회로 고장

소요시간: 4 시깐

(17) PH Monitor

제작회사: Beckman, U.S.A.

중 상:확풍불량

고창수리 : Converter 고장

소요시간: 10 시간

(18) Spectrophotometer

제확회사: Varian , Australia

충 상:착똥물량

고장수리 : ( 카) Display 한 고장

( 나) Hi양1 Voltagel 희로 고장

(다) Current Amplifier Unit 고장

소요시간: 8 시간

(19) Emission Spectrography

제작회사: Camaca, France

충 상: 오동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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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리: 춤기와 약품에 의한 뿌풀손상

소요시간: 10 시간

(20) Speed Controller, TR9020

제학획사:

중 상: Speed Control 동착 않휩

고장수리: Drive Unit

소요시간: 10 시간

(21) LVDT Conditioner

제확회 사: Tacussel , Fr，따lee

충 상: 오풍확

고장수리: 약품요로 인한 꽉폼손상

소요시간: 9 시간

(22) Infra-red Spectrometer, 4230

제작회사: Bec뼈an ， U.S.A.

충 상:착통불량

고장수리: (가) PM Tube 성놓 저하

( 나) Pre-Amplifier 고장

소요시간: 12 시간

(23) Electronic Microscope

제확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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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상: Lens 조명 않됨.

고장수리: 천원획로

소요시간: 10 시간

(24) XY Recorder

제확회사: Beckman , U.S.A.

충 상: X 혹통좌안휩

고장수리 : Drive Unit

소요시간: 8 시간

(25) VG Quadrapole Mass Spectrometer

제작회사:

중 상: Recording 불량

고장수리 : Drive Unit

소요시간: 10 시간

(26) Furnace Controller

체좌회사: Sybron Thennolyne , Australia

충 상: 은도조쩔 불놓

고장수리:견류조쩔획로

소요시간: 12 시간

(27) Transceiver, PRC-3

제작회 사: K따( Jae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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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상: 총. 수신 불량과 캅몹빛 혼신

고장수리: (가) 변초회로

(나) 풍조획로

소요시간: 12 시간

(28) X,YRecorder, 뻐S

제학회사:

충 상:착홈불량

고장수리 : Power Unit

소요시간: 4 시간

(29) Infrared Analyzer

제작회사:

총 상: 잡홈발생

고장수리: 입력 충폭단

소요시간: 12 시칸

(30) Electronic Recorder, PD 265

제확획사: Sefram, France

충 상: Motor 풍확물량

고장수리 : Drive Unit

소요시간: 4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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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Quadraple Mass Spectrometer

쳐l확획사:

충 상: 동착 천혀 않휩

고장수리 : Memory Unit 잊 ALU

소요시간: 10 시깐

(32) Multichannel Analyzer, Model 8100

제좌회사 : C뻐berra. U.S.A.

총 상 : 화변동확불놓

고장수리 : 캔류 제어회로 고장

(33) l.R. Spectrometer

채확회사: Safas , Monaco ‘

충 상: 따장혹청 불량

고장수리 : Comparator Unit

소요시간: 8 시간

(34) Speed Controller System, TR 9020

제작회사: 에inaril‘ Electronic, U.S.A

증 상: Speed Control 풍작불량

고장수리 : SCR Unit

소요시간: 1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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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lectronic Recorder Inspection Photometer

제착회사:

충 상: Oscillation 발생

고장tnfl: Noise Filter 회로

소요시간: 10 시간

(36) PH Monitor

제작회사: Beckman, U.S.A.

충 상: PH 확청이 않휩

고장수리: OP Amp. 단

소요시간: 10 시간

(37) P-COD Clip Gage Amplifier, 3200

제작회사: Capaciter, Inc. , U.S.A.

총 상: 착풍않훨

고장수리 : Interface 및 Converter 회로

소요시찬: 12 시간

(38) VG Quadraple Mass Computer

체확획사:

충 상:착풍않휩

고장수리 : Dpc Counter 밀 Control Unit

소요시간: 10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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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뼈F

제작회사:

충 상: 비청장쩍연 풍작

고장수리 : CTHV Unit

소요시간: 20 시깐

(40) Transceiver(3 대)

제팍획사 : Kuk-Jae , Korea

충 상 : 송.수신 않됨

고장수리 : (가) 고추파 발진회로

(나) 활력한

(다) IFT 충확탄

소요시간 : 16 사칸

(41) Lux meter. 3281

제작회사 : Yokogawa , Japan

충 상 : Lux값이 나타나지 않륨

고창원연 : photo cell Unit

소요시간 : 6 시간

(42) Optical Pyrometer

제확회사 : Smobo, Switzerland

충 상:작풍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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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리 : ( 가) Moving Coil

( 나) Drive Unit

소요시간 : 10 시간

(43) Electronic Controller

제좌회사 :

중 상 : 제어기능 불량

고장수리 : ( 가) Drive Unit

〈나)전원회로

소요시간 : 10 시간

(44) Spectroscope Amplifier, TT 100

제확회사 : Tacussel , France

충 상 : 동확상태불량

고장수리 : BOP Amplifier

소요시간 : 10 시간

(45) Process timer H3BF-8

제작회사 : Shulemberg, Fr없Ice

층 상 : Setting 기놓 마버

고장수리 : Count Unit

소요시간 : 7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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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ddy current tester, IC-5060

제확회사 : licence CEA , France

중 상 : 작동상태불량

고장수리 : ( 가) Connector unit

( 나) Amplifier unit

소요시간 : 10 시간

(47) UV Spectrophotometer

체확회사 :

중 상 : Violet fUOttion에셔 작동안훨

고장수리 : ( 가) Optics arrangement Unit

(나) Current control unit

소요시간 : 10 시간

(48) 뼈F

제학회사 : Diana Corporation , U.S.A.

중 상:확동불량

고장수리 : (가) ReT 제어장치

(나) 천원참치

소요시간 : 17 시간

(49) Inorganic mass spectrometer

제좌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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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상 : Recording 물량

소요시간 : 12 시간

(50) I.R. Spectrometer

제작회사 : Safas, Monaco

중 상 : 파참혹청 비정상

고장수리 : TOF 충폭획 로

소요시간 : 9 시깐

(51) X-Y Recorder, RE-0089

쳐I확회사 : Allen, U.S.A

중 상: X혹풍착안휩

고장수리 : output Drive탄

소요시간 : 10 시간

(52) UV Spectrometer

제작회사 : Tacussel, Fr하lce

충 상: 작풍불량

고장수리 : Amp 및 Drive탄

소요시간 : 14 시간

(53) Auto-Balance, PL200

제확획사 : Mttler, Fr，뻐ce

충 상 : 청상확동안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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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수리 : ( 가) Tension spring Box

( 나) Display unit

소요시간 : 14 시간

(54) Automatic Buret

제확회사 : Tacussel, France

충 상 : 천혀 동착 한함

고장수러 : 센ain Amp Unit

소요시간 : 12 시간

(55) Tr삐ceiver ， PRC-3

체확회사 : KukJae , Korea

총 상 : 수신불량

고장수리 : 훌력탄

소요시간 : 8 시간

(56) Emission 6ra양i

쩌1확회사 : Technal, U.S.A

충 상:오동확

고장수리 : RGT Main board

소요시간 : 12 시간

(57) Digital Multimeter

제작회사 : Hewlett-packard ,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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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6 시간

(62) Gas Chromatography , M-2100

제작회사 : Varian , Australia

충 상:작동물량

고장수리 : CCR Unit

소요시간 : 16 시간

(63) Omniscribe Recorder

제작회사 :

중 상:확동안휩

고장수리 : 정류획로

소요시간 : 12 시간

(64) Pulse Generator, PG-505

제작회사 : RCA , U.S.A

종 상 : Pulse 률력이 안나융

고장수리 : Wave Shaping 회로

소요시간 : 18 시간

(65) Analog Multimeter, CX-505I1

제착회사 : Sanwa , Japan

중 상 : 천압혹청 안훨

고장수리 : DR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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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8 시간

(66) Multichannel Analyzer, 에odel 8100

제착회사 : Canberra. U.S.A.

종 상:동착불농

고장수리 : EBG Signal 체어판

소요시간 : 14 시깐

(67) Optical Pyrometer

처l확회사 : Srnibo , Switzerland

중 상:오동확

고장수리 : ( 가) Gauge Drive Unit

(나) OT Amp.

소요시간 : 10 시간

(68) Balancer Bridge Amplifier

제확회사 : Edinson , U.S.A

충 상 : 평형이 안휩

고장수리 : D-F 회로

소요시간 : 14 시간

(69) Transceiver Battery Charger

제확회사 : Jeil Elec. Co.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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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 : 충천상태 불량

고장수리 : 청류탄

소요시칸 : 12 시간

(70) Optical Pyrometer

제작회사 : Smibo , Switzerland

충 상: 오통확

고창수리 : (가) SGR Sig 체어단

소요시간 : 9 시깐

(71) Speed Controller System, TR 9020

제확회사 : Minarik Electronic, U.S.A

충 상 : Speed Control 동확툴량

고장수리 : 따’G 쳐1어회로

소요시간 : 9 시간

(72) Multichannel Analyzer, Model 8100

제확획사 : Canberra. U.S.A.

중 상: 풍확불놓

고장수리 : Sig H1’ 체어기

소요시간 : 14 시깐

(73) Balancer Bridge Amplifier

져l좌회사 : Edinso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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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 : 혐형이 안훨

고장수리 : BOC 제어단

소요시간 : 14 시깐

(74) Electro Buret

제작회사 : Tacussel, France

충 상:동착안훨

고장수리 : VOP 제어단

소요시칸 : 14 시간

(75) Speed Controller System, TR 9020

제착회사 : Minarik Electronic , U.S.A

충 상 : Speed Control 흉작불량

고장수리 : TRIAC Control 회로

소요시간 : 12 시간

(76) Transceiver Battery Charger

체확회사 : Jeil Elec. Co. , Korea

충 상 : 충천상태 불량

고장수리 : 청휴탄

소요시간 : 10 셔칸

(77) Spectrum Analyzer

제작회사 : Camaca ,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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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상 : 오풍착

고장수리 : ORT Drive단

소요시간 : 18 시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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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요 잊 충요성

조사후 시험시성， 방사성폐기물처리시셜 빚 핵연료가공시설

같윤 주요 핵시젤의 효율책 훈명과 안천생율 휘해셔는 각총 계기의

청확성파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합윤 채폰합 여치가 없다.

계혹기논 사용조건이나 환경조건 포는 제확후외 시간경과에

따라 그 구조나 재질의 변화롤 훌래하며 먼지， 톱， 후식 기타 외환로

팍터의 명향에 의해 계륙장비외 신호발신기， 수신키 또는 중간배션，

배관 기타의 계창설바 구성꽉분에 키놓 변확롤 발생한다. 이러한

사항률이 계기의 지시오차 또는 히스테리시스 변흉으로 나타난다.

계혹기불 사용할 때 계혹캘과외 신회성율 확보하키 휘해셔도 계혹기톨

신뢰할 만한 상태로 유지보천하고， 또 이 계혹기에 해해 책정하게

명가할 수 었도확 해루기 휘해셔 챙기쩍으로 혹혼 필요에 따라 그

성능율 시험하고 가농하면 교청해 툴 필요가 있다.

2. 학업수행수칙

계기의 교.보챔율 위해 수햄하여야 합 확업사항융 기슐하면 다융과

같다. (1) 계혹기외 시험쿄청 또는 보청혼 채혹기외 보건관리면에셔

매우 충요 한 착업사함으로 륙청한 계기벌로 견탐차톨 청해 루어야

한다. (2) 쿄. 보청에 관한 규청율 확생하여 비치하고 어떤 갱우에

실시해야 하는가 또는 청기쩍， i휴정기책(수시，임시 퉁)요로 월시해야

하는가 하는 좌업수행 요명및 방식율 계기외 롭성벌로 분휴하여 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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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한다

(3) 시험교정율 위한 철버는 척정한 장소에 젤치 운용퇴어야 하며

소내의 이용도및 외인의 이용가놓성 척부훌 고려빼셔 선청하며 그

쪼칙의 규모， 설비의 청도， 인원， 시험검충외 수훈 동율 기슐척입장파

경제척인 확변에셔 검토하여 프핸트의 공청큐모에 척청한 법위에

루어야 한다. (4) 계혹기외 청밀도는 사용되는 풍청회 운천조건에

합당한 청확도 및 경제성옳 고려하여 큐쩍과 사양훌 청하는 것이

풍요하며 시험， 교.보청에 대해 수행된 사항율 계기검사성쩍셔에 기혹

비치하고 이에 대한 작업표준 및 쳐리기출율 청해루어야 환다. (5)

오차의 총휴나 정도훌 세분하여 검사하고 사용방법 및 초건에 따라

륙정오하， 한톡오차 충 이폰책오로 발생하는 오차와 i휴챙기책으로

불시에 발생하는 오차로 환류하여 고찰활 훨요가 었다. 오차충

초청에 의해셔 감소시킬 수 있는 사항과 보청에 외빼 확도훌 높여

이용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교청표톨 작생활 때에는 초청가놓한

환분과 부청오차툴 셰밀하게 검사성책셔에 '1흡해야 한다. (6)

시험교청의 조건과 사용조건， 환경조건 동의 테이화 기확(작업장외

조건， 년월일， 시험생책， 사용흰 시험설비， 시혐차외 이를 퉁)훌

고청훤 계기 대장에 명확히 기혹하고 그 카드외 청리， 보관에

유의해야 한다.

3. 교.보정 방법.

가. 압력 빚 차압계기의 교챙.

압력계 및 차압계외 교정법운 가창 기본척인 비교 혹갱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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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훈계기와 피교청계기 간의 지시값율 비쿄합흐로셔 n1교 청계기외

현화훌 수청할 수 있으며 식으로 표시하면 압혁계띤 경우 PI :: PZ

이며， 차압계인 경우 δP = PI - P2 로 나타낸다.

압력 빚 차압 스휘치 종류외 버교 교쟁법몰 우션 표훈계기외

압력율 공기압조철기로셔 셜청한 후 피교청 압력 스휘치외 풍확챙율

가변하여 표훈 계기의 압혁 치시치와 일치하였옳 때 교청값이 되며 이

때 파이훗드 램표의 캠풍 확띤으로셔 알 수 었다. 압혁스휘:l1 빚

차압스위치의 교청값율 식으로 표시하면 각기 SP=PI파 8P=PI-P2=SP

와 감다.

다. 천차식 부효천송기 (Electronic Transmitter)

공청계륙용으로 많아 사용되는 건자식 l휴효천종기는 일청한

기훈압력 에 대한 차압외 르기에 비해하는 천휴톨 생생하는

차압대켠휴 변환기블 말확 는 것으로 천휴핸혼 보용 4 - 20 뼈를

사용하고 있다 • 천송기 내부외 압력 강저소차인 다이아프햄 (

Diaphragm )에 인가되는 화압혼 기훈합력이 대기합 이면

상대압이라하고， 어느 확청한 꽉위의 져기압율 기훈으로 하면 철대압

이라 한다.

라. 처항 - 견휴변환기 (RlI Converter)

혼도확청율 위해 사용되며 몰도감치소차로는 빼큼율 이용한

RTD로셔 몰도변화에 따용 처함치 변화훌 입혁신효로 사용한다.

훌혁운 천휴의 크기로 변환되는 것으로셔 캔자획로로 되어 있다.

-75-



입력회‘로에 올도혹청 범위에 해당하는 져항치톨 시률레이션시컵으로셔

훌혁천휴가 4 - 20n따가 되도확 초청한다. 뼈패는 명혐초청회로의

포탠쇼미터 로 조청하고 2뼈A는 경찬회로에셔 초청되어야 한다. 이때

4mA는 0%값율 지시 하고 201매눈 100%톨 치시하도혹 해야 한다.

마. 공기압 및 천휴뿌호-공71압부호 변환 포지쇼녀

(1) 공기압 제어 밸브의 스트확흐

공청 제어루프충 최총 조작창치의 하나인 제어뺑브는

체어욕성에 따라 ON , OFF , Equal percentage , linear 행태로 환휴되며

대부분의 경우 조절기로 부터 공기신호툴 받아 이 신호에 대용하는

구동혹의 위치 혹온 각도 툴 컬청하는 풍혁벌생창치로셔 구초는

책막식과 피스몬식으로 구툴되며 초기 상태로 환핸하'1 위한 힘외

반벌스프링 유쭈에 따라셔도 구분활 수 있다. 제어계와 초확단으로

질용화되어 있는 것에는 여러가지가 었으며 각착외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약 70%여상율 차치하고 있는 것이

공기작통 조철변이다. 조캘변운 항상 가혹한 상황 아래에 쭈는데，

획악의 경우에는 나쁜 분위기 축에셔 고온， 고합， 뿌식성이 샘한

유체롤 제어하치 않으면 안된다. 획문에 제어밸브는 스프링율 사용환

격막식 조청장치가 대휴훈으로셔 객확식 초청장치는 0.2-1. 0.뼈lern.의

조작 풍기압에 대용하여 초확단이 천후 옐리는 힘치에셔 천부 밭회논

위치까지 홈칙일 수 있도혹 설계되어 있으며 초확 풍치압이 충가하며

구동혹이 아래로 내려오는 청착동행이 대부분이며， 반대로 구동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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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올라가는 역착통행으로 되는 것도 있어 공청체어외 용도에 따타

사용된다. 혹수한 공청제어에 있어셔 청좌동 밸브는 사용하느냐，

역착풍밸브륨 사용하느냐 하는것윤 공청협계에 있어서 매우 풍요한 월

아다‘ 록， 톨발사고로 인하여 콩장의 통혁웰이 천환 단쩔되었율 때

제어밸브가 어핸 위치에 있어야 안천한 가훌 고혀하여 션핵한다.

청동좌형 격막식 조확장치외 상꽉에 위치한 쩍막혼 보용 생유훨울 혼합한

합성고푸의 고쭈막으로셔 위확에 압혁이 가해지면 구풍혹을 아래로 쩍압하는

힘이 생기며 이 힘이 스프링과 혐형되는 휘처까치 구통혹율 홈칙여 줌으로

그 변위는 공기압의 크기로셔 훨청되며， 격따외 유효면척율 크게할수확 공기

용량에 의한 시간치연이 크므로 비례요소만율 생각할 수 없다. 또， 쩍막의

코기에는 한계가 었으므로 초확한에 륜 반발혁이 훨요활 때놈 밸브 포지쇼너

흩 부확하여 사용한다.

(2) 공기압 밸브 포지쇼녀.

밸브포치쇼녀는 공기혀 조쩔 창~l에 불여 뱉브혹에 확용하는 마찰

력이나 조작단에 작용하는 반발력율 이겨 뱉브혹율 공기압획 르기에 버례

하는 위치에 고청시키는 장치로셔 조확 장치외 륙생 (hysterisis )융 깨션

할 때 쓰이며 스프댐율 사용하지 않는 초확장치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변팎 팽형식 밸브. 포지쇼녀의 훤리는 버혜 풍착의 피이드-뼈 밤씩파 풍일한

것으로 그 구성은 구동혹외 위치활 피어드-뼈시켜 파이훗드 밸브.톨 풍확시

흰 다옴 보조 공기원에셔 압혁율 조착 장치에 도입시키눈 일총외 공기 충폭

기이다. 따라셔 조착 공기압에 구동혹의 위치가 조확 공기압의 크기에 비

례하도혹 위치롤 변화시키며 밸브 포치션외 흡징흩 아래와 활다.

-77-



(가) 밟올 체어 법위에 컬쳐 청확한 제어툴 할 수 있다.

(나) 대구경 밸브인 경우 커다한 조작혁옳 훨요로 하고 쩍따 칙경이 크게

되므로 조좌 속도가 지연되논 것율 방지한다.

(다) 조쩔기외 훌혁 신효와 밸브 컨혜， 천개시외 합력이 다혼 갱우 사용

한다-

(라) 한대의 초철기로셔 2대 이상의 제어 밸브를 톨활 눈급 범위 (split

range)에셔 공흉 사용한다.

(마) 조절변의 동작 욕성율 향상시키고 변봉 ( 변봉t valve stem )외 위

치롤 청확히 조철기의 훌력천휴 신호에 대용시힌다.

(바) 초컬기 툴력 천휴신호의 빠를 변화에 대해셔도 변위톨착으로 용답

한다-

(사) 조컬장치외 폭생률 개션할 때 사용한다.

위와 갈운 공기압 밸브 포지쇼녀의 쿄. 보청 기훈치는 표4-1파 칼으며 천

류신호-공기압 신호변환 포치쇼녀의 경우는 입혁천휴신호에 따혼 천차척의

셰기에 따라 파이룻드 밸브 혹몰 노률과 레버 사이에 간쩍 초청훌 체어하

나 원리책으로는 풍기직 포지쇼녀와 동월하다.

표 4-1. 배율5외 포지쇼녀후 제어밸브외 입훌혁 기훈치

입력천휴 신호풍기압 포지쇼녀 (DA) 제 어 밸 브 (RA)
(빼) (K) 훌혁공기합( kg/em· )

4 0.2 1.0 full open
8 0.4 2.0 75엉

12 0.6 3.0 50%
16 0.8 4.0 25%
20 1.0 5.0 full cl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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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업용 압력 기계.

산업시설에셔의 공청제어툴 위한 압혁 및 차압감치용 기기률올

장기 간 사용으로 압력-변위 변환의 반북쩍인 쩔파로 인한 기계쩍인

피로로 계기 에 지시된 혹청값운 진치와의 현차툴 유벌하게 되며

이러한 오차값이 전 공청에셔 활때 각 계기톨외 오차외 누책으로

발미암아 최종 훌력한의 품질보 충변에 었어 많흘 명향율 초래하게

훤다. 대뿌분의 이러한 계기률흔 표출계71 와의 상대값 비교혹청으로셔

교.보청이 가눔하다.

(1) 명챔조청 (Zero Adjustment)

청기쩍인 압력지시 혹올 신호발신 기기를외 교. 보청율 위해

일차책 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올 명챔초청으로 크게 기계쩍， 천자척

조정으로 구분 활 수 있으며 천자는 압력-변해 변환율 위한 대표쩍인

감소소자인 브르돈관 혹을 렐로우즈관 풍외 기계객인 메카니춤에 대한

명청조청 이며 후자는 일차 압혁감지 소자에 외한 휘 ~l현차 신호룰

천키쩍인 신효로 변환하는 청천용량의 회로청수 가변소훌 입혁으로

하는 휘이트스본브릿치 명형회로인 가변져항 포뺀 시오메터외

형챔초청과 놓종소자의 외뿌 천훨천압외 일청값 휴치조갱에 외해서

결청된다.

위 사항외 이러한 명챔오차눈 켠 혹청법휘에셔 월청하케

나타나며 진체와 륙청치획 최초 형챔에셔 시확 되는 45 。 기훌기획

정상팍션에셔 상， 하로 현차 오차값율 갖는다. 예로서 이러한

피혹청계기의 컬함운 압력계획 경우 압력감지 소차와 치시바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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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앤터의 연결선의 충섬 며소현차에 기인되며 이 청우 01 소 이동혐의

변경 으로 보청이 가눔하다.

(2) 경찬조청 (Span Adjustment)

각종 계기률의 명챔초청후 필연책으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간 오차는 콩기식， 전자식 압혁변환기외 청우 체배와

이륙도에 기앤되며 높혼 훌혁챔에셔 첨차 청상치와 론 폭외 오차치톨

갖는다. 폭히 71 훈 청상휴션 상，하부외 쩡간오차는 이륙외 불팽행 한

고처에 따라 결청되며 예로셔， 천차척 계기회 청추 OP햄프톨 사용한

충폭기능율 갖는 능동소차와 회로상외 충폭기의 갱화와 연확(Aging) 에

기인되며 이러한 경간에 대한 컬함의 경우 천차후홉의 교환이나

천차계 7\ 외뿌의 이륙쪼청 눔브.툴 셰벌하게 쩔청하므로 셔 해컬할 수

있으며 공가식 계기외 경우 기계책 압력 소차와 노를.폴레바회 훨형

힘천탑레버의 청밀한 초청으로 가놓하다.

(3) 비션협 조캠 (Nonlinearity Adjustment)

계기의 교.보청시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명청 및

경간조청 이 청립되어도 각현차( Angularity) 로 씬한 버칙선생 오차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차는 공기씩 계기외 갱우 기계척인 힘천달레버

구조에셔 수칙， 수혐의 각위치 현차에 기연회며， 천차씩 계기외

경우는 신호 천압 종확소차외 불량 혹은 외팍의 청쩍천압외 활안청한

천원겨1용에 의해셔 나타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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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보청 수햄내용

시셜외 계장셀바에셔 공청 계혹체어 계륭에 훨현흰 기기충에셔

금년에 쿄.보청이 수뺑흰 갯율 시쩔벌로 옐거하면 표 4-2, 표 4-3,

표 4-4 와 잡다.

표 4-2. 초사후시헝시컬 기기외 ~‘보청 혹륙

기기 명칭 헬 표시 통확법휘 버 고

Level Transmitter 212-Ll11.1 30-950 빼때 초갱범위

212-LI70.2 4,650-5,150

208-LIW9.1 0-1 ，αm

DIP Switch ZIZ-LWO 60.3 100 빼{때 톨착챔

2IZ-dPIA 10 0.8 bar

Pressure Switch 212-PW 101.2 4.5 bar

2I2-PO 401.1 6

212-PW 102.2 6

Pressure Gauge Z11-PI601.1 0-5 bar 풍확챔

211-PI552.1 0-5

211-PI502.3 0-4

211-PI552.3 0-4

212-PI101.1 0-10

212-PI501.1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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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방사성폐기물쳐러시철 기기외 교.보청 북혹

기기 명칭 및 표시 통확법위 비 고

Level Transmitter 231-LR 10.3 0-4500 빼때 조쩡범위

231-LR 11.3 0-4500

231-LR 12.3 0-4500

231-LR 20.3 0-5200

231-LR 21.3 0-5200

231-LR 22.3 0-5200

232-LR 30.3 0-2520

232-LR 40.3 0-2520

233-LRC 20.3 0-1220

233-LR 30.3 0-1360

233-LR 40.3 0-1530

233-LR 60.3 0-3430

233-LR 61.3 0-3430

234-L1 10.1 0-2250

234-L1 10.2 250-2250

234-L1 20.6 950-2450

Desity Transmitter 233-DR 30 150-1350 kg/m3 죠쩡범휘

233-DR 40 1000-1300

234-DR 20 10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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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의 계촉

기기 명칭 맞 표시 풍착범위 비 :i!‘

DIP switch 231-LA+10.1 4270 빼120 동학챔

231-LA-10.5 50

231-LA+11.1 4270

231-LA-ll.5 50

231-LA+12.1 4270

231-LA-12.5 50

231-LA-20.5 50

231-LA+21.1 5068

231-LAt22.1 5000

231-LI\-22.5 50

232-LA+30.1 2450

232-LW+31 50

232-LW+41 50

232-LAt40.1 2450

233-LA+60.1 3360

233-LA-60.5 100

233-LA+61.1 3360

233-LA-61.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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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의 계촉

키기 명청 빚 표시 통확범위 비 고

234-LI\+10.3 2200

234-LW+12 50

234-LW+23 50

241-LA+20.1 1300

241-LW+210 50

241-LW+212 50

241-LW+22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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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Hot Test Loop 꺼 기외 교. 보청 북확

Item Instrument Name , Input Output
No. Manufacturer, Use Range Range

1. Pump Seal Low Cooling N.A 35 psig
Water Flow, Flow switch ,
HWaey1nees: Pressure switch,

tron

2. Pressurizer Hi힐1 &Low 0-100엉 of Hi링1 : 55%
Liquid Level , Dift. hei양1t
Press. transmitter, 3-15 between Low . 5%.
psi out , F&P : Pressure pressunzer
switches , Wercoid level taps

3. Storage Tank Low Level , 0-100엉 of 5% of tank
Capacitance probe , phrobe active kuF‘yα‘I때”쐐Level-Tek ei링1t i링1t

4. Varidrive Low Oil Level , 0-100% of Sight glass
Capacitance probe , probe active low level
Level-Tek hei방1t mark

5. Varidrive Hi링1 Oil Temp. ’ N.A See logbook
Remote bulb type or
thermostat, Allen-Bradley Varidrive

Manual

6. Pump Seal Hi방1 Temp. , N.A See logbook
Inboard and outboard or pump
circuits , remote bulb documents
type temp. indicator
with setpoint, United
Electric

7. Pump Thrust Bearing Hi밍l N.A See logbook
Temp. , Thermocouple 뻐d or p뻐up

thermostat , Robert Shaw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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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방사성고화혜 71물시험시쩔 기기 교보청 륙혹

기 71 명청 빚 표시 쿄.보청 내용 버 고

Ten때erature Indicator TI-318 0-100 C 혼도범위

11-319 0‘ 100 C ”
TI-320 0-100 C ”

Level Hi양1 Alann LS-327 600 nil삐20 갱보확풍검

LS-328 500 DI뻐20 ”
Pressure Hi방1 Alarm PDSH-l14 0‘ 2Kglcm 혐프청치청

PDSH-127 O. 2Kglcm 0 ”
PDSH-128 O.2Kglc 메 O ”
PDSH-129 O. 2Kglc메 O ”
PDSH-130 0‘2Kglcm 0 ”
PDSH-131 O. 2Kglcm 0 ”
PDSH-157 O.2Kglcm 0 ”

Pressure Switch Low Alarm

PAL-141 0.4KglCm 갱보착훌챔

PAL-143 O.4Kg/Cm ”
풍합스위;tl FS-710 2 빼삐20 풍확혐

FS-710 2 삐삐20 ”
FS-7Z3 20배2，() "
PS-713 O빼삐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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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 5 흘훌 쳐1 .<s.추 및4 철훌 ~l

1. Drop-out Relay

Drop-out Relay는 Switching Pulse , 휴도생팍하외 ON-OFF 낙뢰，

단학회로， 정전사고 풍에 의해 발생되는 놓운 Transient , Noise 퉁이

천원선율 흉하여 장비로 입혁되는 것옳 방지하고 이와칼혼 현상에 외한

창버의 오풍착율 막아 추는 장치이다. 청천사고가 발생되면 DOR혼

일정시간 동안 천원공급올 치연시키고 천원이 안쩡되면 천원율 장버에

다시 풍급해 추는 장치이다.

가. Manual 꺼ode

(1) Set S/W S3 to Manual

(2) Main S/W Sl ON : Green Lamp ON

(3) Start S/W 52 ON : Relay Dl Energize

(4) 견휴카 Rl율 흉하여 Cl에 흉천

(5) Cl의 천압이 TRIAC Breakover 천압율(3ZV) 념어셔게 되면

이 천압윤 DIAG D6 툴 훌륭}여 방챈

(6) Cl외 천압혼 D5훌 용하여 TRIAC 외 Trigger ON 천압훌 유치

(7) TRIAcol ON 되면 TRIAC으로 천휴가 흐르므로 Relay DZ가

Energize 훨

(8) Relay D2 렵캠 1-2, 3-4, 5-6이 챔확

(9) 천원천합이 장비로 공급훨

(10) R5 , C3는 TRIAC 보호회로 밀 오홍확 방치용

(11) R3는 천휴 제한용

(12) Delay Tim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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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p
T =R1.Cl.ln(--------------) : 약 2.5 분

Ump - Udiac

where Ump: Main Peak Voltage

Udiac : DIAC Breakover Voltage

(13) Varister 1, 2,3,4 는 Main Line어l 칼이 률어오는 과도천압

빚 잡륨신호률 혀용할 수 있는 천합까치 체한 (에녀지툴 홉수

-100 Joule)

나. Automatic Mode

(1) Set S/W S3 to Automatic

(2) Main S/W Sl ON : Green Lamp ON

(3) Manual Mode와 풍작이 통얼

다. 사양

(1) 청쩍 115V ± 10% 60 Hz

(2) Relay Contact 16 A Resistive Load

6 A Inductive Load

(3) Fuses 10 A Slow Blow

Noise 빛 Transient 는 Normal Mode와 Comon Mode로 나타나며 Normal

Mode는 Live Line과 Neutral Line 칸의 Voltage 신호이며， COD뼈on 헤ode

Noise 및 Transient 는 Earth Line, Neutral Line 빚 Live Line 간외

천압신호이다.

; :::::::::::: 표 LN =t= 0

Con뼈on Mode

E ------------

Normal 센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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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rtal Monitor(청문오염 강시 기 )

가. 감시기 구생

Portal Monitor의 천자획로는 6개외 카운터 모률. 1개외 메인모률， 표시

장치， 입혁장치， 천원회로， 데이타버스 퉁으로 구생훤다.

카훈터 모률을 모부 6개가 사용되며 각 모률운 2개외 GM 카운터률 지원한

다. 카혼터 모률에셔는 GM 카훈터톨 동확시키기 위해 고천압율 발생시켜 공

급하고 16버트 이진카훈터홉 사용하여 GM 카훌터에서 훌력흰 혈스수훌 미리

청한 시간동안 계수하여 메인모툴에 천총한다.

메인모률흘 데이타 버스툴 흉해 6개의 카훈터 모률율 제어하여 GM 카훈터

외 훨스률 계수케하고 혹청한 데이타률 총합하고 쳐리하여 그 쩔과훌 표시

창치훌 풍해 훌력하는 기놓율 탐항한다.

표사장치는 시스햄의 종학상태 및 혹청쩔과톨 표시하기 힘한 것으로 6캐

의 랩프와 11개외 LED , 경보장치로 구성흰다. 11깨외 LED는 G에카운터와 1대

1로 대용되고 실쭈옛 형태로 때치되어 오염 벌 고창환휘훌 표시한다.

입력장치는 LCD와 키보드로 구생되며 성청값 변갱 및 기능시험율 위해 사

용한다.

(1) 카운터 모률

차운터모톨혼 아래 그힘 5-1 과 칼이 후개회 aM 카운터 채낼， 고천압발생

획로 및 현재외 공급천압훌 훌}고 쩨어하놈폐 훨요한 ADC와 다치활

가변져항， 천자 회로 빚 고천압발생회로애 훨요.한 천훤율 공급하기 휘한

천훤획로， 때인 모률과 연컬하꺼 뀌한 RS-4ZZ 인터쩨이스획로. 메인

모률로환터 천송흰 명혐옳 해척하고 질행하기 휘한 마이크로프로셰셔로

구성된다. 마이크로프로세서로 인탤사외 i8751 톨 사용하였다. 18751는

-89-



제어천용으로 개발흰 8버를 One-chip 마이크로프로세서로서 내부에 프로그

램율 져창할 수 있는 EPRO꺼 (4k바이르) , 데이타 져장 빚 스택용외 S뻐에

(128바이르) , 인터험료 잊 타이머 기농， 24비로외 뱅벌 입훌혁포트， 어드레

스 인식기눔옳 갖훈 칙혈입를혁포를. 풍률 갖고 있다.

(가)신호청행회로

GM 휴브에 외한 {3, r 션원외 캠훌흔 훨스햄태로 훌핵되며 이를 디지활

카훌터획로.에 외해 계수하기 휘해셔논 t.l치활신호로 변환해 추어야 한다.

이톨 위한 회로가 신호청행회로로서 단안청 뭘티바이브혜이터로 되어

있다.

(나) 카운터회로

카훌터회로는 8비료 Z친 카훈터 2캐톨 초합한 16비를 2친카훈터로셔

-----------------------------------------------------

G센 휴브 •-H 신호정형 H 카훈터 | H 어드레스
디로팀

마이효로

GM 휴브 나4 신호갱뻔 카훈터 |

(i8751)
생훌훌드 H 뻐C H 모톨번호

옐챙 (DIP)

고압회로 H 더치활，~변쳐항 I천훨창~1 I
----------------- 카운터 모를 ----------------------

그힘 5-1 카운터모률 구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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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71놓 빚 훌혁버획훌 갖는다. 또한 카운를 제시 맞 청치를 지시할 수

있는 카폴를 ENABLE 키놓훌 찾고 있다.

(다) 고캔압 벌생획로

카훈터모률에 콩급되는 칙휴천훨으로부터 G꺼휴브.톨 풍확시키는데 필요한

고천압율 발생하여 이훌 GM휴브에 딴청되게 풍률한다. 안갱흰 고천압률

발생하기 휘해 스휘청 레률레이허 방객훌 채용하였으며 디지활 가변처함에

왜해 800Y-1500Y 범 휘내에셔 벌생천랍훌 7~벌할 수 있게 하였다.

(라) rillC 획로

고천압발생회로에 외해 공급획는 GM휴브풍확천훨훌 감시할 욕척，g，로

사용되며 생훌훌드와 8버르 MC로 구성흰다. Me에 의한 학청캔압범뀌는

OV-l500V 뚱셔 약 7v 간쩍으로 혹청이 카농하며 ADC획 장위 71훈천압혼

가변쳐항율 사용하여 변경활 수 있게 하였다. 따라셔 고천압이 1500V일 때

ADC훌혁이 OFFH (255) 가 되도특 가변져항율 사용하여 상휘 기훈현압훌

효갱한다. ADC어l 필요한 CLOCK몰 앙1Hz OSC톨 4톨추하여 사용하였다.

" .

(마) 디지뭘 가변쩌함

고천압발생회로로 i휴터 훤하는 고천맙율 얻기 휘해서는 고견합벌생회로의

.꿰환이특훌 초청한다. 부궤환이톱윤 꿔l환피i프상에 ~~1흰 가변쩌항어1

외뼈 효청하며， 마이크로프로세서와외 인터쩨이스훌 뀌혜 디치탈 7.변쳐항

율 사용하였다. 여기에 사용한 더치활 7~변져항흙 10kQ , 256단계로 획어

있요며 쩌항값외 설청 벌 판톡흘 칙혈용신방식으로 ~l"어진다.

(바) 천원장치

천자획로에 훨요한 천원흘 헤이타버스션훌 흥해 t 화훌터모률에 공급되는

-91-



+8V 전핸율 3단자 혜률레이터톨 사용하여 +5V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고캔압

회로에는 +12V 훌 칙첩 콩급한다.

(사) RS-422 인터페이스획로

메인모률과‘카훈터모톨간외 데이타 홈신혼 월대다 륭신이므로 이를 위빼

RS-422 프로로훌과 3-State 인터쩨이스회로톨 도업하였다. 매인모를에서

카훈터모률로와 데이타천흥혼 합상 카놓하고 카훈터보툴에셔 매인모률로외

더i이타천총흘 입혁션훌 흥해 페어타버스7} idle 상태인치톨 확인하여

idle상태연 갱우 훌혁버퍼톨 고입nl헌스상태에셔 active 상태로 천환하여

수뺑한다. 테이타 천송아 완료휩파 풍시에 훌핵버왜는 다른 카운터모톨이

사용활 수 있도확 고입피던스상태로 천환훤다.

(아) I/O어드레스 디쿄팀

i8751외 I/O 어드레스 디코팅에는 741S138훌 사용하였으며， 활당흰 I/O

어드레스 빚 내용윤 표 5-1 과 칼다.

표 5-1 1/0 어드레스 빛 내용

I/O어드쩨스 내 용 I/O어드레스 내 용

P2.3 생훌훌드lADe SRT P2.0-2=4 ’}훌터 A...10UT

P2.4 뼈C OUI’ ENABLE P2.0-2=5 '}훈터 A-2 OUT

P2.0-2=2 카훈해ιCLEAR P2.0-2=6 카운터 8-1 01π

P2.0-2=3 카운터 RCLOCK P2.0-2=7 카훈터 B-2 01π

(차) 모률 어드레스 셜청

Portal Monitor 1대에는 6깨외 카훈터모률이 사용되므토 각 모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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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훌 활닿해야만 메인 모률에셔 6개회 카운터모를훌 구벌활 수 있다.

각 모률외 고유번호는 모톨에 셜치훤 4핀 DIP 스위치톨 사용하여 1-6

범위내에셔 설청한다.

(차) 데이타버스

메인모훌과 카훈터모톨훌 연훨해 추는 데이타버스는 16라인 el본케여훌1로

구생되며 메인모톨과 6개 카훌터모훌간외 톨신율 휘해 4션이 사용되고，

카훈터오활에 이상이 합견되었훌 때 이톨 빼월하기 휘빼 리셰르 산호로

1션이 사용흰다. 나머지 션혼 착 모률에 캔원훌 풍률하기 위해 사용되며，

논리획로에 사용되는 5V 천원은 데이타버스훌 륭해 현훨공급장 ~1 훌 i휴탁

풍급되는 8V 천원율 각 모훌에 훈비흰 천훤획로톨 이용하여 자쩨 청휴하여

사용하게 하모로써 떼이타버스에 외한 천압강하 문제톨 방지하였다. 12V

천훤용 고천압회로와 표시창~，외 햄프 구룡용으로 사용훨다.

나.메인모률

메인포훌흘 테이타버스에 외해 연컬휠 카훈터모톨훌 제어하여 훨요한

자료톨 수집하고 이홉 훈생한 후 표시장치 밀 갱보기톨 톨해 훌혁한다.

메인모률옹 그림 5-2 과 갈이 인탤 i8751 원칩 마이로로프로세서와 뱅혈입률

혁용 범용 LSI 인 i8255. 이를파 추변장치를 연뭘빼추농 활혈연회로 잊 버I씩

로 구성훤다.

베인모풀에 연훨되는 추변장치에는 다융파 칼흘 것톨이 있다.

(1) 댐프 : 6개로 구성되며 감시끼획 풍확상태 빚 흑청월과톨 표시한다.

(2) LED : 피혹청차외 오혐부뀌활 상셰히 표시하기 뀌한 생.옛를 구생

하며 11개외 LED로 되어 었다.

(3) LCD 빛 키보드 : 초기값 첼청 및 풍확시험에 사용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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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풍판앤서 : 피혹청자가 청확를1 Portal Monitor어l 훌라 셨눈치를 챔

겸한다.

(5) ACK S/W : 오염상태 및 시스햄 고창 검훌시에 피확청자 빚 사용차외

확인이 필요한 챙우에 사용흰다.

(6) 껑보장치 : 오혐상태 밀 시스탬고창 검훌시에 이톨 알리기 뀌해 사

용훤다.

(7) 카훈터모률 : 메인모률외 치시에 따라 검를기에 고천압훌 훌급하고

검훌기외 훨스훌혁훌 계추한다.

(8) 천원창치 : Portal 뻐nitor어l 훨요한 천원훌 풍률한다.

때 SIνW 곤첩젠셔풍쨌 서

----- ------------ ------ LCD

팡쩔연획로 G:_ -------------
인뼈 i8751 ’l보드

핸챔 마이로로프로세셔

어드혜스
디로링

언1훌 궈껑보

i8255
’l 타 - 버 햄프

co‘- l... RS-422용 퍼

버쩌

게 L패.

데

버

------------------- 메인 모를 --------------

그림 5‘ 2 메인모를 구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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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표트쩨어 구성

정환오염캅시기에는 2 총휴의 혹립된 프로그램이 사용되며， 하나는 카운

터모률 용이고 다븐 하나는 메인모률용이다.

카운터모톨용 프로그햄혼 모루 어생불리어로 착생하였￡며， 륭일한 프로

그탬이 6개외 카훈터모률에셔 동시에 수행화면셔 겹률기에 공급되논 고견압

율 제어하고 검롤기에서 나오는 훌혁훨스톨 셜쟁한 시간 풍안 혹청하여 그

쩔파률 메인모률에 천송하며 회로외 이상상태훌 캄시하는 기능흩 수햄한다.

메띤모률용 프로그램윤 c 언어톨 사용하여 확성하였으며 추로 카훈터모률

의 제어 빚 감시와 혹챙컬파외 수집， 환청， 표시 풍훌 담당하며 유지보수훌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기진단 빚 초키화후틴이 마련되어 있다.

(1) 프로그램 구성도

감시기 프로그램외 천체 구성혼 자가진단쭈탄， 초기확후한， 동학시법루한

싫행 후틴으로 되어 있으며 천체 구성도는 그훨 5-3 와 강다.

그럼 5-3 감시기 프로그램외 견체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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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풍작

감시기에 견훤율 공급하면 전에 표사장치 검검， 카운터보를 챔검， 고견압

첨검， 추뺀선량갱신 빛 고장검훌기 진단을 하는 ι자기진단 후한”율 수뺑한다

감시기외 자가진단 과청이 끓나고 ’훈버’ 또는 ’오염’ 햄프가 켜진 상태

에서 키보드상외 'ESC ’ 키훌 누르면 LCD어1 ’ (1)SETUP/(2)VIEW/(3)RUN ’의

메뉴가 표시되는데 여기셔 ’ l ’ 키률 놀러 ’ SETUP’률 션빽한다. 그러면 다시

’ (1)TlME/(2)SP/(3)BKG_SP/(4)HV/(5)RESET/(6)COUNT’와 갈혼 메뉴가 표시

되며， 각 메뉴훌 선택하여 혹청시깐， 오업키훈~1， 추변션방 기훈치， 고천양

성청치， el셰르 및 채널벌 혹갱 풍작율 수행시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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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발오업감시기

하나로시얼에 셜치할 손발오업 감시기률 제확하여 방사션 작업자와

방사션구역 홉입차의 오혐 여환률 감시하도혹 하였다.

가. 감시기 시방

표 5-2는 셜계훤 캅시기외 시방훌 나타낸다.

표 5-2 월계뭘 감시기 시방

항 몹 내 용

- 혹청방사농
- 천원
- 팍청천 천훤(UPS)

• 검훌기(손，발，웃)

.손(4) ,발(2) ,웃(1)
- 표시장치
- 혼，발휘치검훌
- Frisker Sly}
- 외형

- 갱보훈뀌
- 혹청시간
- Counting Gas
- Gas 소모향
- 밟검훌기 보호훨륨

구동

- Channel 수
- 추요71 놓

α ， ~I i
AC 220V , 60Hz, 1φ
AC 220/220V , 110V , 60Hz , 5-10훌

Proportional Counter Tube

EL Flat Panel
Optical Sensor
Micro S/W
73cmW x 136. 2en뻐 x 80cmD (Bottom)
72.5cmW x 26. ze빼 x 36c빼 (Head)
o - 999 CPS
10효(0-30효까지 초청 7t놓)
P-I0 (10% Methane , 90% Argon)
2.5 L/Hr
AC 110V Sync motor driven

14채널

.초거컬청치 키 업혁

.자71 찬단(획로，컬함검훌기， Gas Fault
HV Fault)
.쿄보청

.발화/시계기농

.추변선량 차풍보상

.추휘요.혐 감시키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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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시기 구성

갑시기는 검훌확， 신호청형부.(천치충폭71+판별71)， 제어후， 를력꽉 빛 천

원후로 구성되며， 구성도는 그댐 5-4 과 갈다.

PI! α

Th.Adj Th.Adj. .
앓}-1 버빼 IDisc (X Counter/ 1-• EL Panel

(x2) 서 Memory

훨}카 뉴」
α l • Alann(speaker)

”Gain A~j

펌캐 서빼.IDisc
Hand ,Foot,

f Intel ....- Frisker
(x2) .... 8752BH Sensing

빔벨
, CPU

”
많또1 버 Amp./Disc α f I •- HV Sensing

(x2)

짧↑뉴」 Fαμ *
•

훨갚켜 버빼./Disc. νμα • I•- Gas Pressure
(x2) , Sensing

그힘 5-4 손발오법감시키 구생도

(1) 검를뿌

검훌부-는 양손， 양벌， 웃율 검훌하는 환환으로 나뉘며， 손바탁파 손둥율

각각 혹청하도확 검훌기를 배치시키고 발윤 감시기 위에·올라 셔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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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청하도확 구성하였다. 웃윤 사용차가 감시기 기풍에 훨혀있는 frisker

겁훌기를 률고 혹청하고차 하는 .휘톨 훌으면셔 혹청할 수 있도혹

구생하였다. 검홈71에셔 나오는 융(-)외 신호는 다용 한외 신효청협확로 넘

어간다.

(2) 신효청행부

검훌기에셔 생생된 홉의 훨스는 그텀 ~-5화 칼이 charge sensitive 입력

천치풍폭기(Ul)에 외해 충혹훤다. 천치충혹기로환터의 뭘스는 최챔 α-판벌

71( U4-2)로 률어갑파 동시에 충폭한(U2.U3)융 거쳐 {3-판벌기(U4-1)로 진뺑

훤다. 충확단외 이륙몰 Rl외 초청에 외해 이후어 치고 α • f3 외 훌쩍전압‘

( α-THLD t (3 -THLD) 혼 R2, R3에 외해 각착 초청흰다.

판벌기훌 거친 @훨스는 단안청멀티바이브레이터 (U5-2) 를 르리거시키고

훌력흩 계수단요로 념어감파 풍시에 f3/ r 채 l벌어l도 기여하게 훤다. 계추단

에셔는 α ， β Ir 채널율 각각 계수하고 딩 /r 채널에 챔여있는 α를 공제하

여 α와 f3 /r 훌 구훈하게 환다.

M

AMP. 뉴-1 DIseRI H MONO-M
U2,U3 I 서 U4-1 I I \15-1 뉴→ ~I r를혁{

버』

PREAMP

til
-’ ~ f3 1 r 까fLD.

R2

DISCRI H 뻐NO-M

U4-2 I I U5-2 뉴-→ α훌혁

t‘ * ‘ α 찌{LD.
R3 ‘ /

그림 5-5 신호청형-¥-(천치총폭기+판별기) 불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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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어부

손발오염감시 '1툴 처l어하기 휘한 제어후의 하E쩨어는 크게 시스템외

제어와 데이타의 기확율 위한 CPU 빚 기억회로， 각 검를기에셔 검를되는

방사선 수훌 혹정하기 위한 훨스계수회로， 이상발생 빚 Frisker 륙청량율

소리로 알리기 위한 갱보융 발생회로， 손발 삽입여뿌톨 감지하눈 센셔

회로， 키입혁율 위한 조정키 입력획로 그리고 EL 디스폴레이롤 구홈하키

위한 칙렬인터페이스획로 풍으로 구성흰다. 체어꽉는 시스템 천깨1 률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뿌분으로셔 고장밭생벤도 및 가놓생율 획소화하고

꽉품수롤 졸이기 위하여 CPU , EPROM , RAM , Timer‘/Counters , Interrupt

sources , liD ports , Serial port 풍이 한 때키치에 집약되어 있는 Single

Chip Microcontroller 8752BH·훌 사용하였다.

(가) 기억회로외 구성

기억회로는 8752BH회 프로그램메모리로 8752BH내팎에 8KB , 외뿌·에 EPROM

27512 64l<B를 사용하였고 외팍 데이타메모리로 ;3깨외 SRAM 62256 없I<B톨

사용하여 모루 136KB 외 메모리 공깐율 구생하였다. 스핵 메모리공깐외 합

당율 위하여 사용환 87528H 내팍 데이타메모리는 항상 1바이르 르'1 외

Address 롤 가지며 256바이트외 추소콩간야 있치반 실제로는 깐만한 변

칙으로 384바이르의 추소공간율 활용한다. 혹 0-7FH까치외 하뀌명역 128바

이르는 칙랩추소치 청 (Direct Addressing) ~논 간갱추소지 청 (Indirect Add

ressing) 이 가농한 명혁으로 가장 아래의 32바이폰는 각각 8개외 Register

률 포함하고 있는 4 Bank에 활당되어 있으며 Bank외 션택을 PSW(Program

Status Word)의 2 비르에 외해 컬청된다. 이 ，명역외 :20H-2FH논 버트 단휘외

추소지정이 가능하며 그 위로 30-7FH까치는 일반 테이타 명역으로 사용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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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80H-FFH까지외 상위협역에셔는 2가지 다른 방법으로 메모리훌

사용하는데 하나는 칙첩추소치청으.로셔 128바이르.의 SFR (Special Function

Register) 명역으로 할당하는 것이고 다용 하나는 간첩추소치청으로 다폰

128바이르의 메모리공간율 확보하는 것이다. 01 추소행역을 바이트훌단위외

지청만이 가농하다.

외부 메모리는 프로그램 메모리로셔 64KB 외 EPROM 27512와 데여타 메모리

로셔 저소비 천혁과 Reflesh 구홍회로가 필요하지 않용 2깨외 SRAM 62256율

사용하였다.

{ 나) Address Decoding과 Memory Map

외꽉 메모리 및 I/O Port툴 선택하기 위한 Address; Decoding 혼

Pl\L14L8률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를혁혼 8254 Counter/Timer 1(U8} ,

2(U9) , 3(UI0) , 4(Ul1)옳 선빽하는 CTClSEL , CTC2SEL , CTC3SEL , CTC4SEL ,

표 5-3 PAL입훌혁 및 Address 합당

PAL 입력 PAL 훌혁 에emory Map

A A A A A AAAAAAAAAAA
15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한자명 Address 구폴

o X X X X XXXXXXXX 、x XX OO(pin22) OOOOH-7FFFH SRAM

lOX X X XXXXXXXX-X XX 01(pin21) 8000H
- SRAM2

110 X X XXXXXXXXXXX 02(pin21) DFFFH

11100 XXXXXXXXXXX 03(pin20) E뻐애-E’7FFH CTC1

11101 XXXXXXXXXXX 04(pin19) E80매-EFFFH CTC2

111100XXXXXXXXXX 05(pin18) FOOOH-F3FFH CTC3

1 1 110 1 XXXXXXXXXX 06(pin17) F400H-F7FFH CT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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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뻐M율 션택하는 뻐에SEL파 RAM2SEL 로 구환되며 뼈!뼈ry 애ap파 PAL 입를혁

빛 Address 할당윤 표 5-3와 칼다.

(다)훨스계수회로

검롤기에셔 첩훌훤 방사선량흘 신호청형후(천 ~1충확71+판벌 71)툴 거쳐

훨스의 뺑태로 변환되어 본르훌러 보도로 률어오케 되며 훨스계수획로에셔

는 훨스의 수량융 계수하여 CPU로 보낸다.

혈스계수회로는 4재회 8254 Counter/timer Controller 를 사용하여

구성되는데 한 CTC에 3개외 Counter톨 내장하고 있으며 RRH, RLH , LRH ,

LLH, RF , LF , Frisker 풍 모루 14재외 입혁훌 훨요로 하고 있끼 때푼에

Frisker의 계수량율 혹갱활 갱우에는 4053{U7) 멀티훌빽셔 칩융 사용하여

뻐H Pulse 입혁 대신 Frisker Pulse외 입혁이 션택획도혹 하였다.

(라) 갱보용외 벌생

갱보음혼 륙청파청충외 싫수. 오혐 허용 한체~1외 효과 또는 Frisker

사용시외 융량 확인 풍에 사용되며 갱보융 신효외 발생플 소프르빼어로

쳐리되어 칙협포르로 를혁되며 이눈 스피커와 연훨되어 있논 껑보 오률로

견닿된다.

(마) 타이머외 동학

기훈시간율 발생하기 휘해셔 87528H Single Chip Microcontroller 에

내장되어 있는 3개외 T때빠r/Counter충 TO Port톨 기훈시간 밭생 Timer로

사용하였다. TO Port훌 내후 T때er로. 사용하혀연 SFR(Special Function

Register) 내에 있는 ’!'MOD 레치스터외 론르톨 비프 CIT톨 clear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꽤OD 레지스터내외 MI, MO외 bit pair에 와해 4가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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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확모드중 한 가지륨 션택하여야 한다. 본 회로에서는 MODE 1 풍착

모드인 16 bit Timer/Counter 로 셜쩡하였다. 이 보드에서는 내환외

시스템 륨혁율 12콸추하여 16Bit Timer/Counter 외 TLO. THO 레지스터에

처창하게 되며 overflow 가 벌생하면 SFR의 TCON 레치스터 내에 있는 Timer

Inturrupt Flag TFO가 set된다. TLO , THO에셔 계수뀔 입혁 내용혼 TCON

내외 TRO::!이고 TMOD 내의 GATE=O 여거나 87528H 외 I/O단차 INTI::} 월 때어l

Timer로 가놓하게 훤다.

(바) 감치센셔 몇 초청키 입혁획로

1) 감지센셔

손 또는 벌이 혹청위쳐에 제대로 삽입되었는지외 여휴훌륭 검를하기 위하여

꾸첩혹 팡센셔인 PSS-S13(일 I Kodenshi사)훌 사용하였다. PSS-S13용

발팡환와 수팡팍 및 충폭회로가 분리되어 있어 수팡.에셔외 빚외 유꾸

감치여확로 On , Off풍확율 수행한다.

본 시스햄에셔는 손외 삽입여부톨 캄차하기 뀌하여 손삽입부획

상단뺨분에 셜처하여 손이 총환를1 삽입되어 혹청되도혹 하였으며 발외

갱우에는 벌판외 충간j휴분에 컬치하여 풍확훌 추맹톨혹 하혔다.

젠셔에서 감치될 신효는 혼펙터 (JP8 : 왼손， JP7 : 오튿손， JP16: 발)

툴 거쳐 Microcontroller외 PI Port로 입력흰다.

2) 쪼청키 입혁회로

낳확， 썰정치 풍 각총 자료톨 입혁하기 위하여 PRE , NEXT t UP t DOWN 외

키물 사용하였다. 입력뭔 키신호는 론팩터 (JP9) 톨 거쳐 감지센셔와

마찬가지로. PI Port 로 맙혁흰다.

캅지센셔 밀 조청키 입혁회로훌 그립 5-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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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갑지센셔 및 초청키 입력회로

(사) 칙혈 연터쩨이스

EL 디스폴레이와의 데이타교환율 위한 입훌혁포료로셔 애icrocontroller 에

내장흰 전이종홈신방식 (Full Duplex)외 칙훨입률협 포효.( Serial Interface)

률 사용하였는데 87528H의 pin 10 RXD단차와 pin 11 πD한차 그러고 GND로

3 wired RS-232C 톨 구생하였다. 칙혈포르는 SFR외 SCON 려11~1 스터 론를톨

비르 SMO, S얘l율 제어하여 4가지 모드로 사용활 수 있는데 여기에셔는

1 Start Bit(O) , 8 Data Bit(LSB first). 1 Stop Bit(!) , 그리고 보오

레이르.(Baud Rate) 톨 가변할 수 있는 MODE 1 흩 사용하였다. 보오페이르는

Timer 2률 사용하여 발생시쳤는데 T2CON 레저스터외 TCLK와 RCLK롤 1로 셰

링함으로써 동시에 송수신이 가능하다. 에ODE 1에서획 보오레이를외 가변용

다융파 같용 공씩에 외해 소프트빼어로 죠컬흰다.

Baud Rate =
Oscillator Frequency

32 x [65536 - (RCAP때， RCAP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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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프프빼어

(1) 사용언어

손발오명감시기훌제어하기 위한 시스햄 프로그햄흘 Intel 에CS-5l Macro

Assembler 와 Archimedes Software사의 Archimedes C-51 Cross Compiler Kit

를 사용하여 좌생하였다. MCS-51 센aero Assembler 눈 Intel에셔 벌표한 8051

Microcontroller 껴l옐외 프로그래멍율 위한 어엠툴리 언어이며 Archill휩des

C-51 Kit 역시 8051계옐율 위한 c 언어이다. Archimedes C-51윤 표훈 ANSI

C와 완천한 이식성올 가챔으로써 여타 C Compiler에외 책용훌 업게 하기 위

한 대환환외 공용 라이브러리 함수톨 포함하고 있다. C-5l윤 용용 범위에

따라 다융과 같을 4가지외 메모리 모헬율 제공한다.

Small : 내꽉 RAM 딴 사용

Medium : 외부의 뻐M파 EPROM율 혼합한 없KB회 메모리영핵 사용

Large : 641<8외 EPRO에파 641<8외 외확 뻐M 사용

Banked : 8MB까지외 Banked-Switched EPROM과 64KB외 외부 뻐에

여기에셔는 Large 모헬율 션택하였다.

(2) 효홈도

손벌오업감시기의 프로그램온 시스햄친한후흰， 컵:iil챙.틴. 효가화면，

손발오염도 확정， 웃오엄 혹청(Frisker), 추뀌오혈도 혹청용외 기눔옳 추행

하며 천체척인 표로그햄외 흐톨롤 그램 5-7 와 강다.

(3) 시스탬 진단 쭈힌

시스템 진단기놓윤 천원율 인가하거나 Reset Switch 톨 늘혔율 때

하드빼어의 각 팍위의 고장여환훌 챔검하여 홉과를 확면애 표시하여 추는

기눔이다. 진단대상옴 혼르.롤 보드의 CPU , EPROM , S뻐1'1， CTC , 고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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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유루， Gas 압력 퉁율 1챔검한다.

틴

•

-
탬

진생
시

검교청 루틴

초71입혁후틴

대기화면

ff5ef그

혹갱쭈틴

| 추현션왕보상후한

그림 5-7 프로그램 효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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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교청 후틴

자기진단기놓외 총료후에 수맹되는 확틴으로 혹갱서간 입혁과 추현션량

혹청 및 검를기 효율혹청 션랙메뉴가 표시된다. 혹쟁시깐윤 Default값으로

10초로 되어었으며t UP , DOWN 키훌 사용하여 1-30훌까치 썰청이 가놓하다.

검교청 항록을 추변션량 혹청， 검훌효물 혹청항륙이 표시확며， PRE , NEXT

key훌 사용하여 커셔훌 웬하는 항톱으로 이풍시키고 NEXT Key톨 Jr륨으로써

션택이 원다.

( 가) Background Counting 쭈틴

이 루한에셔는 각 검훌기마다와 추변션땅값이 혹청되며 혹청시간혼

앞에셔 썰청한 시간으로 청해진다. 10획외 혹청이 연속으로 반혹되어 명균

값이 계산되고 [CPS] 단휘로 표시환다. 혹청횟수가 화면에 표시되어 진뺑되

는 것율 감치합 수 있으.며， 계산흰 뱀관값윤 메모리에 처장획어 추변션방

보상시 사용흰다. 혹청이 률난후 "PRE" key톨 쑤르면 Main Menu 화면으로

념어가고 "NEXT" key톨 ￥르면 추변션향 학쟁이 다시 한번 반확훤다.

( 나) Detector Efficiency Check 쭈힌

이 早틴에셔는 표훈방사션훤융 사용하여 검훌기외 효훌훌 혹청하는

기놓으로셔 션원외 Activity 톨 입빽하고 혹청하혀는 겁톨71에 표훈션원율

휘치시현 후 "NEXT" key톨 ￥르면 계추7} 를난 후에 륙청강과 효톨이

계산되어 화면에 표시뭔다. 효율 계산용 다홈 씩으몽 계산흰다.

CPS With Source - Average BackgroW1d
Efficiency(%) =

Source Activity(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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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효기확변

이 확면어l셔는 낱짜， 시간율 압혁하고 검교청 후흰에셔 계산흰 겹훌기외

검훌효흩과 법청혀용치훌 토대로 오혐기춘치톨 계산하여 입혁시키는

기놓이다· 71본값 으로 15카 추어치며， 천면왜낼외 키훌 사용하여 수청어

가능하다.

오염기훈처는 다융씩으로 계산훤다.

오염기훈"1 =혀용표현오업도[uCi/cm21 x 오협면책(손:150cm2，발:200cm2)

X 겹훌효율

(5) 손.발오염도 혹청쭈한

(가)훈비

사용자가 혹쟁률 시확할 수 있도혹 촌.벌율 제위치에 청멸시킬 때까치

가다리는 상태로 그럽 5-8 화 찰이 한률과 명푼으로 ”훈비”와 얘eady" 가

표시훤다.

1994-12-31 BKG 뻐asured No.: 6

;
준 비

R않dy

손발율 넣으십시요

13:45:30

그림 5-8 훈비화면

-108-



(나) 흑청

t 솜.벌이 모푸 꺼l뀌치에 삽입되면 혹청이 시확되는데 이때 표시되는

화면으로셔 약 10효간 지혹되는데 확면에는 ”혹청풍”파 "Counting"이하눈

뿔구가 표시되며 화면 중앙상한예는 청파되는 시간이 나타난다.

(다}채혹청

흡청 도중 손 또는 벌이 청상휘치훌 이활하거나 혹청후 다시 혹청할

필요가 있률 때 표시되는 확면으로 ”채혹청”과 "Recount"라는 푼구가 나타

나고 이활훤 혼이나 합 섬볼혼 없어잔다. 화면 하단에는 ”손밟훌 넣오십시

요” 라는 환구가 나타나면셔 캘보융이 풀린다. 훈벌이 모후 이활되었율

갱우에는 훈버확면으로 되툴아 간다.

(라) 정상

혹청컬파 오명끼훈치룰 초파하치 않혼 갱상상태톨 나타내며 화면에는

”정상”과 "Clean"이라는 환구7r 표시훨파 동시에 한융훨외 Beep륨이

발생한다.

(마) 오염

확정쩔과 오염기훈치활 효과한 상태톨 가리찍며 화면에는 ”오혐”과

"Cont삐lination"이라는 환구가 표시되며 해당 오업부위가 월해진다.

하단에는 오업총휴 혹 "Alpha Contamination 끼 "Beta Contamination" ,

~~Alpha &Beta Contamination" 중 한가지가 나타나면셔 껑보용이 단속쩍으로

올린다. 하탄훌에는 ”다시 혹청하기를 훤하시면 그대를 계십시요”라는

훌구가 쓰여지는데 손발율 삽입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혹청어

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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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Frisker

웃이나 손， 발 이외외 꽉위훌 혹청하고차 할 때 Frisker톨 사용하는데

이 때는 계수된 훨스의 양이 표시흰다. 이 때 스피쩌에셔는 경훌흰 방사선

이 소리로 변환되어 률력훤다.

(사) 추변션방 썰청치초과 껑보화면

착 점훌기에셔 혹청한 추변션방(Background)아 썰갱쳐보다 높률 때 해당

검훌기외 오명여팍톨 챔검하기 휘한 화면으로셔 펌를기톨 표시하는 사각형

외 외각션이 캠멸하며 확변 하만에 "Bac랩round카 높률니다. 빼당 검훌기를

캠겸하십서요”라는 문구가 표시되고 스피커에처는 단혹륨이 훌쩍뀔다.

(아) 컵훌기 경보확면

추변션량 보상 동확충 륙청컴훌기가 다롤 검훌71와 비교하여 연흑

5회이상 혹청 값이 0일쩡우 해닿캠률키외 이상 유JjL률 혐검하기 위한

화면이다. 이 때 화면에는 해당검훌기가 훨해치벼 하단어~ "해당 검훌기톨

첨검하십시요”라는 훈구가 나타면셔 껑보륨이 벌생한다.

(자) 고견압천원 이상발생화면

고천압 천원회로에 이상이 벌생하였훌 때 표시되놈 확면이다.

(차) 가스압획 이상 확면

P-I0 가스홈에셔 감시기에 공률되는 가스압혁이 3 psig 이하로 멸어치면

이상확면이 표시댐과 풍시에 갱보융이 율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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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감시기 외장

캅시기 외장윤 사용하기 면리하고 EL 표서장치가 활 감치훨 수 있도혹

인간공학척인 련율 고혀하여 철계하였으며， 천쩌l척인 구성을 장부몸쩌.J. 기

풍 및 하부몸체 외 3부분으로 구생펀다. (그림 5-9 창출〕 상환몸체 쭈껑혼

위로 들어올혀 휘로 횟힌 후 컵훌키 교환 및 획로모률의 고장청버 풍율 수

맹활 수 있도북 하였다. 하l휴 몹쳐，] lii껑도 위로 툴어율혀 기풍에 기대어

놓고 발검훌기 후불에 첩근할 수 있도혹 하였으며， 하부몸체 멸에 꽉확흰

4개의 고청볼트륨 죠절하여 설치시 수명율 발훌 수 있게 하었다.

상부몹체와 하꽉홈체 사이는 λ}각기풍으로 연컬되어 었으며 기풍외

오른뻔에는 옷검훌기 (Frisker) 훌 컬어푸는 고리와 웃검롤기농 ON/OFF 용

마이크로스위치촬 부확하였다. 기춤의 완현에논 문율 후확시켜 기풍내확에

혈치흰 스뀌치나 꾸청전 전원장치 (UPS) 풍에 협문할 수 있케 하였다.

그림 5-9 감시기훌륭체 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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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quential Sampler (추척자 포집기 )

수Km-수십Km내의반경누출사고사방사능Sampler는Sequential

일정한 지역내에서 대기 상태에 따른 방사선의 확산 륙성올 분석하기 위한

실험장치로 방사선의 흐름올 추적하기 위한 특수 화학물질올 대기중에 살포

하여 해당지역내의 각 측정지점에 절치된 본 장치에서 일정한 시깐동안 연

속척으로 공기를 포집하는 기농올 갖고 있다. Sequential S따npler는 꽁가의

홉업 및 분배를 담당하는 구동부와 이의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부로 구분활

수 있는데 당 실에서는 제어부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제 하였으며 구체

의뢰로환경시스탱해석실의기능과 동작은 다음과 같다. ( 이장치는

제작되었음)

쩍언

가.특성

- 공거홉업펌프의 유량제어

- 1 : 12의 Distributor를 회전시키는 직류 모터 의 on/off 제어

- 12V 이하의 Battery로 풍작

- 동작지연시칸의 썰정 및 변경가능 ( 최소 0분 -225분， 15분단위)

- Mode time 껄정 스위치

- 현재、￠동작상태 확언 가능

- Audible Buzzer 부칙

드모

‘
해
n

4‘
느j

시

ι‘
가

輔
끓도

및續
혐

斷

유

。

。
-

프

프

펌

펌

- 입력전압 보정 기능
C강 r~

- Distributor 이풍속도 조절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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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Off 스위치 (Slide), Start, Stop, Skip 스위치 (Push), Test 스위치

(Toggle) 부착

나. 회로구성 및 셜명

Sequential Sampler 제어부의 전체구성은 DC Power Supply, 전자회로

용 Voltage Regulator, Pump 및 Distributor 체어 용 Voltage Regulator, 주

제어부， Pump 제어부I Distributor 제어부， I/O 부 둥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

에 사용되는 업력전압은 DC 9V Battery를 사용한다.

전자회로용 Voltage Regulator는 LTI005CT를 사용하여 +5VdC<3A)를 정

전압으로 출력하도록 하였으며 Pump제어용 전압윤 LTI035룰 사용하여

+5Vdc tlVdc의 가변전압올 공급하도록 하였다. Distributor체어용 전압 역

사 LTI035를 사용하였는데 가변동작전압범위는 +2Vdc에서 +5Vdc까지이다.

주제어부는 전체회로의 제어를 담당하는 중앙처리부분으로 CPU는 Intel

'8032를 、샤용하였으며 memory로 32KB의 RAM파l ‘.32KB의 EPROM올 샤용

하였다.

Distributor의 위치에 대환 정보는 Disσibutor에 껄치된 위치검출센서에

의해 검출되어 Sequential Sampler의 업 력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며 START,

STOP, SKIP의 3가지 key switch 에 의한 정상동작과 toggle and

tempOrary SPDT switch에 의한 시협동작올 할 수 있다. 또한 사스템 동작

여부에 대한 웅탑으로 Buzzer를 사용하여 작동상의 오류를 방지하였다.

최종제작된 PCB의 크기는 100mm x 190mm이며 입출력단으로 단면 2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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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connector롤 사용하였다. 시스템 전체의 구성도는 그림 5-11파 같으며

전체회로도 및 부품배치도를 각각 그렴 5-12. 5-13에 나타내었다.

- lAir Filter'

•

I후강릎입 I

Fr·

; IOistribu‘ tori

Air

Bag

그림 5-11. Sequential Sampler의 전체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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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 6 흩훌 측꽃님1 틀훌-각= 혼!를프1 쳐1 쳐1

1. 개요

연구심험용 기기의 유지보수 경험에셔 나타난 문제첨을

부쩍합한 추위환경， 제조업체 셔버스 기솔진의 캘여， 싫벌 기술요원외

부혹， 예비 부폼외 꽉쭉， 행청상의 문제， 채원환혹퉁이었다. J휴척합한

보수유지는 인력과 재원의 낭비훌 초래하게 휠다. 흡 연구업팍가 치장율

받고， 장버 성농아 져하되어， 연구활동이 치연되고 있는 것이다.

계혹기률 사용하고 그 컬과률 분석하는 사람이 해당 계혹기와 가창

벌첩한 판계툴 가지고 있기 때물에 원칙척으로 사용계혹기외 품질환리

및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이 있게 흰다.

2. 장비관리의 천산화

당 싫에셔는 업루의 천산화툴 위하여 각 싫의 계혹장비에 대한 장비

보수관리용 전산프로그햄옳 재밥하여 사용충애 었다. 프로그램온

16bit 개인용컴휴터에셔 개발되었으며 소프르웨어는 한률

데이타베이스 II 률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윤 디버깅이나

시스템의 확장이 용야하도확 확업벌로 모률확하여 캐발되었으며，

35'~의 명탱어 화얼t 8개외 테이타 확월 및 2개외 Fonn 확옐로

구성되었다.

가. 보수관리체제의 구생

싫험생단위의 보수관리체제의 구성내용혼 다융과 같다.

(1) 각 장비마다 정비담당차툴 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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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정비는 3개의 풍급으로 나누며， 풍급에 따라 청비추기톨

탈리 한다.

(3) 퉁급에 따본 정비탐당차의 차쩍 및 업뿌내용혼 다융과 감이

청한다.

( 1 퉁급 ) : 당합차 요건 ; 창비사용차 또는 훈천원

수햄업루 ; - 실혐힐외 환갱조건

유치(올，숍도)

- 장버외 청훨상태 유치

- 테스터장버률 사용하지 않는

장비외 기톨풍작 혐검풍

( 2 동급 ) : 람당차 요건 ; 테스트풍의 간단한 장버 초착

가농차

수행업무 ; - 장비챙소

- PCB Connector 셰척

- Cable휴외 첩혹상태 챔점

- DC 천훨외 천압 빚 리활천압

혹청

- 기타

( 3 퉁급 ) : 당당자 요건 ; 장비천문가

수행업루 ; - 장버의 모든 동확 테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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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청 빚 교청

- 기계척인 꽉환 추휴 동

(4) 장비관리 책임자는 싫험실 환리담당자가 척합하여，

수뺑업푸는 다융과 갈이 청한다.

- 실험실내외 인력관리(예방정비 답당차 치정풍)

- 정비계획에 따른 작업치시

- 구매팔리

• 예비부품 채고관리

- M뻐ual 빚 참고차료 관리

- 월험실확보(AC천원， 어스라면， 차쩍I ， 어l어론시성 퉁)

- 청비탐탐차로 뺨터의 예방청버 수햄훨과 컴로 빚 자료입혁

- 기타 대외업푸

나. 천산시스템의 기본 설계사양 및 기놓

(1) 기본 철계사양

(가) 대상기기 : 때장비

(나) 유치총류 : 예방청버， 고창청비

(다) 1년율 48추로 하여 여l방청비계획이 후립되도혹 하고

48쭈 동안 업루까 윤일하케 환포하도륙 한다.

(라) 착업 몇 차료검책훌 위한 메뉴가 제풍퇴로확 하여

사용차가 손협게 사용할 추 있도륙 한다.

(마) 자료외 컴책율 용이하도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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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프로그뺑윤 모률식으로 하여 시스템외 확장이나

디버깅이 용이하도확 한다.

(사) 자료의 입훌력용 한률과 협훌율 혼용한다.

(2) 기능

시스템의 거눔운 다융과 같이 환휴훨 수 있다.

(가) 차료수집기농

(나) 자료갱신기능

(다) 예방청비계획 수립기놓

(라) 자료검색기능

(마) 보고셔착성기놓

다. 천산프로그햄외 기본구성

17개의 데이타 쳐리후틴벌 동확혼 다융파 갈이 요약훤다.

(1) 작업션핵메뉴 제공

- 화일명 : 뻐INMENU

(2) 장비에 대한 체반사양 입력

- 화일명 : PROCO

- 관현 데이타화잃 : EQDD , REFDAT

- 관련 명형어확일 : DETTAG, SCREEN1

(3) 장비에 대한 제반차료의 수청 빚 싹쩨

- 화일명 : PROCl

- 콸현 데이타화일 : EQDD , DELTAG, SPRT, P뻐IS ， REPAIR

RE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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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명행어화일 : GETKEYS, SCREEN!, DELETE

(4) 자료검색

- 화일명 : PROC2

(가) 예방청버계획 검책

- 화일명 : INFRPLCY

- 관련 데이타화일 : EQDD

- 관련 명형어확일 : GETKEYS, SCREEN7

(나) 장비의 제반사양 검색

- 화일명 : INFRSPEC

- 관련 데이타화얼 : EQDD

- 관련 명형어화힐 : GETKEYS, SCREEN4

(다) 예방청비현활 검색

- 화월명 : INFRSTAT

- 관련 데이타화일 : EQDD

- 관현 명협어화월 : GE때YS ， SCREEN3

(라) 장버의 컬치장소 겁씩

- 화밀명 : INFRLOCA

- 관련 페이타확일 : EQDB

- 환현 명형어화월 : GETKEYS

- 관련 FOR께 화일 : REPORT2

(마) 예방청버이혁 검씩

- 화일명 : INFRP뻐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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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데아타확립 : p뻐IS

- 환현 명형어화일 : SCREEN5 , SCREEN6 , TEMP

(바) 고장청버이력 검색

- 화일명 : INFREPAIR

- 관련 데이타화일 : REPAIR, REPLACE

- 관련 명형어화밀 : SCREEN8, TEMP

(사) 예비후품 검씩

- 화일명 : INFRSPRT

- 관련 데이타화일 : SPRT

- 관련 명형어확일 : SCREEN9, SCREEN12

(5) 예방청비계획 수립

- 확월명 : PROC3

- 관련 데이타화일 : EQDB , REFDAT, P뻐RKLD

- 관련 명협어확일 : DETPMPER

(6) 예방청버훌 위한 창버북혹 체풍

- 화일명 : PROC4

- 관련 데이타화얼 : EQDD

(7) 청비내용 입력

- 화일명 : PROC5

- 관현 데이타확일 : P뻐IS ， REPAIR, REPLACE

- 관련 명행어화일 : SCREEN2, SCREENI0, SCREEN13

(8) 보고셔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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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얼명 : PROC6

- 관련 데이타화일 : EQDB

(9) 예비부폼 입력

- 화얼명 : PROC7

• 환련 데이타화일 : SPRT

- 관현 명형어확얼 : SCREENll

(10) 예비부품 자료수청

- 화얼명 : PROC8

- 관현 데어타화일 : SPRT

- 환현 명형어화일 : SCREE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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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17 훌훌 흩촉캘훌 릇;r님 1 료를-걷;，-

계장셜비 규모와 소내 전자장비의 충가에 따폰 보수용 혹청장비

률율 추가보흉하였다.

급년에 구입한 혹청기기와 현재 활용풍에 있는 창버의 보유현활율

각각 표시하면 표 7-1과 표 7-2와 같다.

기기표시 빛 모헬 수량 제작회사 용 도

Workstation , 715/64 1 Hewlett CAD 확업

Packard

CD Recorder 1 Phil꾀·‘s 기출자료， 첩계차료

CDD-522/10 청리보관

Colour Scaning system l Umax 도면입혁

Power look

Colour Printerr 1 Tri Gem 도면률혁
마하셋

표 7-1. 구입보총훤 혹청기키 (199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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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표시 및 모델 수량 용 도

Universal Development 1 천자회로개발

L빼a떼--m%‘ oUnilab

Color Monitor l 천자회로개발
MCH-4175

mωD鋼뻐 U“nit 1 청보표시
8358

Peνm빠-PUnUmunlu빠·ω% 야싸 l 천차회로썰계
Turbo 386 CM25

Printer, LQ-2550 HKA 1 천차회로쩔계

Calibrator, DHT 220 1 DPT 교.보청

Video Bridge Impedance l RLC 혹청
Test Instruments
2150

Microprocessor 2 마이크로프로셰셔 용용
Development System 프로그햄 개밟

EPROM Programmer 1 ROM 재생

Multi Programable 1 프로그램 체어
Controller

Magnetic Flow Meter 1 휴체유빵혹청

Gauss Meter l 유체~}책환포 혹청

EL Display Controller 2 EL 방혀 Display 월혐

Data Acquisition Board 1 차료쳐리

표출칙류현압계 2011-39 1 ”
표춘교류천휴계 2013-01 1 ”

표 7-2. 추요 기존 창버현황

-126-



기기표시 및 모웰 수량 용 도

표출교류전압계 2013-17 l 자료쳐리

표준역율계 2039-01 1 !’
표준천혁계 2041-01 1 ”
Oil/Water Calibration 1 옴도계기 꼬보챙
Bath OTB-7A , Analogue ,

Digital Pressure Cali- 1 압혁계기 교보청
brator PC-7E, with Automation
Hand Pump PG-300V ‘

Universal Development 1 천차회로재발
Laboratory Unilab-8620

Color Monitor MCH-4175 1 천차획로재발

EL Display Unit 8358 HR2 1 청보표시

Personal Computer 1 천자획로셜껴l
Turbo 386 CMZ5

Printer, LQ-2550 HKA 1 견차회로썰계

Calibrator, DUT 220 1 DPT 교.보청

Video Bridge Impedance 1 RLC 륙청
Test Instruments 2150

Digital Signal Genera 1 파행발생 빚 회로실험
tor, JSG 12601\

Digital Oscilloscope 11402 1 견차회로실혐

Scope Memory ,VK12-2 1 파행기억 빛 채생

OP Amplifier,AM501 I 천차획로월협

표 7-2의 계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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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표시 빛 모댈 포수량| 용

Universal Programmer
ZEM-5000

CAD System
-XY Plotter,GP1002
-Graphic Sub System,
Viking-1

-Digitizer,MM 1201

Scanner,SA-35

Person Computer, Extra-286

Digital Analysis System
9100

178 Linear IC Test Fixture

Digital Multimeter 23

Digital Frequency Counter
FC-5052

R 찌att Meter, Mode143

Ie Tester, Zen3040

Oscilloscope Camera
C-30BP

Adapted Alimentation
Pour Equipments
SDSI-뻐A5-15F

Pneumatic Portable
Calibrator

Dead Wei방lt Pressure Gauge
Tester

1 I소표트째어 개발

1 I 도면 및 천차회로 설계

1 I 도면환리 밀 검색

3 I차료쳐리 빚 장비판리

1 IDigital회로외 Logic
환잭 빚 컬계

1 lOp Amp획로 혹청

4 I 캔합， 천류， 져항혹청

1 I 추파수 학갱

1 I 천파훌쩍 혹청
천계감도 흑청

1 I Ie소차 혹청

1 I캔차회로관혹파행기혹

1 IDismentaling창치
확홈시햄

1 I 쳐항， 천휴， 천압신호외
Simulation 및 혹청

1 I합력계기 쿄，보청

표 7-2의 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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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표시 및 모웰 수량 용 도

CDF Counter 200센 SPC-02 1 추따수혹청

Calibrator X85 2 천휴， 처항빚， 천압외
신호발생 Simulation

에anometer ， Well type P에24-211 1 액뀌 혹청 (0 - 1000 빼뼈)

Manometer , Utype PM13-181 1 ” (0 - 500 Hg)

Hot Vac 4000 1 천자회로Soldering 빚

Desoldeting

Insulation Tester L-5 1 쩔연쳐항 확청

Function Generator 3310B l 신호발진

Scintillation Counter 401A 1 방사션혹청키기 시햄

Vector Voltmeter l 천압파 위상 혹청

Analog Multimeter CX-505 4 천압， 천휴， 저항 혹갱

Oscilloscope 465 1 천차회로외 파행 환혹

Oscilloscope 466 1 ”
Oscilloscope 475 1 ”
Oscilloscope 2213 1 ”
Hall Effect Probe 1 션로천휴 혹청

Noise Meter 3604 1 사혐시생획 잡홈 혹쟁

Lux Meter 3281 1 싫험생 조도 혹청

표 7-2의 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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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표시 빛 모웰 수량 제작회사 용 도

High Voltage Supply 1 Glassman 방사션계혹기 개발
Model EH
0-10 KV , IOn따

F때.mmmv·nb， nb빠pνr 1 Goldstar 천차회로 시험
Model FC 2130 추파수혹청
1.3 GHz

Hook Meter I Hioki 천풍기 천휴·，천압
훌훌챙

Precision Pnuematic 1 Nagano PI! 기기 수리 빚
Calibrator, GP15-201 교.보청

Portable Calibrator 2 Ronan 쳐함，건류，현합신호
Model X-88 Goldstar 환현기기 보수

Scopemeter Model 97 2 Fluke 천차회로 혹청 빛

파행관혹

Pulse Generator 1 Wavetek 천차회로싫험
Model 200

Digital LCR meter l Escort 인덕한스，저항
센ode!' ELC 131D 캐파시한스 혹청

표 7-2의 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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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 갤훌 훌훌도과 달4 고1흩굶

금년 1년간의 과제수행 실책으로는 추요시철의 계장설비 보수가 70건，

교.보쟁이 82건， 연구꽉서의 천차장버보수 77건， 전자장비 쩌l작이 4건 수행

되었다. 제착된것옴 장비 보호용으로 사용회는 Drop-Out Relay와 방사선 오염

갑시장치안 Portal Monitor, Hand-Foot Monitor 그리고 방사션 분포상태롤 시험

하기 위한 Sequential Sampler 풍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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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1 3 창 훌훌론 댈 건회사항

본 과제의 수행율 용하여 계장시껄의 고창으로 인한 피해륨 최소화하

기 위해 항상 신숙한 대처방안율 강구하면서 시컬의 안천훈천파 훈앵비 철참

에 노혁할 뿔 아니라 비상시에 각 계용외 딴견조치에 대한 용급대처방안도 수

립하여 안전성 확보에 딴천율 기하고 있다.

또 소내의 모든 천자기기의 고장수리와 싫험장치외 셀;tl 및 교보청 착

업율 수행함으로써 연구개발업쭈툴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원차력 계홈

계혹제어장치의 기솔혹책이 지혹책으로 이루어 치고 있어 향후 이 환야외 용

용기솔 제고와 국산화 혹진에 기여합 것으로 예상훤다.

한현， 현재의 방사션 관련 71 기 빚 견차장비의 발천 혹도가 패우 봐르

게 진행되고 있율 뿔 아니라 제품외 수명 (Life Cycle)도 현저하게 짧아쳐 이

에 대용하기 위한 보수요원의 청기책인 농혁향상 교육 프로그램외 시맹과 신

형 계혹창비의 보강율 위한 재청치원외 확대가 철생히 요청훤다. 그리고 짝총

전자장비 설치장소외 환경율 기기회 청상동확초건에 쩍합하도혹 개션하여 기

기의 고장발생율옳 줄이고 수명율 연장시컬 수 있도륙 하는 것이 충요하며 현

채 열악한 좌업조천으로 안천사고에 노훌되어 있는 보수요핸외 작업환경 역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전자장비의 유지보수에 있어서 유럽지역외 키기를흘 대팍환 유지보수

용 지챔셔롤 제꽁하지 않아 상대척으로 많혼 시간파 인혁이 요구획며 노후창

비외 부폼조탈에도 어려폼이 많아 일부 꽉홈카훌데는 쭉내제홈으로꽉터 분해

하여 확보해야하는 경우도 벌생한다. 따라셔 내수시장에서 바로 확보가 불가

능한 이련 총휴의 부홈이나 획귀부품의 갱쭈에는 예혹 수요량에 따롤 션 뿌품

확보가 필요하며 아률 위한 태책수립이 요망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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