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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전자기기 보수 및 제작

II. 운 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 연구소에는 하나로시설을 비롯하여 동위원소생산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 노외실증시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

시설, 핵연료성형가공시설 등의 핵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시설들이 가동되고 있으

며, 또한 중장기 과제 등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험시설들이 계속 증설되거나 설치

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에는 여러 종류의 계장설비들이 공정제어, 자료처리, 안

전관리 등을 위하여 가동되고 있으나 설치된 지 오래되어 운 중 오동작이나 고

장으로 인하여 시설운 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노후시설이나 

계장설비들에 대한 개선이나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각 연구부서의 실

험실에는 정 급 전자장비들이 수백종 이상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

의 고장에 신속히 대처하여 정확히 보수하고 노후개소의 개선이나 교체를 통하

여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에 대한 장해를 방지하고 시설의 안전성

을 유지하며, 연구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기술 지원하는 데에 본 과제의 목적

이 있다.

III. 운 의 내용 및 범위

  공정계장설비의 교.보정, 노후 계장설비 개선, 연구/실험실의 전자장비 보수  

및 제작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계장설비의 교.보정 

   조사후시험시설 Unit 211의 풀물처리계통에서 차압스위치 6개 등 23건과 방  

   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에서 level transmitter 6개 등 59건을 합쳐 모두 82   

   건을 수행

2. 노후 계장설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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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후시험시설 Unit 211의 풀물처리계통의 리레이에 의한 경보로직을 PLC  

   화하 고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내의 방사선감시 제어반의 램프제어모듈을    

   PLC로 개선  

3. 전자장비의 고장수리 

   핵물리공학팀의 ion implanter 제어모듈 등 3개의 시설에서 모두 48건의 장   

   비 수리

4. 방사선감시장비 수리 및 교.보정

   조사후시험시설의 손발오염감시기 등 6개의 부서에서 모두 52건의 방사선 관  

   련 장비 수리 및 교.보정

5. 전자기기 개발 및 제작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 공기오염 감시를 위한 방사능확산 모의실험용 추  

   적자포집장치 제어모듈을 70대 제작하 고 원자력시설의 공기오염 감시장비  

   인 MAFF 모듈 설계 제작 

IV. 운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소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시설의 계장설비, 전자장비 및 방사선감시장비

에 대한 유지보수와 고장수리를 통하여 시설운 을 원활하게 하고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또 전자기기의 고장수리와 실험장치의 설치 및 교.보정 작업 및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에 대한 정비보수와 제작 등으로 이 분야의 기술축적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방사선 관련 분야의 응용기술 제고와 국산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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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Maintenance and Fabrication of Electronic Equipment

II.  Obje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re are many nuclear pilot plants in KAERI. The typical plants are 

PIEF(Post-Irradiated Examination Facility), RWTF(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Hot test Loop and RWFTF(Radioactive Waste Form Test 

Facility). Since nuclear materials are treated in these plants, safe operation is 

always required in particular.

     In  Those plants, a lot of systems and equipment are used for process 

control, data processing, safety manag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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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atories for test and experiment. Most of the equipment and instruments 

are very sensi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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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developed to maintain and repair the nuclear 

electronic equipment and instruments in KAERI. Therefore the following have 

been carried out:

1. Calibration and correction of process equipment

   ;total 82 items which are 23 items including six differential switches       

    of pool water treatment system in PIEF and 59 items including 6 level    

    transmitters in RWFTF 

2. Improvement of aged process equipment  

   ;total 2 equipment which are alarming logic of pool water treatment        

    system in PIEF and lamp control module (IND-100) of RMS contro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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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RWTF 

3. Repair of electronic equipment

   ;total 48 equipment in 3 laboratories including one ion implanter of         

    nuclear physics engineering team  

4. Calibration and correction of radiation monitoring equipment

   ;total 52 instruments including one hand foot contamination monitor in     

    PIEF

5. Fabrication of electronic equipment

   ;total 73 items including one sequential sampler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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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and repair of  electronic equipment, and able to have research 

works don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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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nts.

   With the technology and experiences gained through this project we will 

be able to improve the technonogy of radia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domestic development of radiation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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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현재 우리 연구소 내에는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노외실증시

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 RI 폐기물폐기시설 등의 원자력시설들이 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은 건설된지 오래되어 고장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

으며 시설에 설치 사용되고 있는 전자장비들도 부품의 노후화 또는 경시변화 등

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운 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내 원자력시설의 운  과

정에서 발생되는 계장설비의 고장을 보수하고, 노후설비는 새로운 기기로 교체 

또는 대체하고, 공정제어기기들을 교.보정하여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사

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운전상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기술지원하고 있다. 

  2장의 1절에서는 소내 원자력시설인 조사후시험시설의 풀물처리공정과 방사성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공정계장설비에 대한 교보정 수행 내용을 기술하 고, 2절

에서는 조사후시험시설의 풀물처리계통의 리레이로 구성되어 있어 고장이 빈번

히 발생되는 경보계통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의 중앙제어반

의 램프제어모듈인 IND-100을 PLC를 사용하여 디지털로직으로 개선한 내용을 

기술하 다. 

  3절에서는 소내 각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 및 방사선감시

장비의 정비 내역을 기술하 고, 4절에서는 방사선검출기 모의실험용 소프트웨어

인 GEA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반도체 검출기 선정, 파이프 결함 측정기 및 

두께측정기 제작을 위한 모의실험에 적용한 내용을 기술하 다.

  5절에서는 각 연구실에서 필요로 하는 실험장치나 전자기기를 제작한 내용을 

다루었다. 금년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방사선환경을 감시하기 위한 방사능확

산 모의실험용 추적자포집장치 제어모듈을 70대 제작하여 발전소 현장 주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조사후시험시설의 방사선공기오염감시기기인 MAFF

의 전자회로 모듈들을 설계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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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에서는 금년에 수행한 결과를 요약해서 나타내었고 3장에서 결론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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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본 론

제 1절  계장설비 교.보정 및 유지보수

  본 과제에서 금년에 소내 조사후시험시설의 풀물처리공정(Unit 211)과 방사성

고화페기물시험시설의 계장설비에 대해 교.보정 및 유지보수 작업이 이루어졌

다. 교.보정 작업에 사용한 장비는 pressure calibrator(Fluke 741B), 온도 

calibrator 및 멀티테스터기를 사용하 으며, 수행방법은 품질보증실에서 공인

된 운전시험절차서(OP-05-24, OP-05-66)에 따라 수행하 다(부록 1, 2 참조).

1.조사후시험시설

  가. 풀물처리공정

  본 공정은 조사후 핵연료의 냉각 저장 해체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풀에 물을 

공급하여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공정으로서 센서, 변환기, 지시기 또는 경보

계통으로 구성되는 제어루프수는 25개이며 변환기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지시 또는 구동되는 루프수는 18개이다. 43개의 제어루프를 구성하는 계장기기

의 종류는 20종으로 총 13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위 제어반(CA 제어반)에서 

독립적으로 제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CA 제어반은 unit 225, 226, 227의 일부

분과 관련되어 있으며 연관된 계장기기의 종류는 20종으로 26개가 사용되어 있

다.

    (1) 풀 10, 15, 20에 관련된 계통

      (가) 액위

  액위의 최소값에 대한 order 및 경계(warning) 신호가 차압스위치를 통하여 

CA 제어반에 램프로 지시된다. 풀의 정상 액위는 -1.5m로 설계되어 있고 탱크마

다 2개의 bubbling pipe를 통한 air 공급으로 차압에 의한 액위를 측정한다. 표 

1-1은 차압스위치 LO-10, LW-10, LO-15, LW-15, LO-20, LW-20에 대한 교정결과

를 보이고 있다. 

      (나) 온도

  백금으로 된 RTD(100Ω, 0℃)에 의해 풀물의 온도가 현장에 지시되며 RTD 및 

지시기에 대한 교.보정을 수행하 다. 지시기의 측정범위는 0℃∼50℃이며 교정

기로 모의 신호값을 입력시켜 수행하 다. 표 1-2는 온도지시기 TI10, TI15, 

TI20에 대한 교정결과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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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차압스위치 LO-10, LW-10, LO-15, LW-15, LO-20, LW-20의 교정결과 

표 1-2. 온도지시기 TI10, TI15, TI20의 대한 교정결과

    (2) 탱크 60에 관련된 계통

      (가) 액위

  탱크 60의 액위를 측정하기 위한 electronic d/p transmitter(LI60.1)와 지시기

(LI60.1), 액위의 하한선 및 상한선에 대한 경계(warning)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한 

threshold relay(LW+0+60.2, LW-60.3)의 동작을 시험하 으며, 액위의 상한선은 

1600mmWC(88.9%), 하한선은 80mmWC(4.4%)로 되어 있다. 지시기는 4mA와 

20mA 입력에서 0% 및 100%를 지시하도록 조정하 다. 표 1-3에 차압트랜스미

터 LI60.1와 지시기 LI60.1에 대한 교정결과를 나타내었다

      (나) 압력

  탱크 60의 오염된 물을 필터 25로 보내기 위한 주 펌프 및 보조펌프에 seal- 

차압스위치 번호 설정입력(mm H2O) 동작상태

LO- 10 20 Lamp LO- 10 ON

LW
-
 10 50 Lamp LW

+
 10 ON

LO
-
 15 20 LO

-
 15 Lamp ON

LW
-
 15 50 LW

-
 15 Lamp ON

LO
-
 20 20 Lamp LO

-
 20 ON

LW- 20 50 Lamp LW+ 20 ON

지시기번호 모의입력(Ω)
A 

기준(%)

B 

출력(%)

C 

절대오차(A-B)

% 

상대오차(C/A)

TI-10

100 0 0 0 0

109.73 25 26 1 4

119.40 50 51 1 2

TI-15

100 0 1 1 1

109.73 25 25.5 0.5 2

119.40 50 50.5 0.5 1

TI-20

100 0 1 1 1

109.73 25 26 1 4

119.40 50 51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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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차압트랜스미터 LI60.1와 지시기 LI60.1의 교정결과

ing water를 공급해 주기 위한 파이프라인의 압력을 측정하여 현장에 지시하며 

기준 압력(5.5bar) 이하일 경우 압력스위치를 통하여 CA 패널에 램프로 경계신

호를 발생시킨다. 6 bar의 water line을 사용하여 압력스위치 PW-151.2와 

PW-152.2를 조정하 다.

    (3) Filter 25 및 Mixer 90에 관련된 계통

      (가) 압력

  탱크 60으로부터의 오염된 물은 필터 25를 통하여 정화되며 필터의 입력과 출

력과의 압력이 비교되어 필터의 막힘이 감시되며 차압이 지시기 dPIW+25에 의

해 현장에 지시되고 기준압력(1.5 bar) 이상일 경우 d/p pressure 스위치를 통하

여 패널램프에 경계신호가 발생된다. 

      (나) 액위

  이온교환수지정화장치의 수지를 섞는 Mixer 90의 액위가 측정되어 electronic 

d/p transmitter(LI90)를 거쳐 패널에 지시된다. 트랜스미터는 0mmWC에서 4mA, 

1320mmWC에서 20mA로 교정하 으며, 각각에 대해 지시기(LI90)의 눈금이 0%

와 100%를 지시하도록 하 다. 표 1-4에 차압트랜스미터 LI90.1과 지시기 LI90.1

에 대한 교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4. 차압트랜스미터 LI90.1과 지시기 LI90.1의 교정결과

모의입력

(mmH2O)

D/P트랜스미터

표준출력(mA)

Indicator 

표준지시치(%)

Indicator 

실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450 8 25 26 4

900 12 50 51 2

1350 16 75 77 2.7

1800 20 100 100 2

모의입력

(mmH2O)

D/P트랜스미터

표준출력(mA)

Indicator 

표준지시치(%)

Indicator 

실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450 8 25 26 4

900 12 50 51 2

1350 16 75 77 2.7

1800 20 100 1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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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양이온 및 음이온수지탱크에 관련된 계통 및 계기

  필터 25를 거친 오염된 물이 양이온 및 음이온교환수지탱크 30과 35를 거치면

서 더욱 정화되며 양이온 및 음이온수지탱크의 출력측의 압력이 현장의 압력계

기(PI30, 35)에 지시된다.

    (5) 탱크 80에 관련된 계통

      (가) 액위

  질산탱크 80의 액위가 electronic d/p transmitter를 거쳐 패널의 지시기(LI80.1)

에 지시되고 액위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경보신호(LA+80.4, LO_80.2, 

LO-80.3)가 발생된다. 지시기는 4-20mA에서 0점과 full span을 교정하 으며 경

보신호발생을 위한 d/p 압력스위치(LA+80.5)는 133mmWC에 조정하 다. 

Ordering 신호는 LO+80.4는 999mmWC, LO-80.2는 105.9mmWC, LO-80.3은 

132.4mmWC에 교정하 다. 표 1-5에 차압트랜스미터 LI80.1과 지시기 LI80.1에 

대한 교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5. 차압트랜스미터 LI80.1와 지시기 LI80.1의 교정결과

      (나) 유량

  질소희석을 위한 demineralized water의 유량이 오리피스로 측정되어 

electronic d/p transmitter root extractor를 거쳐 패널의 지시기 및 하한선에 대

한 경보가 발생된다. electronic d/p transmitter는 0-2m3/L의 범위에서 4-20mA

가 출력되도록 교정하 으며 경보(FIP-80) 기준값은 8mA(25%)로 조정하 다. 

표 1-6에 차압트랜스미터 FIP-80에 대한 교정결과를 나타내었다.

      (다) 도

  질산과 물의 희석액에 대한 도가 도변환기를 통해 패널에 지시되며 도

가 1.048 이상일 경우 경보가 발생된다. 경보기준값은 full span의 80%(16.8mA)

에 맞추었다.

모의입력

(mmH2O)

D/P트랜스미터

표준출력(mA)

Indicator 

표준지시치(%)

Indicator 

실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237.5 8 25 25 0

475 12 50 51 2

712.5 16 75 76 1.33

950 20 100 100 0



- 19 -

표 1-6. 차압트랜스미터 FIP
-
80의 교정결과

    (6) 탱크 85에 관련된 계통

      (가) 액위

  수산화나트륨 탱크 85의 액위측정을 위한 electronic d/p transmitter, 지시기

(LI85.1) 및 경보를 위한 d/p 압력스위치를 교정하 다. 트랜스미터는 

0-1265.4mmWC에서 4-20mA가 발생되도록 교정하 으며, 경보신호 LA+85.5는 

1065.6mmWC(84.2%), 상한선에 대한 ordering 신호 LO+85.4는 999mmWC, 하한

선에 대한 ordering 신호 LO-85.2, LO-85.3은 각각 133.2mmWC,106.6mmWC에 

교정하 다. 표 1-7에 차압트랜스미터 LI85.1과 지시기 LI85.1에 대한 교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7. 차압트랜스미터 LI85.1과 지시기 LI85.1의 교정결과

      (나) 유량

  수산화나트륨의 희석을 위한 deminralized water의 유량이  electronic d/p 

transmitter와 root extractor를 거쳐 패널에 지시되며 하한선에 대한 경보가 발

생된다. 트랜스미터는 0-2m
3
/L 범위에서 4-20mA가 출력되도록 교정하 으며 경

보신호(FIP-85)는 8mA(25%)에서 발생되도록 하 다. 표 1-8에 차압트랜스미터 

FIP
-
85에 대한 교정결과를 나타내었다.

모의입력

(mmH2O)

D/P트랜스미터

표준출력(mA)

Indicator 

표준지시치(%)

Indicator 

실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625 8 25 26 4

1250 12 50 51 2

1875 16 75 76 1.33

2500 20 100 101 1

모의입력

(mmH2O)

D/P트랜스미터

표준출력(mA)

Indicator 

표준지시치(%)

Indicator 

실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237.5 8 25 25 0

475 12 50 50 0

712.5 16 75 74 1.33

950 20 100 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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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차압트랜스미터 FIP
-
85의 교정결과 

    (7) 탱크 51, 55에 관련된 계통

      (가) 액위

  Unit 212.21 및 211의 26, 31, 36 drip tray로부터 새어나오는 것이 탱크 51에 

모이며 액위가 설정치(30mmWC)를 넘을 경우 d/p 압력스위치를 통하여 패널에 

경계신호가 발생되도록 하 다.

  MAW(Medium Active Waste) 저장용 탱크 55의 액위측정을 위한 electronic 

d/p transmitter와 지시기를 교정하 으며 상한선에 대한 경보신호 LA+55.2는 

50mmWC(89%), 하한선에 대한 ordering 신호 LO-55.3은 10mmWC(3.7%)로 교

정하 다. 탱크 55로부터 누설되는 액체폐기물이 고이는 섬프 53의 액위측정을 

위한 d/p 압력스위치(LW+53)는 50mmWC에 교정하 다. 표 1-9에 차압트랜스미

터 LI55.1과 지시기 LI55.1에 대한 교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9. 차압트랜스미터 LI55.1과 지시기 LI55.1의 교정결과

      (나) 압력

  탱크 55의 액체폐기물을 탱크 50으로 보내기 위한 펌프 551의 sealing water의 

압력이 현장에 지시되며(PI551.1) 압력스위치 PO-551.2를 교정하여 압력이 4.5 

bar 이하이면 패널에 ordering 신호가 발생되도록 하 다.

    (8) 탱크 50에 관련된 계통

      (가) 액위

    LAW(Low Active Waste) 저장용 탱크 50의 액위측정을 위한 electronic d/p 

모의입력

(mmH2O)

D/P트랜스미터

표준출력(mA)

Indicator 

표준지시치(%)

Indicator 

실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625 8 25 25 0

1250 12 50 48.5 3

1875 16 75 73 2.66

2500 20 100 98 2

모의입력

(mmH2O)

D/P트랜스미터

표준출력(mA)

Indicator 

표준지시치(%)

Indicator 

실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237.5 8 25 25 0

475 12 50 50 0

712.5 16 75 74 1.33

950 20 100 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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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mitter를 0-2700mmWC 범위에서 4-20mA가 발생되도록 하 으며, 상한선

에 대한 경보신호 LA+50.2는 50mmWC(89%), 하한선에 대한 ordering 신호 

LO-50.3은 10mmWC(3.7%)로 교정하 다. LAW를 방류하거나 균일하게 하기 위

한 펌프 501에서 누출되는 물이 고이는 섬프 54의 액위가 50mmWC을 넘으면 

패널에 경계신호가 발생되도록 d/p 압력스위치 LW+54를 교정하 다. 표 1-10에 

차압트랜스미터 LI50.1과 지시기 LI50.1에 대한 교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10. 차압트랜스미터 LI50.1과 지시기 LI50.1의 교정결과

      (나) 압력

  펌프 501에 공급되는 sealing water의 압력이 측정되어 현장에 지시되며

(PI501.1) 펌프 출력측의 압력은 PI501.3에 의해 현장에 지시된다. Sealing water

의 압력이 4.5bar 이하이면 패널에 ordering 신호가 발생되도록 압력스위치

(PO-501.2)를 교정하 다.

2.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

  이 시설은 장기저장 또는 구처분을 위하여 요구되는 방사성 고화폐기물의 

시험특성 즉, 고화체의 균질성, 기계적특성, 열적특성, 내수성 또는 침출성 등의 

시험을 하기 위한 시설이다. 

  따라서 본 시설은 관리 최적화 달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방사성폐

기물 고화체의 처분안전 신뢰도를 확보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계

장설비들은 7개의 설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음파 제염설비, 전해 제염 설비, 

침수 제염 설비, 세척 제염 설비, 공정 제염 설비, 오염설비, 제염실 제염 설비로 

이 설비들은 중앙집중 원격제어 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시설들에 설치되어 있는 계장설비의 종류는 유틸리티 및 페액저장/이송설

비 제어에 사용되는 레벨트랜스미터, 레벨스위치, 레벨지시기, 온도지시기, 압력

스위치와 HVAC 설비 제어에 사용되는 풍압스위치, 차압압력게이지들이 있으며, 

교보정이 수행된 계장설비 현황은 표 1-11과 같다.

모의입력

(mmH2O)

D/P트랜스미터

표준출력(mA)

Indicator 

표준지시치(%)

Indicator 

실지시치(%)
% 상대오차

0 4 0 0 0

237.5 8 25 25 0

475 12 50 50 0

712.5 16 75 74 1.33

950 20 100 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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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1.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계장설비 현황

제어설비명 계장기기명 Tag No. 점검결과

유티리티 및 폐액

저장/

이송설비 제어

 Level Transmitter  LT-315∼LT320

양호

 Level High Alarm  LSH-315∼LSH-320

 Level Indicator  LI-315∼LI-320

 Temperature
 Indicator

 TI-315∼TI-320

 Level High Alarm  LS-327,LS-328

 Pressure High
 Alarm

 PDSH-126∼
          PDSH-131,  
  PDSH-157

 Pressure Switch
 Low Alarm

 PAL-141, PAL-143

 Level Switch
 LSHL-311,
 LSHL-313

HVAC설비 제어

 풍압스위치
 FS-710, PS-713
 FS-722∼FS-724

"

 차압 압력게이지

 PDI-713∼PDI-715,

 PDI-716A/B∼

 PDI-720A/B

 PDI-727A/B, PDI-737,

 PDI-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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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설비개선

  계장설비들이 설치된지 오래되어 빈번한 오동작과 작동 불능 상태로 인하여 

시설에 대한 안전 운전 및 운 상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설비들의 개선작업이 

수행되었으며, 조사후시험시설 풀물처리공정의 경보계통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방사선감시계통의 IND-100 램프제어모듈에 대한 개선작업이 이루어졌다.

1. 풀물처리공정의 경보계통

  조사후시험시설 풀물처리공정은 풀 10, 15, 20과 섬프 51, 53, 54, 탱크 50, 55, 

60, 80, 85와 필터 25 및 믹서 90으로부터 액위 및 압력에 대한 ordering 신호, 

경계신호, 경보신호가 발생되며 기존의 리레이 로직을 PLC 로직으로 개선하여 

신뢰성 및 안전성을 도모하 다. 사진 1은 리레이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던 경보

계통을 PLC로 구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표 2-1에 이 계통의 경계 경보신

호 일람을 나타내었다. 그림 2-1에서 그림 2-8까지 구현된 PLC 계통도를 보이고 

있다.

사진 2-1. 경보계통 리레이 로직의 PLC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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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풀물처리공정의 경계 경보신호 일람

관련

설비
관련신호 설정값 비 고

풀10
 LO-10  20 mmWC 

 LW-10  50 mmWC

풀15
 LO-15  20 mmWC 

 LW-15  50 mmWC

풀20
 LO-20  20 mmWC 

 LW-20  50 mmWC

탱크

60

 LW+0+60.2  1600 mmWC  88.9%

 LW-60.3  80 mmWC  4.4%

 PW-151.2  5.5 bar  필터25로 공급하는 주/보조 펌프의  

 sealing water 압력 PW-152.2  5.5 bar

 dPIW+25  1.5 bar  정화용 필터 차압

탱크

80

(HNO3)

 LA+80.4

 LO-80.2  105.9 mmWC

 LO-80.3  132.4 mmWC

 LA+80.5  133 mmWC

 LO+80.4  999 mmWC

 FIP-80  8 mA  25%

탱크

85

(NaOH)

 LA+85.5  1065.4 mmWC  84.2%

 LO+85.4  999 mmWC

 LO-85.2  133.2 mmWC

 LO-85.3  106.6 mmWC

 FIP-85  8 mA  25%

sump

51
 LW+51  30 mmWC

 unit 211의 26, 31, 36 drip tray

 로부터의 누수액 저장

탱크55

(MAW)

 LW+55 

 LA+55.2  50 mmWC  89%

 LO-55.3  10 mmWC  3.7%

sump53  LW+53  50 mmWC  탱크 55로부터의 누설 sump

탱크

50

(LAW)

 PO-551.2  4.5 bar
 탱크 55에서 탱크 50으로 보내는 

 펌프 551의 sealing water 압력

 LA+50.2  50 mmWC  89%

 LO-50.3  10 mmWC  3.7%

sump54

 LW+54  50 mmWC
 탱크 50의 펌프 501로부터의 누설

 sump

 PO-501.2  4.5 bar
 펌프 501에 공급되는 sealing

 water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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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페기물처리시설의 RMS 램프 제어모듈 PLC화

   IND100은 Field에 설치된 방사선 감시 시스템인 MAFF, Alilog에서 검출되어 

출력된 신호를 방사선 지역 오염 통제실에 설치된 패널상의 ‘정상’, ‘경고’, ‘경보

등’을 경고음과 더불어 발생시키는 램프 및 경고음 구동회로이다.

  IND100은 경고(warning) 39개, 경보(alarm) 39개 등 모두 78개로 이루어져 있

다. 그러나 상당수가 고장으로 감시요원에게 혼란을 주지만 관련된 document나 

schematic diagram 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듈 자체가 수지로 완전히 

moulding 되어 있어 수리 자체가 불가능하여 IND100의 동작을  PLC를 이용하

여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하 다.

 

  가. 하드웨어 구성

  각 junction box에서 오는 접점신호를 PLC의 입력으로 연결시키고, 이 입력에 

근거한  PLC 출력을 기존에 설치된 표시등 터미널 단자에 접속해주고, 경고음 

발생과 해제는 운전요원과 협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작성한 후 프로

그램을 제작하 다.

  계통구성에 사용된 제어장치는 LG 산전의 GLOFA GM4 시리즈의 PLC를 사

용하 으며,  표 2-2는 사용된 PLC 관련 하드웨어 모듈 일람표를 보이고 있다. 

사진 2-2와 사진 2-3은 기존의 IND-100으로 구성된 제어모듈과 PLC로 구현된 

램프제어모듈을 각각 보이고 있다. 그림 2-9과 2-10은 PLC 제어계통의 전원연결

도 및 PLC 메인보드와 확장보드 연결도를 각각 보이고 있다.

표 2-2. 하드웨어 모듈 일람표

종 류 모델명 특 성 수 량

전원모듈 GM4-PA2A  AC220/DC24V 10A 2

CPU 모듈 GM4-CPUA  최대 입출력 1024점 1

확장보드 GM4-B08E - 1

입력모듈 GM4-D24B  DC24V, 32점 6

출력모듈 GM4-RY2A  relay 출력, 16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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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 기존의 IND-100 모듈 

사진 2-3. PLC로 개선된 IN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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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전자기기 및 방사선감시장비 보수

  금년도에 수행한 소내.외의 전자기기 및 방사선감시기기 보수는 소내에서는 전

자기기가 핵물리공학팀의 ion implanter 제어모듈 외 47건, 방사선감시기기는 조

사후시험시설의 손발오염감시기 등 49건이고, 소외에서는 국방부 군비검증단의 

방사선서베이미터 PRM470A 외 2건으로, 각각에 대한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소내 전자장비 보수

     - Ion Implanter 

       제작회사 : 핵물리공학팀 자체개발

       증    상 : Ion source circuit 동작 안됨 

       고장수리 : 고전압발생 모듈 수리

     - Metal Implanter 

       제작회사 : 핵물리공학팀 자체개발

       증    상 : Ion source circuit 동작 안됨 

       고장수리 : 고전압발생 모듈 수리

     - Omni Graphic X-Y Recorder

       제작회사 : Houston Instrument Co.

       증    상 : X, Y측 Motor 동작 안됨 

       고장수리 : Amp.단 TR 교체

     

      - XRF 

       제작회사 : Diano Co., U.S.A.

       증    상 : 동작불량    

       고장수리 : 전치증폭단 수리 

     - Air Sampler 

       제작회사 : Eberline

       증    상 : Motor 동작 안됨 

       고장수리 : Air Sampler 용 모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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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ip Chart Recorder 

       제작회사 : Sambon, U.S.A.

       증    상 : 동작 안됨 

       고장수리 : Signal Processing IC 교체

     - MAFF RMS (조사후시험시설)

       제작회사 : Merlin Gerin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HG1, HG2 SAD module 수리

     - Stack monitor 

       제작회사 : Canberra, U.S.A.

       증    상 : 동작 불량 

       고장수리 : 임펠라 교체 수리 

     - 손발오염감시기(HFM-7)

       제작회사 : Eberline 

       증    상 : 측정불량    

       고장수리 : 검출기 창 재생

     - Chemical balance, PM400

       제작회사 : Mettler, Switzerland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입력 증폭단  수리

     - I.R. spectrophotometer

       제작회사 : Perkin Elmer, France

       증    상 : 동작불량    

       고장수리 : Bridge 회로 OP amp. 교체 

     - Electronic Balancer, PC-8000

       제작회사 : Mettler, France

       증    상 : Meter 동작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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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수리 : 전원장치 고장수리

     - Kr Monitor 

       제작회사 : Merlin Gerin 

       증    상 : 동작불능

       고장수리 : High Voltage module 수리

     - Multichannel Analyzer, Model 8100

       제작회사 : Canberra, U.S.A.

       증    상 : 화면 불안정

       고장수리 : Oscillation 회로 

     - Emission Spectrography

       제작회사 : Camaca, France.

       증    상 : 동작 이상

       고장수리 : Connector 불량 교체

     

     - pH Meter, 410

       제작회사 : Fischer, U.S.A.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검출센서 수리     

     - Chemical Balance, PC 8000-82

       제작회사 : Mettler Instrument AG, Switzerland

       증    상 : 동작상태 불량    

       고장수리 : Balancing unit 고장

     - Omni Graphic X-Y Recorder, 2000

       제작회사 : Houston Instrument, U.S.A.

       증    상 : X, Y축 동작불량    

       고장수리 : X, Y축 control unit 고장수리

     - I.R. Spectrophotometer, 4230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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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회사 : Beckmam, U.S.A.

       증    상 : 파장측정 부정확 

       고장수리 : 증폭회로소자 교체

     - Flameless A.A. Spectrophotometer

       제작회사 : Alein, Australia

       증    상 : 작동 불량

       고장수리 : Control Unit 고장

     - VG Quadrapole Mass Spectrometer

       제작회사 : Beckmam, U.S.A.

       증    상 : 작동불능

       고장수리 : 전원 부품 교체

     - Hand/foot monitor 

       제작회사 : Nardeux, France

       증    상 : 오른발, 오른손 계수동작 불능 

       고장수리 : Count module 수리

     - LVDT Conditioner

       제작회사 : Tacussel, France

       증    상 : 동작 안됨 

       고장수리 : Transformer 고장

     - Electronic Recorder, PD 265

       제작회사 : Sefram, France

       증    상 : 동작 불안정  

       고장수리 : Pen Drive 회로

     - XRF

       제작회사 : Diano Corporation, U.S.A.

       증    상 : 동작상태 불량

       고장수리 : 전류제어회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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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 Monitor

       제작회사 : Beckmam, U.S.A.

       증    상 : 오작동  

       고장수리 : Compare unit 고장

     - Spectrophotometer

       제작회사 : Varian, Australia.

       증    상 : 작동 불량 

       고장수리 : Meter Display 고장

     - Speed Controller System, TR 9020

       제작회사 : Minarik Electronic, U.S.A.

       증    상 : Speed Control 불량

       고장수리 : Diode, SCR 교체

     - Furnance Controller

       제작회사 : Sybron Thermolyne, Australia

       증    상 : 온도조절 불능

       고장수리 : 전류조절회로(TRIAC 회로) 수리

     - Process timer H3BF-8

       제작회사 : Shulemberg, France

       증    상 : Timing 동작불량    

       고장수리 : 계수회로 수리

     - Electronic Balancer, PC-8000

       제작회사 : Mettler, France

       증    상 : 지시치 불량 

       고장수리 : Drive unit 고장

     - Transceiver, PRC-3

       제작회사 : Kuk Ja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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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상 : 송.수신 불량

       고장수리 : 고주파회로 부품교체

     - Infrared Analyzer

       제작회사 : 

       증    상 : 잡음 발생

       고장수리 : 입력 증폭단

     - Flameless A.A. 

       제작회사 : Tacussel, France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PCB board IC 교체

     - D/P Transmitter 

       제작회사 : Shulemburg, France

       증    상 : 입력동작 이상    

       고장수리 : OP amp. 교체

     - X-Y Recorder

       제작회사 : Beckmam, U.S.A.

       증    상 : X, Y축 동작 안됨 

       고장수리 : 전류증폭단 부품 교체

     - X-Y Recorder, RE-0089

       제작회사 : Allen, U.S.A.

       증    상 : X, Y축 동작 안됨

       고장수리 : Output Drive단

     - Multichannel Analyzer, Model 8100

       제작회사 : Canberra, U.S.A.

       증    상 : 화면상태 이상 

       고장수리 : H-sweep 회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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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troscope Amplifier, TT 100

       제작회사 : Tacussel, France

       증    상 : 동작 안됨

       고장수리 : Preamp., Control Unit

     - Optical Pyrometer 

       제작회사 : Smibo, Switzerland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Moving coil 교체 

     - PH Monitor

       제작회사 : Beckmam, U.S.A.

       증    상 : PH 측정이 안됨 

       고장수리 : Comparator 회로 조정

     - I.R. Spectrometer

       제작회사 : Safas, Monaco

       증    상 : Frequency 측정 비정상

       고장수리 : TOF 증폭회로

     - Electronic Controller

       제작회사 : 

       증    상 : 제어기능 불량

       고장수리 : 전원회로

     - Eddy current tester, IC-5060 

       제작회사 : Iicence CEA, France

       증    상 : 작동상태 불량

       고장수리 : Connector Unit

     - Emission spectrograph 

       제작회사 : Camaca,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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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TR, IC 교체

     - Automatic Buret

       제작회사 : Tacussel, France

       증    상 : 동작 안함

       고장수리 : Amp Unit

     - Emission Graph

       제작회사 : Technal, U.S.A.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Main Amp. 회로 

     - Multichannel Analyzer, Model 8100

       제작회사 : Canvberra, U.S.A.

       증    상 : 작동불능

       고장수리 : Main board CPU 교체

2. 소외 전자장비 보수

  가. 국방부 군비검증단 방사선 계측장비

     - Portable Radiation Monitor, PRM-470A, 1대

       제작회사 : Comet Industrial Co. 

       증    상 : - 동작 불능 

       고장수리 : - 전원회로 교체 

                  - 검출회로 IC 교체

     - Non-Nuclear Verification Instrument, NNV-470As, 2대

       제작회사 : Comet Industrial Co. 

       증    상 : - 동작 안됨

       고장수리 : - 전치증폭기 OP Amp IC 교체 

                  - 회로 교.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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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사선감시기기 정비

  금년에 소내의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

시설 및 기타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감시장치에 대한 보수.유지 내역은 표 3-1과 

같다.

표 3-1. 소내 RMS 장비 보수 내역

시설명 장비명 계

조사후시험시설

- 손발오염감시기 : 2대

- Kr-gas : HC5, HC6 

- Alilog

  .HH4, Preamp, log amp.,Threshold board 

- MAFF 

  .HC1, HC2, HC3, Preamp, 저전압원

13건

방사성

고화폐기물

시험시설

- Stack Monitor

  .Iodine, Noble gas, beta particle

- Aα1, Aα2, Aα3 ,Aα4 

- Aβ1, Aβ2 ,Aβ3, Aβ4 

- AHL, AHR Detector System 수리

- I/F converter, 고전압회로, Preamp 

- DAC/Timer

- MPU Board

  .buffer, RAM

- Low power supply

- 손발오염감시기

- 핵종분석 S/W Customizing

  .PLC 구동

  .communication to PLC

  .Slit 폭 제어

24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 MAFF

  .HE4-4,HH-1,HH4-4,Rate Meter(SAD),

   Preamp

- Alilog 

  .HF5, HF6, HH6,Log amp., Threshold board

10건

기타 시설

- 핵연료설계기술개발팀

  .우라늄감시장치 1건(검출기 교체) 

- 원자력환경연구팀

  .환경방사능감시장치 1건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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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방사선 계측기의 GEANT Simulation Program

1. GEANT Simulation Program 개요

  GEANT program은 유럽의 CERN 연구소에서 고 에너지 입자 검출기 시뮬레

이션용으로 개발되었다. GEANT를 이용하면 방사선 검출기의 기하학적 구조를 

설계하고, 설계된 구조 안에 elements, compounds, mixtures 등의 물질들을 채워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을 통과하는 방사선 입자들의 위치, 시간, 운동

량, energy loss등 많은 정보를 실제 실험과 유사하게 얻어낼 수 있다. 지금은 의

료․생물 과학과 방사선 방호․우주 항행학[술]에도 이용되고 있다. 

  GEANT program을 이용하면 실제로 연구소에서 실험을 할 때 검출기를 만드

는 과정에 있어서 이 실험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지를 시뮬

레이션을 통해 먼저 가상 실험을 해봄으로써 검출기의 성능을 높이고 시간,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림 4-1에서 프로그램의 개략도를 보여준다.

그림 4-1. GEANT Program의 개략도



- 47 -

  GEANT Program에서 사용되어지는 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SVERT에서는  입사 입자의 초기 위치(x,y,z)를 저장하고, GSKINE는 입사 입

자의 초기 운동량을 저장한다. GUSTEP함수 중에서 GSKING는 현재 입자의 

tracking 에 관한 정보를 저장하며, GSMIXT에서 material의 정보를 저장한다. 

UGEOM의 함수에서 GSTMED는 tracking medium의 정보를 저장하고, 

GSVOLU는 tracking medium의 기하학적 구조를 정의하며, GSROTM은 

tracking medium의 mother volume에 대한 rotation 정보를 정의하고, GSPOS에

서 tracking medium의 mother volume에 대한 상대 위치를 정의한다.  HBKDEF

함수는 hbook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하라는 것을 알려주는 HROPEN와 hbook 형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HBOOK1으로 구성된다. GUOUT에는 hbook 형식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어떤 parameter를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HFILL의 함수가 있

다. 

2. 반도체 검출기 선정용 GEANT Simulation

  Si 반도체를 방사선 검출기로 사용한 경우 도는 2.33 g/cm
3
이므로 감마선 검

출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소형센서로 제작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신호처리 전자회로가 잘 알려져 있으므로 본 과제에서는 알람 도시메

터 등에 사용 가능한 센서 개발을 위하여 PIN형 Si 반도체를 사용하도록 

simulation 프로그램을 작성하 다. Si 반도체를 이용한 거의 모든 소자류가 외부 

방사선에 대하여 일정한 반응을 보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중에서 검출기로 

사용이 가능하려면 방사선이 하나 입사했을 때 그에 대응하는 이온쌍이 내부에

서 형성되어 Preamp에서 처리가 가능한 펄스를 발생시켜야 한다. 

  그림 4-2의 geometry에 해당되는 구조를 user code로 작성하여 모의 실험을 

수행하 다. 그림 4-2에서 각각의 숫자는 여러 물질간의 경계의 x방향 위치를 

감마선원의 위치에서 검출기에 수직으로 입사된다고 가정하여 Simulation을 수행

하 다. 입사되는 감마선의 에너지는 각각  0.122, 0.622, 0.835, 1.2 MeV에서 계

산하 으며, 100만개의 감마선이 입사되었을 때, 검출기의 반응도를 에너지 loss

로 계산하 다.  3차원 geometry에서 10개의 event를 발생할 때의 모습이 그림 

4-3에 나타나 있고, 그림 4-4는 geometry에서 100개의 event를 발생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다.

  각 에너지 역에서 GEANT Simulation 결과는 그림 4-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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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GEANT Simulation에 사용된 Si 검출기 geometry

SiO2

SiCu

Polyethylene

Al Cu AlAl

       0.045                    0.255  0.2586  0.305   0.415               0.550

 0.01             0.145           0.2551 0.2621  0.35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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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3. 3차원 geometry에서 10개의 event를 발생할 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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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Geometry에서 100개의 event를 발생했을 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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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각 에너지의 감마선에 대한 Simula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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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ANT를 이용한 파이프의 결함 측정 Simulation

  파이프 결함 측정기 설계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앞과 뒤에 defect가 있는 철로 

된 파이프에서 defect의 위치 변화에 따른 Simulation을 수행하 다. 그림 4-6은 

GEANT Simulation에 사용한 기하학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7은 

GEANT에서 geometry를 code하고 100개의 입자를 입사시킨 후의 모습을 3 차

원으로 나타내고 있다. 파이프는 두께가 6 mm인 철제 파이프로서 내경이 30 cm

이다. 방사선원은 2mCi Co-60을 사용하 으며 검출기는 직경과 높이가 각각 

5.08 cm인 BGO검출기를 사용하 다.

  방사선원으로부터 검출기를 향하는 방향을 z축으로 하고, x축은 종이의 상간에

서 하단으로 향하는 방향을 취하 다. 방사선원의 차폐체는 직경이 3 cm이고 홈

의 반경이 0.5 cm이며, 높이가 3 cm이다. 

  이 같은 실험에 대한 Simulation으로 defect1이 존재하고 defect2가 없을 때 

defect1을 위 방향으로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mm 이동

하면서 각각에 대한 감마선 입자를 100만개를 투과했을 때 검출기에 도달한 입

자의 수를 측정하 다. 또한, defect1은 존재하지 않고 defect2만 존재할 때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mm 이동하면서 각각에 대한 감마선 

입자를 100만개를 투과했을 때 검출기에 도달한 입자의 수를 측정하 다. 

  검출기에 측정된 의미있는 event의 수는 다음 표와 같다. 그림 4-8에서 그림 

4-10까지는 Defect 1만 존재할 때 검출기에서의 energy loss를 그린 것이다. 

Defect 2는 Defect 1만 있을 때와 비슷하고 검출된 입자수만 다르다. 그 검출기

에서 검출된 입자수는 표 4-1에 나타나 있다. 그림 4-11은 defect가 이동함에 따

라 검출기에 검출되는 입자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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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GEANT Simulation에 사용한 기하학적 구조

 그림 4-7. 3차원 geometry에서 100개의 event를 발생할 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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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Defect 1만 존재할 때 검출기에서의 energy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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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Defect 1만 존재할 때 검출기에서의 energy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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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Defect 1만 존재할 때 검출기에서의 energy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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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GEANT를 이용한 파이프결함 측정기의 Simulation결과

위치 defect 1 defect 2

0 90908 83654

0.5 91036 83429

1.0 88508 83390

1.5 85498 83173

2.0 81678 82487

2.5 79997 81817

3.0 80316 81219

3.5 80315 80587

4.0 80272 80169

4.5 80189 80091

5.0 80245 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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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defect가 이동함에 따라 검출기에 검출되는 입자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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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께 측정기 제작을 위한 GEANT Simulation

  두께 측정기 제작에 앞서 방사선원과 검출기의 기하학적 구조 및 배열에 따른 

감마선 입자들의 이동 특성을 파악코자 수행한 GEANT 모의 실험 결과에 대하

여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기하학적인 구조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종류이다. 첫 번째

는 현재 상용화되어 외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원통

형 검출기내에 방사선원을 삽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둘째는 첫 번째 제품에서 

가공상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연구되고 있는 구조로서 검출기와 방사선원을 나란

히 두고있는 경우이다. 세 번째 경우는 두께 측정 결과로부터 편량 산출에 정확

도 향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 고안한 모델로서 여러 개의 소형 센서들을 Array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그림 4-12는 미국 NDC사 제품의 두께 측정기에 대한 기하학적 모델을 나타내

고 있다. 이 장비는 종이, 필름, 필름의 코칭 등 엷은 막 형태의 물질에 대한 두

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로서 방사선원은 Am241(60 keV)을 사용한다. 방

사선원의 차폐체는 텅스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4-12. 두께 측정용 검출기의 일반적 구조

  GEANT에 Code에 입력된 geometry의 모습은 그림 4-13에 나타나 있다. 그림 

4-14는 GEANT의 geometry에서 100개의 event를 발생할 때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4-13과 같은 기하학적 구조를 갖는 검출기에서 방사선원을 Am-241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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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로 가정)로 하고 측정대상 물질을 도가 1.0인 폴리머(CH)로 가정하여 

두께별 GEANT에 의한 모의실험 결과는 그림 4-15와 같이 나타났다. 이때 검출

기는 CsI를 사용하 다. 앞으로 검출기를 array형태로 하는 실험과 검출기의 물

질을 CZT, NaI 등으로 바꾸어 실험을 할 예정이다.

그림 4-13. GEANT code에 입력된 geometry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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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Geometry에서 100개의 event를 발생할 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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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두께별 GEANT에 의한 모의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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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기기제작

1. 방사능확산 모의실험용 추적자포집장치 제어모듈 제작

  가. 개요

  본 모듈은 원전 주변지역에 대한 방사능확산 모의실험용 추적자포집장치의 제

어회로기판이며 1995년도에 제작된 회로를 개선하여 다시 제작한 것이다. 이 장

치는 Sequential Sampler라고도 한다. Sequential Sampler는 방사능 누출사고시 

일정한 지역 내에서 대기 상태에 따른 방사선의 확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

의실험장치로 방사선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특수 화학물질을 대기 중에 살포

하여 해당지역내의 각 측정지점에 설치된 본 장치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연속적

으로 공기를 포집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Sequential Sampler는 공기의 흡입 및 

분배를 담당하는 구동부와 이의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당 

실에서는 제어부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하게 하 으며 구체적인 기능과 동작은 

다음과 같다. ( 이장치는 환경시스템해석실의 의뢰로 제작되었음)

  나. 특성

  - CPU : Intel 8032AH

  - Memory : 32KB RAM, 32KB EPROM

  - 12V 이하의 Battery로 동작

- 공기흡입펌프의 유량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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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지연시간의 설정 및 변경가능 ( 최소 0분 - 225분, 15분단위)

- Mode time 설정 스위치

- 현재 동작상태 확인 가능

- Audible Buzzer 부착

- 펌프의 斷續 및 連續 시험모드

- 펌프의 유량속도 조절가능

- 입력전압 보정 기능

- 디스트리뷰터 이동속도 조절기능

- On/Off 스위치, Start, Stop, Skip 스위치, Test 스위치 부착

  - 수동 채널선택 기능

  - Programmed Air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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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자회로

   (1) 회로구성 및 설명

  Sequential Sampler 제어부의 전체구성은 DC Power Supply, 전자회로용 정전

압 IC, 펌프 및 디스트리뷰터 제어용 정전압 IC, 주제어부, 펌프 제어부, 디스트

리뷰터 제어부, I/O 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여기에 사용되는 입력전압은 DC 9V 

배터리를 사용한다. 

  전자회로용 정전압 IC는 LM7805C를 사용하여 DC +5V(3A)를 정전압으로 출

력하도록 하 으며 펌프제어용 전압 및 디스트리뷰터제어용 전압은 TR 2SD525

를 사용하 다. 주제어부는 전체회로의 제어를 담당하는 중앙처리부분으로 CPU

는 Intel 8032AH를 사용하 으며 메모리로 32KB의 RAM과 32KB의 EPROM을 

사용하 다.

  디스트리뷰터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디스트리뷰터에 설치된 위치검출센서에 

의해 검출되어 Sequential Sampler의 입력부분으로 들어오게 되며 START, 

그림 5-1.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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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 SKIP의 3가지 key switch 에 의한 정상동작과 toggle and temporary 

SPDT 스위치에 의한 시험동작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스템 동작여부에 대한 응

답으로 Buzzer를 사용하여 작동상의 오류를 방지하 다.

  최종제작된 PCB의 크기는 100mm x 190mm이며 입출력단으로 단면 22P edge 

connector를 사용하 다. 시스템 전체의 구성도를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2) Power supply

  전원의 공급은 외부에서 DC +9V의 배터리를 통하여 입력되며 이 전원은 Q1

의 정전압 IC LM7805C에 의해 DC +5V로 변환되어 Vcc 모듈 전원으로 사용하

게 된다. LM7805C는 3A의 전류용량을 갖고 있으며 패키지의 형태는 TO220이

다. Q1의 입력단에는 25V/10μF의 탄탈륨 콘덴서 C1을 사용하 고 출력단에는 

마찬가지로 25V/10μF의 탄탈륨 콘덴서 C2와 1μF의 전해 콘덴서 C3를 각각 사

용하 다. Vcc Power Supply의 회로를 그림 5-2에 나타내었다.

그림 5-2. Vcc 전원회로

+ C3
1uF

Vcc Power Supply

BAT+
SW1

1 3

2

+C1

25V/10uF

BAT-

Q1
LM7805C/TO220

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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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N

D

Vcc

+
C2

25V/10uF

    (3) Pump Control

  대기 중에서 공기를 포집하기 위한 소형 에어펌프의 작동을 제어하기 위한 회

로로서 그림 5-3과 같이 펌프의 ON/OFF제어에 트랜지스터 2SD525를 사용하

고(Q2) 제어신호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Intel 8032H의 Digital Out 단자 P15를 사

용하 다(PCON). 다이오드 D1은 회로 보호용으로 사용한 1N4148이며 펌프의 

속도 조절을 위하여 2KΩ의 가변저항 VR1을 Q2의 에미터에 연결하 다. 스위치 

SW2는 정상모드와 시험모드를 선택할 때 사용하며 자동복귀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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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펌프제어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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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istributor Control

  본 추적자포집장치는 12채널을 갖고 있으며 각 채널에 펌프가 달려있고 이 펌

프를 순차적 또는 임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디스트리뷰터를 부착하

다. 디스트리뷰터는 DC +5V로 동작하는 직류모터로 속도제어는 필요치 않으므

로 일정한 속도로 고정하여 ON/OFF제어만을 하 다. 제어용 트랜지스터로 Q3

인 2SD525를 사용하 고 제어신호는 마이크로 콘트롤러 Intel 8032H의 Digital 

Out 단자 P14를 사용하 다(DCON). 다이오드 D2는 1N4148로 회로보호용이다. 

그림 5-4에 디스트리뷰터 회로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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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디스트리뷰터제어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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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igital Control

  포집장치의 제어를 위항 중앙제어회로는 그림 5-5에서와 같이 마이크로 콘트

롤러인 U1 Intel 8032AH와 외부 메모리로 32KB의 SRAM(U6), 32KB의 

EPROM(U5)을 사용하여 구성하 다. 어드레스 할당을 위한 디코더는 U3으로 

74LS138을 사용하 다. 8032AH는 외부메모리 사용모드로 설정하 고 포트 

P1[0..7]과 P3[2..5]를 I/O 단자로 할당하 다. 어드레스 디코딩은 ADDR[13..15]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NADN Gate U4 74LS21를 통하여 외부 SRAM인 62C256의 

20번 CS핀과 연결되어 있다. 외부 EPROM인 U5 27C256은 8032AH의 29번 핀 

PSEN 단자를 통해서 Enable/Disable된다. 8032AH의 클럭 주파수는 11.0592MHz

의 수정진동자 X1 에 의해 발진된다. 8032AH의 I/O는 표 5-1과 같이 할당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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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8032AH의 I/O 할당

Pin NO.(Port 

Name)
I/O Assignment

Pin NO.(Port 

Name)
I/O Assignment

1 (P1.0/T2) TIMECODE1 7 (P1.6) START

2 (P1.1/T2X) TIMECODE2 8 (P1.7) SKIP

3 (P1.2) TIMECODE4 12 (P3.2) DINDEX

4 (P1.3) TIMECODE8 13 (P3.3) DPOSSIG

5 (P1.4) BUZZER 14 (P3.4) DCON

6 (P1.5) STANDBY 15 (P3.5) P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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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디지털 제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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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Time Code와 Key Switch

  Time code는 추적자 포집장치의 동작시작 지연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4bit의 디지털 코드 스위치인 VS1 S-1010A를 사용하여 16단계의 지연시간을 설

정할 수 있으며 각 단계는 15분씩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 따라서 0-225분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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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시작 지연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각 단계의 단위 시간은 원시프로그램에서 

다시 설정할 수 있다.

  Key Switch는 제어모듈을 작동시키기 위한 스위치로서 KEY1의 STANDBY 

스위치는 디스트리뷰터가 자동으로 1번 채널을 찾는 동작을 지시하며 KEY2의 

START 스위치는 Time code에서 설정한 지연시간동안 기다린 뒤에 동작을 시

작하는 기능을 한다. KEY3의 SKIP 스위치는 디스트리뷰터의 채널을 1채널씩 

수동으로 이동하여 찾는 기능을 갖고있다.

그림 5-6. 타임 코드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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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7. 스위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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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Connector

  제어신호는 PCB 기판의 엣지 콘넥터 BR1을 통하여 외부 장치와 신호를 주고 

받으며 각 신호에 대한 할당은 그림 5-8과 같다. 콘넥터 JP1은 시험용으로 사용

되는 외부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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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콘넥터의 신호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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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Buzzer control

  그림 5-9는 부저 제어회로이다. 부저 SU1을 ON/OFF 제어하기 위하여 트랜지

스터 Q4 2N2222A를 사용하 고 마이크로 콘트롤러 8032AH의 5번 핀을 통하여 

BUZZER신호를 내보낸다.

그림 5-9. 부저 제어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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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제작

    (1) Artwork과 PCB 제작

  회로의 도면은 OrCAD Capture 9.1로 작성하 으며 Artwork 및 Layout은 

Cadence PCB tool을 사용하 다. 사진 5-1은 완성된 PCB 보드이며 사진 5-2는 

시스템에 장착된 상태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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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부품 삽입이 완성된 PCB기판

사진 5-2. 시스템에 장착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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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arts List

Item Quantity Reference         Par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1 BR1                        MSV20

2        3 C1,C2,C6                25V/10uF

3        8 C3,C4,C5,C9,C10,C11,C12,C13   1uF

4        2 C7,C8                        30pF

5        3 D1,D2,D3                1N4148

6        1 JP1                        CON9

7        1 JP2                       D. SELECT

8        1 JP3                        CON3

9        1 JP4                       JUMPER

10        1 KEY1                         STANDBY

11        1 KEY2                       START

12        1 KEY3                       SKIP

13        1 Q1                       LM7805C/TO220

14        2 Q3,Q2                         2SD525

15        1 Q4                       2N2222A

16        6 R1,R2,R6,R7,R12,R13        4.7K

17        3 R3,R5,R8               1K

18        1 R4                      10K

19        1 R9                      68

20        1 R10                      80K

21        1 R11                         330

22        1 SU1                      BUZZER

23        1 SW1                         SW SLIDE-SPDT

24        1 SW2                      SW SPDT

25        1 U1                      8032AH

26        1 U2                      74LS373

27        1 U3                      74LS138

28        1 U4                      74LS21

29        1 U5                      27C256

30        1 U6                      HY62C256/L

31        1 VR1                      2K

32        1 VS1                      S-1010A

33        1 X1                      11.0592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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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능 공기오염 감시장치의 MAFF 모듈 제작

  방사능 공기오염 감시를 위한 MAFF 모듈은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작업장, 

혹은 일반적인 생활공간의 방사선량을 연속 및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전자회로 

모듈로서 공기중의 방사선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기를 흡입하여 여과지에 통과

시키고, 일정시간 혹은 연속적으로 여과지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공기

중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현재 조사후시험시설에 5대, 방

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 6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된지 오래되고 노후화로 인한 

빈번한 오동작으로  시설의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가. 구성

  전자회로부분의 구성은 아래의 그림 5-10에 표시한 바와 같이 Preamp, Amp, 

Discriminator, Counter/Timer 그리고 측정시스템의 Control과 데이터의 전송 및 

분석을 할 모듈로 이루어진다. Preamp는 PM Tube에 공급되는 High Voltage 

Bias에서 AC Coupling하여 나오는 Anode신호를 받아서  신호처리에 적절한 크

기의 신호로 증폭하게 된다. Amp는 신호 크기의 조절 및 성형과정을 수행하여 

이후의 Discriminator에서 사용하기 적절한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며 

Discriminator에서는 입력되는 펄스신호가 원하는 Threshold Level 이상에서는 

Digital Logic 신호로 되도록 하여 다음에 연결되는 Counter에서 계수가 가능한 

신호로 만들어 준다. Counter/Timer는 Discriminator에서 발생되는 Logic Pulse

를 일정 시간동안 Count하여 방사선의 선량을 측정할 데이터를 추출하고 추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경보신호를 생성한다. 이 부분에서는 일정한 시간을 조

절할 Timer와 펄스를 계수할 Counter 및 경보판단을 위한 Logic과 컴퓨터와의 

통신을 위한 Interface 회로로 구성된다.

    (1) 전자회로 모듈 구성

  전자회로모듈은 기본 기능단위로 구성하여 국제 표준 규격인 NIM Bin에 조합

하여 구성하 다. 모듈간에 신호 전달은 개별 신호에 적절한 케이블로 연결되며, 

전원은 NIM Bin의 Back Plane에 설정된 국제 표준 규격의 NIM Connector를 

통하여 분배 지원된다.

  (2) NIM bin

  각종 모듈을 장착하도록 만들어진 Rack Frame이며, 각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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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NIM Connector와 전원 연결을 위한 PCB 및 배선(전선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한 주석도금 구리띠)으로 구성된다. 기본적인 NIM Module Slot을 8개 가

지고 있다. 

  (3) NIM 전원장치 모듈

  NIM Bin에 장착되어서 시스템에 사용되는 각종 모듈에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로서 교류 110V/220V를 입력으로 하며, 공급되는 전원은 ±24V, ±12V 및 ±6V

로서 ±24V와 ±12V는 연속 사용시 1A, ±6V는 연속 사용시 2A의 전력을 공급 

할 수 있으며, Line Regulation 0.005%, Load Regulation 0.1%의 정 성 및 안정

도를 지원한다. NIM Bin의 2개 Slot을 사용하는 모듈이다. 

    (4) High Voltage Power Supply/Preamp/Amp/Discriminator  

   RMS 시스템을 위하여 전용으로 개발한 NIM 모듈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출기에 고압의 바이어스 전압을 공급하고, 고압을 공급하는 동일한 케이

블을 통하여 검출기의 Anode 신호를 추출하여 Preamp에 입력으로 사용한다. 

Preamp는 일차적인 증폭을 수행하고 Amp에서 펄스의 성형과 증폭을 통하여 펄

스의 인식을 위한 Discriminator에 입력한다. Discriminator는 적절한 Threshold

를 가지도록 임의로 조정이 가능한 Level Control에 의하여 인식된 펄스에 해당

하는 Logic Pulse를 생성한다. 생성된 Logic Pulse는 50Ω Driver와 유지보수를 

위한 동일한 50Ω Driver 보조 출력을 가진다. 또한 포화상태의 경우나 기존 시

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검출시 신호를 적분하여 선량의 변화율을 측정하기

위한 Analog 신호를 출력한다. NIM Bin의 2개 Slot을 사용하는 모듈이다. 

그림 5-10. 기본적인 방사선 선량 측정장치의 전자회로 구성

High Voltage
Power Supply

Preamp Amplifier Discriminator Counter /
Timer

Data Analysis &
Interface

PM Tube PMT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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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RMS Logic Control with Counter/Timer

  앞의 항과 같이 RMS 시스템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NIM 모듈로서 

Discriminator에서 주어진 펄스를 주기적으로 일정 시간동안 Count하고 그 결과

를 이용하여 RMS의 ALARM, ALERT, PREALARM, RAPID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 검출기와 포집된 방사선 Sample 및 Preamp, Amp 및 Discriminator를 통

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여 정량적인 방사선량의 계측이 수행되

도록 각종 Parameter의 추출과 조정을 수행하며, 기구장치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

황 검출 신호를 입력으로 종합적인 RMS Logic을 수행한다. 측정된 결과는 모듈 

자체의 패널을 통하여 LED를 구동하며, 별도의 외부 Connector를 통하여 경광등 

및 Relay를 구동하기 위한 신호를 제공한다. 

  RMS는 측정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수집 보관하여야 하므로 측정된 데이터를 

컴퓨터로 전송하도록 하는 Interface장치를 가진다. 데이터의 전송장치로는 모듈 

내부에 LINUX OS를 가지는 Server를 운용하여 Ethernet을 이용하여 전송이 가

능하도록 하 으며, 보조 전송장치로서 RS-232를 통한 데이터 전송 기능을 가진

다. NIM Bin의 2개 Slot을 사용하는 모듈이다. 

    (6) Driver/Relay Box Module

  RMS Control Module에서 출력되는 각종 경고신호와 기구장치의 기구동작 감

시 스위치의 상태를 외부의 경광등이나 보다 큰 전력의 Relay를 구동하기 위한 

Relay 모듈이다. 각각의 Relay는 외부의 Logic 신호로부터 Relay Driver를 통하

여 구동되며 출력으로서의 접점은 외부 Connector를 통하여 외부에서 사용되도

록 한다. 기본적으로 8개의 접점을 가지며 각각의 Relay 입출력은 모듈의 패널을 

통해서 사용되며, 확장 시에는 별도의 케이블을 이용한다. 전면 패널에는 각 접

점의 ON/OFF상태를 보여주는 LED를 가진다.

  표 5-2와 사진 5-3은 제작된 MAFF 모듈의 주요 특성과 조립된 모습을 각각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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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MAFF 모듈의 주요 특성 

항 목 주요 특성

NIM bin

- 8 slot

- NIM Connector & Power Strip

- Stainless Guide

NIM 전원장치 모듈

- ±24V, ±12V : 1A

- ±6V : 2A

- Line Regulation 0.005%

- Load Regulation 0.1% 

H.V.P.S./Preamp/Amp

/Discriminator 

- High Voltage 출력범위: 0 ~ 2000V

- Ripple : Less than 10mV at Full Load

- μ-metal Shield for EMI Protection

- LED 7-segment Display

- 입력 적분 펄스 아날로그 신호 출력

- Discrimination Output : TTL 50Ω Drive

RMS Logic Control

with Counter/Timer

- LINUX OS Network Server System 내장

- Programmable 100MHz Counter & Timer 

- RMS Alarm Logic 및 데이터 전송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내장

- Ethernet 및 RS-232 통신 

- 데이터 모니터 프로그램

사진 5-3. 조립된 MAFF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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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결과 

  금년 1년간의 과제수행 실적은 표 6-1과 같다.

표 6-1. 2001년도 과제수행 실적 

 수행업무항목 수행실적 계

-소내 원자력시설 

 공정계장설비 

 교․보정

 

-조사후시험시설의 풀물처리계통 계장기기 교보정(23개)

 .차압스위치 : 6개

 .온도지시기 : 3개

 .액위측정 차압트랜스미터 : 5개

 .액위지시기 : 5개

 .유량측정 차압트랜스미터 : 2개

 .유량지시기 : 2개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 계장기기 교보정(59개)

 .Level transmitter : 6개

 .Level high alarm : 8개

 .Level indicator : 6개

 .온도지시기 : 6개

 .Pressure high alarm : 7개

 .Pressure switch low alarm : 2개

 .Level switch : 2개

 .풍압스위치 : 5개

 .차압압력게이지 : 17개

82건

-소내 연구/실험실 

 전자기기 보수

 .핵물리공학팀 : Ion implanter 제어모듈 등 6건

 .화학분석실 : Gamma scanning system 등 15건

 .조사후시험시설 : Mass spectrometer 등 27건

48건

-원자력시설 

 방사선 감시기기

 정비

 .조사후시험시설 : 손발오염감시기 등 13건

 .고화폐기물시험시설 : Stack monitor 등 24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 MAFF 등 10

 .기타 부서 : 5건

52건

-원자력시설의 

 노후 계장설비

 개선

-조사후시험시설 풀물처리경보계통 PLC로 개선 제작

2건-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 제어반의

 램프 제어모듈(IND-100) PLC로 개선 제작

-연구/실험용 전자

 기기 개발 및 

 제작

-방사능확산 모의실험용 추적자포집장치 제어모듈

 제작 (70대) 2건

(73개

 모듈 )

-RMS MAFF 모듈 제작

 .Power supply, Analog module, Relay driver,

  main proc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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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론 및 건의사항

  

  소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시설의 계장설비, 전자장비 및 방사선감시장비

에 대한 유지보수와 고장수리를 통하여 시설운 을 원활하게 하고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다.

  A/B 시설의 RMS 계통은 설치된지 오래되어 고장이 빈번히 발생되어 원활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으며, 측정 결과의 정확도 및 

신뢰도가 저하되어 방사선감시에 애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설치한 지 오래되어 

빈번한 오동작을 일으키는 소내 원자력시설인 조사후시험시설의 풀물처리공정과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공정계장설비에 대한 교보정 수행을 수행하 고, 조

사후시험시설의 풀물처리계통의 리레이로 구성되어 있어 고장이 빈번히 발생되

는 경보계통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의 중앙제어반의 램프제

어모듈인 IND-100을 PLC를 사용하여 디지털로직으로 개선하 다. 

  전반적으로 현재 소내의 원자력시설에 설치 사용되고 있는 계장기기나 장비에 

사용된 부품들은 사양이 변경되거나 생산이 중단되어 보수 유지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통의 개선과 국내 제작

품으로의 대체 및 개선이 요구된다.

  금년에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방사선환경을 감시하기 위한 방사능확산 모의

실험용 추적자포집장치 제어모듈을 작년의 설계사양을 성능 개선하여 70대 제작

하 으며 현재 원자력발전소 현장 주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조사후시험시설의 방사선공기오염감시장비인 MAFF의 전자회로 모듈들을 시

설의 설계사양에 부합하도록 설계 제작하 으며, 원자력시설에 설치하여 작업종

사자의 방사선 안전에 사용되는 장비이니 만큼 충분한 현장 시험과 면 한 검토 

분석 및 수정 보완을 통해 장비의 건전성을 확보한 후 현장에 설치 활용할 계획

이다. 

  국방부 군비검증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세베이미터를 정비하여 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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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국가적 공공기능 역할을 수행하 으며, 또한 앞으로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의 

방사선 관련 장비나 기기도 정비하여 방사선의 평화적 이용 증진에 간접적으로

나마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 전자기기의 고장수리와 실험장치의 설치 및 교.보정 작업 및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에 대한 정비보수와 제작 등으로 이 분야의 기술축적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방사선 관련 분야의 응용기술 제고와 국산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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