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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RIPF : Radioisotope Production Facility) 중에서

 Bank-1에 설치된 Hot Cell 4기는 산업용 선원(Co-60, Ir-192)을 생산하기 위한 

콘크리트 핫셀로서 현재는 주로 산업용 비파괴선원인 Ir-192의 양산 체제 하에 

운 되고 있다. 

  Bank-2에 설치된 납 Hot Cell 11기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인 Tc-99m의 일상 

생산․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밖에  P-32, Cr-51 등을 생산공급 하므로

서 의학, 농학, 공학, 산업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Bank-3에 설치된 납 Hot Cell 6기는 현재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치료용 방사

성의약품인 I-131 용액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간암 및 피부암을 치료하

는  Ho-166 도 생산하고 있다. I-131(용액 및 캡슐)의 분배는 Service Area에서 

행해지며, 이 곳은 KGMP(Korea Good Manufacturing Practice)설비로 우수의약

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운 하고 있다. 

  한편 Bank-4는 조만간 생산하게 될 Mo-99/Tc-99m Generator를 생산하기 위

하여 그에 필요한 제반 설비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으며, 납 핫셀, 공기조화계

통, 그에 필요한 설비 공사가 2003년 3월경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외의 주요한 설비로서 수력이송장치(HTS : Hydraulic  Transfer System) 

및 공기이송장치(PTS : Pneumatic Transfer System)로서 직접 중성자를 조사시

키기 위한 설비로서 동위원소 생산에 필요한 설비중의 하나이다. 

  핫셀 여과기로는 Pre filter, Medium filter, Hepa filter, Charcoal filter로 오염

방지를 위하여 이들의 성능을 수시로 점검하며, 공기 조화 계통은 RI 건물의 운

 관리상 중요한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기타 부속설비로서 UPS(Unabruptable 

Power System), 배전계통, 소방설비계통, 방사성폐기물(액체, 고체)수집계통, 화

학폐수계통, 승강기, 크레인, 환기계통 등 여러 설비가 있다.

    RIPF 및 이용연구시설 운 은 중장기 사업 및 동위원소 생산 자체사업과 관

련하여 시설의 주요설비인 납 및 콘크리트 핫셀, KGMP, HTS, PTS 및 기타 부

속설비 등을 상시 유지 보수함으로서 방사성 핵종 및 방사선에 대한 이용 연구

를 차질 없이 수행함은 물론 진단용 및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을 전국 병원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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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공급함으로서 국민의료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었다. 

  특히 호진산업(주)에 기술 이전한 산업용 비파괴 선원인 Ir-192은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공급함으로서 우리나라 비파괴 산업계에 획기적인 기여를 가져왔다. 

   RIPF를 이용한 02년도 결과는 RI 개봉선원 생산은 597.3 Ci, 봉선원 생산은 

61,340 Ci, 기타 P-32외 6개의 추적자를 포함한 전체 판매 수입은 약 10억4천6백 

만원이며, Secondary RI 및 표지화합물은 65,699 mCi 와 21,945 Vial로 판매 수

입은 2억3천5백 만원이다. PTS에 의한 분석 의뢰 시료 건수는 381건으로 연구

계, 산업계, 학계에서의 분석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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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RIPF(동위원소생산시설) 및 이용연구시설 운 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 방

사화 분석시설, 중성자 물리 연구시설과 하나로 부대시설로 구성된 여러 연구실

을 포함한다. 그중 주된 설비의 운 에 관계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은 

Bank-1 (콘크리트 Hot Cell 4기), Bank-2 (납 Hot Cell 11기), Bank-3 (납 핫셀 

6기), Co-60셀 정수장치, 우수의약품 생산용 청정 시설(KGMP)설비, 표적 조사용 

수력 이송 장치(HTS : Hydraulic Transfer System), 공기 이송 장치(PTS : 

Pneumatic Transfer System) 및 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와 같은 원자력 산업에 

필요한 설비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의 발생하는 일반 화학폐수 저장탱크, 축전지 

및 충전기, UPS 계통 및 배전 계통, 각종 소화설비 및 화재 경보설비 System,  

실험실 지역, 사무실 지역, 지하실 환기계통, 동물 사육장 등 방대한 규모의 시설

이 지하 1층, 지상 1, 2층 옥상에까지 분산 배치되어 있다. 특히 이 건물에 인입

되는 Utility는 IMEF 및 일부 하나로 건물의 Utility와 연계되어 있어 시설 면에

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다. 예년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시설 및 설비의 변화는 

‘03년 3월에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Bank-4의 Clean Room 설치에 있다. 이 

Bank-4의 설비가 완공되면 종전에 수입에 의존하던 Tc-99m Generator를 이 곳

에서 생산하게 된다. 그러면 수입대체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방사선동위원소 생산

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설비면에서는 처음부터 복잡하게 설계

된 HTS의 Magazine에 수동 시스템을 가미한 간편한 HTS의 설비 변경에 있다. 

그 외 2대의 Manipulator를 외부 반출에 의해 수리하 고, 난이도가 높은 고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처리하 다. 공기조화계통의 흡기/배기팬은 매일 일일 

점검을 통해 사전 예방에 힘썼으며. 이들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관리해야 하

는 항목은 핫셀 지역의 부압들 이었다. 이들 부압을 위해 각 Zone(6000, 7000, 

8000, 9000)마다의 차압은 물론이며, 핫셀 내의 부압이 항상 25 mmWg이상을 지

시하는지 세심있게 관찰을 하 다. 특히 핫셀 내부의 공기 순환 및 핫셀 Rear 

Door를 열 때의 측정값이 공기순환에서는 10회/hr 이상 핫셀 Rear Door에서 공

기의 유속이 평균 0.5 m/sec 이어야 함을 분기 별로 측정해서 증명했다. 

이와 같은 측정은 방사성작업 종사자들로 하여금 방사성 피폭을 줄이고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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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지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 와는 별도로 매일 구역별 차압유지를 위해 

일일 점검을 통해 관리해 왔다. 그 밖의 일일 점검으로는 구역별 Fan의 상황, 제

어 판넬 및 화학폐수, 전기설비가 있으며, 필터 뱅크 및 배전반은 일주 주기로 

점검하 다. 엘리베이터는 월간 점검, UPS 계통은 월간 및 분기 점검을 하 다. 

그 외 시설로서의 엘리베이터는 월간 점검을 소방설비/화재계통은 분기 점검을 

외부 전문 용역업체를 통해 관리해 왔다. 



- 3 -

제 2 장   본  론

1. RIPF 및 이용시설 운

  1.1 시설 운  및 활용 범위  

      RIPF 및 이용 연구시설 운 은 Hot Cell을 포함한 HTS, PTS, 전기 계통, 

무정전 System인 UPS, 환기 계통에 따른 Filter Bank, 팬 모터, 냉/난방을 위한 

AHU Z001, 2, 3 온수 공급 계통, 동물 사육장 및 동물 실험실, 방사성 폐기물 

관리, 화학폐수 관리 그리고 KGMP시설에 따른 냉, 난방 등 여러 시설의 운 을 

관리하고 있다. 이 시설들을 이용으로는 하나로 관련 및 RI 이용 중장기 과제와 

연계되어 지원되는 과제로 원자로 방사성 표지 화합물 개발, 방사성 동위원소 제

조 및 이용기술 개발, 중성자 방사화 분석 이용기술 개발, 동위원소 생산 및 산

업체 지원 및 방사화 분석 지원 등 여러 사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중장기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의 운전, 유지, 보수는 필

수적이다. 

  1.2 핫셀 운  및 동위원소 생산   

      RIPF에서 대표 할 수 있는 설비는 핫셀 지역 Bank-1, 2, 3인 핫셀 21기를  

둘 수 있다. Bank-1은 콘크리트 핫셀 4기로 구분되어 있으며, Ir-192, Co-60 등 

산업용 동위원소 생산에 이용되는 핫셀로서 대단위 선원을 주로 취급한다. 

  특히 Ir-192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감으로서 국내 비파괴 산업의 비파괴 선원

으로 90%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02년도에 생산한 Ir-192 metal 의 양은 총 

61,330Ci이며 판매 기술이전료 359,320,000원의 수입을 올렸다. 참고로 ’01년도 

Ir-192의 생산은 28,545,000mCi(판매액 172,500,000원)이다. 이는 작년 5월부터 생

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난다. Bank-2는 납 핫셀로서 11기를 갖추

고 있으며, 연구용, 진단용 및 치료용 선원인 Tc-99m을 생산하는데 주로 사용된

다. 이 Tc-99m은 매일 새벽에 생산하여 동위원소 판매업체를 통해 전국 병원에 

공급하고 있다. 물론 Tc-99m의 모체인 Mo-99을 이용해 Tc-99m를 생산하는 마

산 삼성 및 창원 파티마 병원은 원액인 Mo-99m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

상적인 생산은 아니지만 Bank-2을 이용해 P-32, 33 및 Cr-51도 생산되어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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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이 Bank-2를 이용해 생산한 동위원소 개봉선원 Tc-99m, Mo-99 및 Bank-3을 

이용한 I-131 NaI Capsule 및 I-131 NaI Solution의 판매 현황은 표 1.과 같다.   

   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한 Generator의 수입 금

지로 인한 국내 각 병원에서 ‘01년도 9월 국산 Tc-99m을 이용한 관계로 

Tc-99m은 ’01년 보다 ‘02년도에 판매가 감소했고 Ir-192 Seed 역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개봉선원의 판매량은 ’01년에 비해 ‘02년도에 약 65 

Ci 정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I-131은 Bank-3에서 TeO2의 방사화된 표적을 화학적 증류 장치를 이용하여 

화학적인 방법으로 생산한다. I-131은 의약용 동위원소로서 용액 및 Capsule 형

태로 병원에 공급된다. 이 I-131의 용액은 Secondary로 방사성의약품인 표지화합

물의 재료로 이용된다. 금년들어 각 병원에서 I-131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I-131의 공급은 용액과 Capsule을 합하여 약 75 Ci 정도가 증가 

판매되었다. 이 밖에 HTS 및 PTS를 이용해서 동위원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리칸주 시약품의 원료인 Ho-166는 주로 HTS를 이용해 생산한다. PTS는 NAA

에 이용되며 산, 한, 연의 활용 기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표 1. 방사성 동위원소(개봉선원) 판매 현황 비교 

핵 종
판매량(‘00년)

(mCi)

판매량(‘01년)

(mCi)

판매량(‘02년)

(mCi)

‘01년도 ’02년도

 와의 증감(mCi)

I-131 NaI

Solution
106,351 122,654 137,606 14,952

I-131 NaI

Capsule
84,150 92,940 153,520 60,580

Tc-99m 226,305 297,765 274,635 -23,130

Mo-99 9,600 18,500 31,200 12,700

Ir-192 Seed - 580 360 -220

 계 320,055 532,439 597,321 6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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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동위원소 판매 현황

      RIPF를 이용해 동위원소의 판매 현황 및 기술지원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표 2에 나타내었다. 개봉선원의 판매량을 작년(‘01년)과 비교해 보면 확실

한 차이를 알 수 있다. 이 표에 나타나듯이 모든 핵종에서 전년도 보다의 양적 

상승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발전과 함께 동위원소의 수요량도 늘어나고 있

음을 알려 주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동위원소의 생산은 더욱더 늘어나야만 하고 

선원 생산에 대한 중요한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의료 및 산업에 

봉사하는 자세로 연구에 점진해야 할 것이다. 

 2002년도 개봉 선원의 판매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이 판매 현황에서 개봉선원

의 경우 작년도와 비교하면 I-131의 용액, 캡슐, Tc-99m 그리고 Mo-99에서 작

년에 비해 597,321 Ci의 증가를 보 다. 

 기술지원을 통해 동위원소 판매 실적은 표 2.에 표기하 다. 산업용 선원, 추적

자, 중성자 조사 및 기술 지원을 통해 약 4억을 넘는 판매 수입을 얻었다. 이들 

기술이전비의 대부분은 Ir-192 Metal에서 얻은 결과이다. Ir-192 metal 산업용 

선원 생산은 호진산업에 기술 이전한 품목으로 ‘01년 초부터 생산 시작한 Ir-192 

선원은 한국 비파괴 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고, 국내 소비량의 90%이상

을 차지하고 있다. Ir-192의 기술이전을 통한 수입은 약 3억6천을 올렸다. 내년에

는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RIPF 시설을 이용 대표적인 동위원

소인 I-131 solution, I-131 Capsule 및 Tc-99m의 2001년도와 2002년도의 판매 

실적과 생산량을 그림 1, 2, 3에 비교하여 도식하 다. 동위원소 개봉선원인 

I-131은 화학적 처리를 거쳐 방사성 표지화합물로 다시 제조된다. 이 방사성 표

지화합물은 방사성의약품의 일종으로 주로 병원에서 치료제로 이용되고 있다. 

  이 표지 화합물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I-131과 Tc-99m 이 주요 재료로 

사용된다. I-131의 의한 주요 제품은 Hippuran, MIBG, 을 주로 생산한다. 그 중

에서도 주 품목은 MIBG로 ‘02년 6,590 mCi로 새한산업, 부경사를 통해 판매되었

다. 새한산업 251 mCi로 단연 많았고 부경사는 200mCi에 그쳤다. Tc-99m 에 의

해 만들어지는 표지화함물은 표에서와 같이 MDP외 9종으로 매우 많은 편이다. 

이들 제품도 역시 새한산업 원자력병원 부경사를 통해 1,598개 의 Vial을 공급함

으로써 2억6천이상의 판매 수입을 올렸다. 이처럼 중요한 방사선 동위원소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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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동위원소 판매 현황 및 기술지원 현황 

용

도 핵 종
판매누계량

(mCi)(1월부터)
판매기관 및 수량(mCi) 12월판매액(원)

판매금액누계  

  (1월부터)

의 

료 

용

I-131

Solution

131,016

6,590

새한산업

부경사

원자력병원

싱코르코리아

원자력원구소

표지화합물

(12월분)

7,548

197

4,554

116

2

451

18,366,000

508,000

9,418,000

306,000

20,000

28,588,000

902,000

307,892,000

13,180,000

I-131

Capsule
153,520

새한산업

부경사

상코르코리아

광원교역

12,450

4,540

370

2,9000

19,420,000

5,360,000

560,000

3,400,000

28,740,000

228,980,000

Tc-99m 274,635 새한산업 25,055 6,271,250 67,567,750

Mo-99

Ir-192seed

31,200

360
새한산업 2,600 1,450,000

17,125,000

3,600,000

Cr-51 1 - -

의료용 합계 597,322 65,951,250 638,344,750

산 

업 

용

Ir-192 Metal

Co-60

61,330,040

9,252,6
호진산업

4,060,000

(100,000)
24,060,000

359,320,000

9,200,000

산업용 합계 61,339,292.6 24,060,000 368,520,000

추

적

자

 

및 

기

타

P32

Ar-41

Kr-79

Li-7

C0-60(교정선원)

Cs-137

Eu-152

10.1

100

100

0.005

128μCi

20μCi

20μCi

지앤지래드콘

지앤지래드콘

지앤지래드콘

13μCi

10μCi

10μCi

650,000

500,000

500,000

124,000

300,000

300,000

300,000

1,150,000

1,000,000

1,000,000

합 계 1,650,000 4,174,000

소결체신기술

사용후핵연료

Si 반도체

호진산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자력연구소

충남대학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호진산업 800,000

3,000,000

900,000

7,000,000

8,800,000

1,500,000

5,400,000

9,000,000

300,000

기술지원합계 800.000 35.900.000

총  계 92,461,250 1,046,93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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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131 Solution 판매액 및 생산량 비교

그림 2. I-131 Capsule 판매액 및 생산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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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c-99m 판매액 및 생산량 비교  

  

 산은 사회의 발전과 비례하여 그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

니라 산업용과 기술지원에 대한 판매 현황은 표 4.에 나타냈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동위원소, 표지화합물 및 Vial의 판매 현황은 표 5.와 그림 4.에 나

타내었다.  

  ‘02년도 RIPF시설을 이용해 생산한 동위원소의 판매 실적의 총액은 약 12억8

천을 넘었다. 연구부문에서도  홀뮴-키토산 복합체를 사용한 치료의 적용확대, 

치매 및 파킨슨병 등 뇌질환 상제제 및 종양 진단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예

정이다. 시설 설치부분에서는 Tc-99m 제네레이터 제조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인허가를 받아 2003년부터 4월부터 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며 테크네튬

-99m 즉석 표지 킷트와 임상 의약품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위하여 제조시설의 

KGMP승인 취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개봉선원에 대한 ISO 9002 품질

보증 시스템도 확대되었다. 또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시설의 효율적 운 관리를 

위하여 성능 향상 및 운  기술 개선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방사성 동위원

소 표지화합물 생산, 공급 및 중장기 과제 수행에 차질 없도록 시설운  잘 해나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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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02 방사성표지화합물 판매현황                     (단위: mCi, vial, 원)

핵종 화학형
수량누계 (년)

mCi
판매기관 및 수량 금액누계 (년)

I-131

(mCi)

Hippuran

mIBG 6,590 새251, 부200 40.794.000

RIHSA

Ho-166

(mCi)
59,109

연1.290, 아600, 동500, 

원30, 삼성500
2.719.950

Tc-99m

(vial)

Phytate 570 원10, 3.925.000

MDP 5,590 새300, 부300, 원50, 41.520.000

DISIDA 4,980 새300, 38.350.000

DTPA 3,580 원10, 25.074.000

Tin 1,020 새300, 6.755.000

PYP 15 105.000

HSA 0 0

MAA 3,945 새300, 원10, 32.385.000

ASC 1,085  10.850.000

DMSA 980 7.130.000

( 소 계 ) 21,765 166.094.000

동화약품
Kit A

(vial)
180 26.240.000

합    계

3.371 mCi
 새251, 부200, Ho 2.920

235.847.950
1.598  vial

  새1.200, 부300, 원80, Kit 18,

누계(년)
65.699 mCi

 (금액) 새 135.654.000, 부 40.430.000, 싱 13.539.000, 

 광 3.480.000, 원 13.785.000  

21.945  vial         Kit 26.240.000, Ho 2.719.950, 

보기 : 새한(새), 부경사(부), 싱코르코리아(싱), 광원(광), 삼 유니텍(삼), 원자력병원(원), 

연세의료원(연), 아주대학병원(아), 고대안암(안), 전남의대(전), 

대구 남대( ),부산동아대(동),여의도성모병원(성),목동이대부속(이), 서울대병원(서)

      한양대병원(한),삼성서울병원(삼성),일산병원(일), 동화약품(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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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2년도 산업용 및 지술지원 판매 현황  

용도 핵종
수량누계

(mCi)

금액누계

(원)

산

업

용

Ir-192

Metal
61,330,040 359,320,000

Co-60

Gauge
1,037 9,200,000

 산 업 용    28,546,037 368,520,000

추

적

자

P-32

Ar-41

Kr-79

Li-7

C0-60(교정선원)

CS-137

Eu-152

10.1

100

100

0.005

128μCi

20 μCi

20 μCi

124,000

300,000

300,000

300,000

1,150,000

1,000,000

1,000,000

합  계 4,174,000

기술

지원

소결체신 기술

사용후 핵연료

Si 반도체

호진산업

한국지질자원연

원자력연구소

충남대학교

기초과학지원연

3,000,000

900,000

7,000,000

8,800,000

1,500,000

5,400,000

9,000,000

300,000

기술지원 계 35,900,000

총  계 408,594,000



- 11 -

 

표 5. 방사성동위원소 공급 현황 

연도
동위원소

(mCi)

표지화합물

(mCi)

콜드킷트

(vial)

금액

(천원)

1997 89,013 29,991 4,702 290,589

1998 306,531 70,478 12,965 502,885

1999 430,105 60,762 13,354 571,804

2000 427,035 50,271 17,445 613,295

2001 532,439 57,241 19,263 671,134

2002 597,322 65,699 21,945 874,192

합계 2,382,445 334,442 89,674 3,523,899

● 일상생산 : Tc-99m, I-131, Ho-166, Ir-192, Mo-99

● 연구용 : P-32, Cr-51, S-35, Sr-89, P-33

● 신규개발 : Ho-CHICO, Patch, Stent, Balloon

● Ho-166 무상공급 및 기술지원 포함

그림 4. 방사성동위원소 공급 현황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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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부대설비 운

       부대설비의 운 있어서 중요한 설비로는 중성자 조사장치로 수력이송장

치(HTS)와 공기이송장치(PTS)가 있으며, HTS인 경우 Ho-166 등을 생산하며, 

PTS인 경우는 주로 방사화 분석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HTS 인 경우 동위원

소를 이용한 국내 신약인 리칸주를 생산하는 설비중의 하나이다. 이 HTS는 

Handling이 복잡하여 고장이 자주 발생하여 Capsule Magazine을 그림 5, 6와 같

은 도면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고안하 다. 

  중성자 방사화 분석 장치로 이용되는 PTS의 결과는 표 6.의 중성자 방사화분

석 활용실적에 나열하 다. 사회의 복잡성 과 함께 발전되어지고 있는 분석방법

도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 PTS에 의한 방사화 분석은 연구계, 산업

계, 학계 모두에게 충분히 필요한 자료를 공급함으로써 첨단의 분석 자료를 공급

하고 있다. ‘02년 방사화 분석의 이용기관을 보면 연구계에 원자력연구소를 포함 

9개 기관에 204건으로 5,468개의 시료를 분석하 다. 산업계는 (주)신호엔지니어

링 외 12개 업체로 177건 2,451의 시료를 분석하여 6천6백만원의 분석수입료을 

얻었다. 학계는 서울대학교 외 14개 대학에 활용했으며, 학생들의 교육훈련 및 

그림 5. HTS Capsule Magazine 수정 도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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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TS Capsule Magazine 수정 도면(2) 

 학생실습으로는 서울대를 비롯 국내 10개 대학의 학생들에게 1주에 32시간으로 

총 320시간의 현장 실습을 실시케 하 다.   

  배전계통으로는 하나로 전원에서 공급받은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실을 비롯하

여, 축전지 및 축전기을 이용한 무정전 시스템인 UPS를 갖추고 있다. 이 UPS는 

방사선 감시계통 및 화재감시 등 주요 필요 설비에 정전시 이 전원이 자동 공급

됨으로써 방사선 오염으로부터 방지에 도움을 준다. 

  이 UPS 시스템의 점검 항목으로는 타이머 설정 외 8개의 항목을 매월, 3개월 

12개월로 절차서에 따라 점검한다. 3개월 마다의 UPS 점검은 전문업체인 이화 

파워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점검하여 12월에는 충전지의 방전 시험도 실시한다. 

출전지의 점검에서 셀이 많은 관계로 매월 점검시 마다 교대로 셀을 점검함으로

서 빠지는 셀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축전지 각 셀 전압은 온도 10℃-40℃인 

상태에서 1.75-2.33V를 유지해야 하며, Battery의 황산 비중은 1.205-1.225의 범

위안에 있어야 양호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공기조화계통으로는 지하실에 AHU(Air Handling Unit) 4기가 있으며 이 

AHU는 사무실, 핫셀 지역, 실험실 지역의 냉/난방을 위해 그리고 전기실의 냉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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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중성자 방사화 분석분야 활용 실적 

활 용 분 야 별 시 설 이 용 기 관 활 용 내 역 건   수 활 용 결 과 물

1. 중성자방사화분석 장치 

 ․중성자조사시설

  - 공압이송장치

  PTS #1(manual sys)

  PTS#2(automatic sys)

 ․방사선계측장비

  감마선 분광계측장치

  Auto-sample changer

 ․시료전처리 장비

  각종 PE/AI 조사용기

  기타 화학실험 장비

   

1. 연구계

  . 국립문화재 연구소

 ․한국원자력 연구소

 ․한국지질자원 연구원

  . 국립중앙 박물관

  . 한국표준과학 연구원

  .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 과학기술원 

    재료공학과

  . 기초과학지원 연구원

  . 국외전문가, IAEA

  . 원자력 화학연구부

2. 산업계

  . (주)신호엔지니어링

 ․(주)삼성전자 

    광소재사업팀

  . (주)삼성종합화학 

 ․(주)중앙바이오텍

  . (주)메디 넥스

  . (주)신일화학

  . (주)뉴아이즈

  . (주)엘지다우케미칼

 . (주)유니온머티리얼텍
  . (주)LG Caltex

  . (주)LG 화학기술

       연구원

  . 경기도 화성경찰서

  . 일본교통관광공사

3. 학계

 ․서울대   . 목포대

  . 용인대   . 원광

              보건대

  . 충남대   . 보건대

  . 한양대   . 연세대

  . 조선대   

  . 연세대   

  . 한남대

  . 부산대

  . 배재대

  . 대전대

․연구개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과제, 수탁

   과제,산학연협동연구과제, 외부기

   관연구개발, 국제협력연구사업 등

   의 측정분석에 활용,

   (환경표준시료분석, 생물표준시료

    분석, 대기분진시료분석, 고분자

    재료분석, 중성자속측정시험, 표지

    핵종분석, 국제협력 비교분석시험 

,      산학연협동 공동측정분석, 표준

    체검증)

 .분석지원

  :중성자조사, 핵종분석, 성분분석으  

  로 분류하여 연구개발과제, 자체

  사업, 산학연협력 및 지원 (hair),    

  Sludge

  고화물, 암석시료, 토기시료, Yb2O3,

  보론용액 점적, 토양시료, 생체시료

  실리케이트 시료, Cz-Si Boron

  Silicon wafer, Silica-bead, 기름

  시료, 사파이어 시료, Activation 

  wire, 액티바 시료, Ho-patch, 동물

  사료첨가제시료, U-particle, Apple

  leaves, Bovine river, Coal fly ash

  Total diet, 혈청 시료, 소변시료, 

  도로변대기분진, San joaquin soil,

  토철 시료, KCl, NaCl 시료, 

  Sm-153시료, 음모,체모, 모발 시료,

  실버스톤 시료, 보론점적 시료,

  사용후 핵연료침전물, 김치, 시리얼 

  시료, 황사시료, 폴리카보 

  네이트, Glassfiber filter, Rice 

  flour,  저탄소강시료, 소각재 시료, 

  멜라닌 시료, 촉매시료, 인산석고 

  시료, 침전물시료, SiO2 점적시료, 

  Co wire, Al-Cowire, 광석시료,

  Holmium 시료, 

   스트론튬시료, 폴리프로필렌시료, 

   스테인레스스틸시료,

   Ar ample 시료, Spiked skim milk

   powder, Pellet 201-10CB 

  Rh, Rh-Ti시료, 우라늄점적시료, 

  Coal시료, 

  NIES CRM(No8,대기분진)시료,

  스테인레스 스틸(316LN)시료

․교육/훈련

1) 학생실습 : 서울대, 배재대, 부산대  

 전반기 교육: 대전대, 한양대, 한남대, 

              조선대

 후반기교육 : 경희대, 목원대, 조선대 

               

․204건

․5468시료분석

․177건

․2451시료분석

․분석료수입

 : 66,634,000원

 

․실험실습

 : 32시간/1주

  총 320시간

․논문게제

  국내  3건

   -국외  2건

   

․논문발표

  국내 26건

   -국외  2건

․국내프로그램

  등록

   -국내   건

․기술보고서

  국내  2건



- 15 -

을 위한 설비로서 작용된다. 이 외 GMP 설비를 위한 AHU 2대가 3층 공조실에 

위치하고 있다. 냉/난방의 열 회수를 위한 HRU(Heat Recovery Unit)는 Active 

구역과 Inactive 구역을 구분하여 2기로 나누어 운전되고 있다. 흡기팬은 사무실 

지역 Fan-035 을 비롯한 8대가 흡기팬은 지하실 지역 외 26대의 모터 팬이 가동 

중에 있다. Filter Bank로는 MOD, HEPA, Charcoal 필터의 3종류로 35조의 필터 

뱅크가 있다. 

  폐기물 계통으로는 사무실, 화장실, 일반 실험실에서 발생된 일반 폐수는 하수

도를 통해 개천으로 배출되나, 실험실에서 발생된 화학폐수는 RI 건물 지하실 약 

5000 L 용량인 탱크 2곳에 저장되게 된다. 이 저장된 화학 폐수는 방사성 물질 

 존재 여부의 분석결과 방사성물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만 연구소 폐수 처리시  

설로 이송하게 된다. 화학 폐수는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폐수이므로 이 폐수중에

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들을 하천에 방류하

게 되면 하천이 오염되게 된다. 이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기위해 동위원소 생산시

설의 실험실에서 수집된 화학폐수는 일단 연구소 수처리 시설로 보내 처리하게 

된다. 

  화학폐수와는 달리 방사성물질의 취급 후 실험실에서 발생한 확실한 방사성폐

기물인 경우 지하실의 극저준위, 저준위 탱크로 이송되어 수집되며 모여진 방사

능 폐수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송되어 처리하게 된다. 물론 하나로 운전 중에 

생산된 방사성폐기물 혹은 IMEF 시설에서 발생된 방사성폐기물도 이곳으로 모

이게 되어있다. 하나로 운 팀의 원자로 수조의 leak로 생긴 저준위 방사성 폐기

물이 동위원소 폐기물 탱크의 주를 이루고 있다. 

  소화계통의 설비로서는 수소화 설비와 하론 소화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수소화 

설비인 경우 사무실 및 실험실 구역을 위한 설비로 되어있으며, 하론 설비인 경

우 핫셀 내부 및 핫셀 운전 구역 및 작업 구역의 소화설비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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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조화 계통 

  2.1 핫셀 배기 Fan 모터

      핫셀 지역(Bank-1, 2, 3)의 부압을 위해 Fan 모터에는 Fan-055∼060까지 

6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Bank당 2대의 Fan 모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은 각

각 VS모터를 장착하고 있으며 1대는 운전에 필요한 모터이고 1대는 Standby 상

태로 있다. 이 들 모터들은 각각 cell에 약 25mmwg 이상의 부압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Bank-1에 대한 팬 모터는 15 Hp이며 2, 3는 각각 

10Hp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Bank-3의 Cell에서는 I-131을 생산한다. 이 I-131은 

액체이고 기화성이 좋기 때문에 방사성 오염을 확산시킬 확률이 높다. 그러므로 

방사성오염 확산을 위해 Fan-059, 060은 24시간 연속 운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모터 보다 부하를 많이 받고 있으며 그 만큼 수리 의존도도 크다. VS 모터

의 특징은 전자결합 방식으로 마모 부분이 없어 수명이 길고 보수 점검이 용이

하며, 속도비가 크며 지속에서나 저속에서나 고속에서의 속도가변 특성이 양호하

다. 뿐만 아니라 가감속 조작은 간단하며 제어 R.P.M.이 지시된다. 미소전류제어 

로 제어반 제어전류는 대단히 미소하며 용도의 다양성 또한 제어반 선택에 따라 

용도가 다양하다. 취급이 용이하며 구조가 간단하고 견고하여 취부가 용이하며 

버티칼형(Vertical type)도 제작되고 있는 형편이다.  

    VS 모터의 제어 특성은 속도 제어 범위에서 VS 모터의 사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형은 150∼1500 RPM의 넓은 범위을 연속적으로 가감속 할 수 있다. 

특히 VS 모터는 Ｏ회전부터 운전시킬 수 있어서 생산 공정 상 손실절감 품질향

상을 기할 수 있다.  

   정토로크 특성의 VS 모터는 구동 모터의 Torque(토로크)를 전달하는 전기적

인 변속기이므로 속도의 고저에 관계없이 최대 토르코는 정 토르코 모터입니다. 

토르크 전달 효율은 100%에 근사하며 출력 면에서 최고 속도일 때 구동 모타 

정격의 80%이상인 능율적인 변속기로서 토르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 = 975X KW
RPM

= Kg-n

 

 속도 변동율은 제어반의 감도 조정으로 광범위하게 조절되며 용도에 적합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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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특수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VS 모터에서 속도변경은 V형 제어반 사용의 경

우 최고 1%, F형 제어반 사용의 경우 2%, 정도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속도 변형율 = 0% -100%
100% ( 1500rpm)

*100%

 

 응답속도는 제어 장치가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회로이기 때문에 수 ns 이내로 

여자 전류가 조절되어 응답이 신속하다. 일반형에서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부하가 

증가할 때의 응답은 신속하나 상당부하가 감소하면 감속 될 때 커플링이 자기제

동력 갖지 못하므로 응답속도가 간혹 문제 될 때가 있다. 이는 동기 모터 등에 

속도제어에 비하여 변속 모터로서 단점이 있겠으나 자기 제동력을 갖는 특수형

에서는 해결된다.  

  Sar에서 요구하는 Hot cell내의 부압 ≥25mmWg을 유지하기 위하여 Bank-1

에는 Fan-055, 056의 팬 모터가 Bank-2에는 Fan-057, 058이 그리고 Bank-3에

는 Fan-059, 060의 팬 모터가 각각 2대씩 설치되어 있고, 이중 하나의 팬모터는 

standby 형태로 있어 교대로 운전되어지고 있다. 이들의 팬 모터는 V.S모터로 

속도를 가변시킬 수 있으며 핫셀의 rear door가 열릴 경우 핫셀 operation area의 

speed 전환 스위치에 의해 저속(Speed 1), 고속(Speed 2)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들 모터의 스위치 작동 및 조작은 표 7.에서 표 12.에 기술되었다. 이들의 복잡

한 작동은 PLC의 접점에 의해 이루어진다. PLC로부터 신호에 의해 공급되어지

고, 전원이 공급되면 먼저 팬의 전 후단의 Actuator에 의해 Damper가 작동된다. 

이 댐퍼의 작동은 중앙 계기판에 LED에 의해 표시된다. 댐퍼의 작동이 완료되면 

모터에 전원이 공급되어 모터가 기동된다. 물론 전원공급이 차단되면 모터의 팬

이 정지되면서 팬 전 후단의 Actuator에 의한 댐퍼가 Close되면서 모터는 정지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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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배기팬 Fan-055 가동시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1. 수동작동 Low Speed
   HS-055(LP-107) ON
  

F-055 기동(Low Speed)
ZL-055L(HS-055) Red 점등
HZ-055A Red 점등
HZ-055B Open Red 점등

2. 수동작동 High Speed
   HS-055(LP-107) ON
  

F-055 기동(High Speed)
ZL-055H(HS-055)Red 점등
HZ-055A Red 점등
HZ-055B Red 점등

3. 수동 OFF
  HS-055(LP-107) OFF

F-055 정지
(Low or High 모든 경우)
ZL-055 L or H(HS-055)
Red 점등
HZ-055A 
Close/ZSL-055A Green 점등
HZ-055B 
Close/ZSL-055B Green 점등

4. Standby
  H S - 0 5 5 ( L P - 1 0 7 )         
 STBY Hot Cell
 1,2,3,4, Rear Door
  가 전부 닫혀 있을 때
  HS-056(LP-107) ON
  FIS-055 Flow Low

F-055 기동(Low Speed)
ZL-055L Red 점등
HZ-055A Red 점등
HZ-055B Red 점등
F-056 정지
ZL-056L Green 점등
HZ-056A Green 점등
HZ-056B Green 점등
FL-055 Yellow 점등
FA-033 Red 점등

5. Standby
  H S - 0 5 5 ( L P - 1 0 7 )        
  STBY  Hot Cell 
  1,2,3,4, Rear Door
  중 어느 하나가 열려 
  있을 때
  HS-056(LP-107) ON
  FIS-055 Flow Low

F-055 기동(High Speed)
ZL-055H Red 점등
HZ-055A Red 점등
HZ-055B Red 점등
F-056 정지
ZL-056H Green 점등
HZ-056A Green 점등
HZ-056B Green 점등
FL-055 Yellow 점등
FA-033 Red 점등

6. 과부하상태

F-055 정지
(Low or High 모든 경우)
ZL-055 L or H Red 점등
HZ-055A 
Close/ZSL-055A Green 점등
HZ-055B

Close/ZSL-055B(LP-107) 
Green 점등

    

표 8. 배기팬 Fan-056 가동시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1. 수동작동 Low Speed
  HS-056(LP-107) ON
  Hot Cell 1,2,3,4, 
  Rear Door
  가 전부 닫혀 있을 때

F-056 기동(Low Speed)
ZL-056L Red 점등
HZ-056A  Red 점등
HZ-056B  Red 점등

2. 수동작동 High Speed
  HS-056(LP-107) ON
  Hot Cell 1,2,3,4, 
  Rear Door 중 어느 하나  
  가 열려 있을 때

F-056 기동(High Speed)
ZL-056H(HS-056) Red 점등
ZSL-056A(LP-107) Red 점등
ZSL-056B(LP-107) Red 점등

3. 수동 OFF
  HS-056(LP-107) OFF

F-056 정지
ZL-056 L or H Red 점등
HZ-056A Green 점등
HZ-056B Green 점등

4. Standby
  HS-056(LP-107) STBY
  Hot Cell 1,2,3,4, Rear  
  Door가 전부 닫혀 
  있을 때
  HS-055(LP-107) ON
  FIS-055 Flow Low

F-056 기동(Low Speed)
ZL-056L(HS-056) Red 점등
HZ-056A Red 점등
HZ-056B Red 점등
F-055 정지
ZL-055L(HS-055) Green 점등
HZ-055A Green 점등
HZ-055B Green 점등
FL-055(LP-107) Yellow 점등
FA-033(JP-103) Red 점등

5. Standby
  HS-056(LP-107) STBY
  Hot Cell 1,2,3,4, Rear 
  Door중 어느 하나가 열  
   려 있을 때
  HS-055(LP-107) ON
  FIS-055 Flow Low

F-056 기동(High Speed)
ZL-056H(HS-056) Red 점등
HZ-056A Red 점등
HZ-056B Red 점등
F-055 정지
ZL-055H(HS-055) Green 점등
HZ-055A Green 점등
HZ-055B Green 점등
FL-055(LP-107) Yellow 점등
FA-033(JP-103) Red 점등

6. 과부하상태

F-056 정지
ZL-056 L or H Red 점등
HZ-056A Green 점등
HZ-056B Green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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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배기팬 Fan-057 가동시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1. 수동작동 Low Speed

  HS-057A(LP-107) ON

  HS-057B(LP-107B)    
 Speed 1

F-057 기동(Low Speed)

ZL-057L(HS-057A) Red 점등

HZ-057A (LP-107) Red 점등

HZ-057B (LP-107) Red 점등

2. 수동작동 High Speed

  HS-057A(LP-107) ON

  HS-057B(LP-107)
  Speed 2

F-057 기동(High Speed)

ZL-057H(HS-057A) Red 점등

HZ-057A Red 점등

HZ-057B Red 점등

3. 수동 OFF

  HS-057A(LP-107) OFF

F-057 정지

ZL-057L Green 점등

HZ-057A (LP-107) Green 점등

HZ-057B (LP-107) Green 점등

4. Standby
  HS-057A(LP-107)  

  STBY

  HS-058(LP-107) ON

  HS-057B(LP-107B) 

  Speed 1

  FIS-057 Flow Low

F-057 기동(Low Speed)

ZL-057L(HS-057A) Red 점등

HZ-057A Red 점등

HZ-057B Red 점등

F-058 정지

ZL-058L Green 점등

HZ-058A Green 점등

HZ-058B Green 점등

FA-033(JP-103) Red 점등

5. 과부하상태

F-057 정지

ZL-057L(HS-057A)Green 점등

HZ-057A Green 점등

HZ-057B Green 점등

표 10. 배기팬 Fan-058 가동시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1. 수동작동 Low Speed

  HS-058(LP-107) ON

  HS-057B(LP-107B) 

Speed 1

F-058 기동(Low Speed)

ZL-058L(HS-057A) Red 점등

HZ-058A (LP-107) Red 점등

HZ-058B (LP-107) Red 점등

2. 수동작동 High Speed

  HS-058(LP-107) ON

  HS-057B(LP-107) 

  Speed 2

F-058 기동(High Speed)

ZL-058H(HS-057A) Red 점등

HZ-058A Red 점등

HZ-058B (LP-107) Red 점등

3. 수동 OFF

  HS-058(LP-107) OFF

F-058 정지

ZL-058L(HS-057A)Green 점등

HZ-058A (LP-107) Green 점등

HZ-058B (LP-107) Green 점등

4. Standby

  HS-058(LP-107) STBY

  HS-057A(LP-107) ON

  HS-057B(LP-107B) 

  Speed 1

  FIS-057 Flow Low

F-058 기동(Low Speed)

ZL-058L(HS-057A) Red 점등

HZ-058A(Lp-107)  Red 점등

HZ-058B (LP-107) Red 점등

F-057 정지

ZL-057L(HS-057A)Green 점등

HZ-057A(LP-107) Green 점등

HZ-057B (LP-107)Green 점등

FL-057(LP-107) Yellow 점등

FA-033(JP-103) Red 점등

5. 과부하상태

F-058 정지

ZL-058L(HS-057A)Green 점등

HZ-058A (LP-107) Green 점등

HZ-058B (LP-107) Green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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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배기팬 Fan-059 가동시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1. 수동작동 Low Speed

  HS-059A(LP-107) ON

  HS-059B(LP-107C) 

Speed 1

F-059 기동(Low Speed)

ZL-059(HS-057A) Red 점등

HZ-059A (LP-107) Red 점등

HZ-059B (LP-107) Red 점등

2. 수동작동 High Speed

  HS-059A(LP-107) ON

  HS-059B(LP-107B) 

 Speed 2

F-059 기동(High Speed)

ZL-059H(HS-057A) Red 점등

HZ-059A (LP-107) Red 점등

HZ-059B (LP-107) Red 점등

3. 수동 OFF

  HS-059A(LP-107) OFF

F-059 정지

ZL-059L(HS-059A)Green 점등

HZ-059A (LP-107) Green 점등

HZ-059B (LP-107) Green 점등

4. Standby
  HS-059A(LP-107)  

  STBY

  HS-0560(LP-107) ON

  HS-059B(LP-107B) 

  Speed 1

  FIS-059 Flow Low

F-059 기동(Low Speed)

ZL-059(HS-057A) Red 점등

HZ-059A Red 점등

HZ-059B (LP-107) Red 점등

F-060 정지

ZL-060L(HS-060A)Green 점등

HZ-060A(LP-107) Green 점등

HZ-060B (LP-107)Green 점등

FL-059(LP-107) Yellow 점등

FA-033(JP-103) Red 점등

5. 과부하상태

F-059 정지

ZL-059L(HS-059A)Green 점등

HZ-059A (LP-107) Green 점등

HZ-059B (LP-107) Green 점등

표 12. 배기팬 Fan-060 가동시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스위치작동 및 조작 확 인 사 항

1. 수동작동 Low Speed

  HS-060(LP-107) ON

  HS-059B(LP-107C) 

  Speed 1

F-060 기동(Low Speed)

ZL-060(HS-060) Red 점등

HZ-060A (LP-107) Red 점등

HZ-060B (LP-107) Red 점등

2. 수동작동 High Speed

  HS-060A(LP-107) ON

  HS-059B(LP-107B) 

  Speed 2

F-060 기동(High Speed)

ZL-060H(HS-060) Red 점등

HZ-060A (LP-107) Red 점등

HZ-060B (LP-107) Red 점등

3. 수동 OFF

  HS-060(LP-107) OFF

F-060 정지

ZL-060L(HS-060) Green 점등

HZ-060A (LP-107) Green 점등

HZ-060B (LP-107) Green 점등

4. Standby

  HS-060(LP-107) STBY

  HS-059A(LP-107) ON

  HS-059B(LP-107B) 

  Speed 1

  FIS-059 Flow Low

F-060 기동(Low Speed)

ZL-060(HS-060) Red 점등

HZ-060A (LP-107) Red 점등

HZ-060B (LP-107) Red 점등

F-059 정지

ZL-059L(HS-060A)Green 점등

HZ-059A(LP-107) Green 점등

HZ-059B(LP-107) Green 점등

FL-059(LP-107) Yellow 점등

FA-033(JP-103) Red 점등

5. 과부하상태
F-060 정지

ZL-060L(HS-060) Green 점등

HZ-060A (LP-107) Green 점등

HZ-060B (LP-107) Green 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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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핫셀 지역 급기 Fan 모터

      핫셀 지역 공기 공급 팬 모터는 Fan-033, 034로서 AHU(Air Handling 

Unit)Z003롤 통해 공급된다. Z007인 HRU(Heat Recovery Unit)를 통과한 

65,270CMH의 공기중 일부인 약 37,900CMH이 Z003를 통과하여 핫셀 지역에 공

급된다. 이 모터 팬 중 하나를 수동 작동(HS-033 LP-107)를 ON 위치에 놓으면 

팬 Z003의 IN Damper 와 Out Damper가 Actuator에 의해서 Close에서 Open 상

태로 된다. 이 Actuator의 Torque 25Kgㆍm의 Cycle time 24초인 SB-25인 전기 

모터인 Actuator를 사용한다. 물론 기동시에는 Inverter의 전류를 받아 기동하며 

전류 Hz의 숫치가 높으면 빠른 회전 속도로 회전한다. 이 모터들은 핫셀 지역 

배기팬(Fan-051, 052)과 연계되어 기동한다. 이 핫셀의 배기팬도 Inverter에 의해 

전류를 공급받는다. 이들 핫셀 지역의 급기와 배기는 서로 서로 상호 공기의 양

을 조절하여야 만 원할한 배기팬 및 급기팬을 작동 시킬 수 있다. 만약 배기팬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급기팬이 작동되지 않는다. 

  2.3 핫셀지역 배기 Fan 모터

      핫셀 지역 배기에는 핫셀 지역 Room 배기와 핫셀 지역 F/H 배기로 나누

어 생각할 수 있다. 핫셀 지역 Room 배기는 Fan-051, 052의 팬모터에 의해서 필

터 뱅크 579A, 580A, 581A의 MOD 필터와 579B, 580B, 581B의 HEPA 필터를 

커쳐 배기되는데 이때 풍량은 최대 23,440CMH 최소가 20,380CMH로 배기된다. 

이 또한 Fan-033, 034와 같이 Inverter에 의해 전류를 공급받으며 기동되며 급기

와 연계되어 Interlock이 되어있다. 한편 핫셀 지역 Fume/Hood는 Fan-053, 

054(40 Hp)는 Food에서의 작업을 고려해 다른 Filter Bank와는 달리 G582, 583, 

584의 필터 뱅크를 통해 MOD 및 Hepa는 물론 Charcoal 필터도 거치게 되어있

다. 이 F/H의 공기양은 약 11,000CMH에서 12,650CMH가 된다. 핫셀 지역 특히 

Bank-3의 경우는 F/H 속에서 동위원소의 생산이 이루워지고 있으므로 방사성오

염 확산을 위해 F/H의 모터는 년 중 쉬지 않고 가동 중에 있다. 급기가 되지 않

을 경우는 핫셀 지역 문틈과 같은 leak를 통해 부압 상태로 배기된다. 이 팬들은 

쉬는 시간 없이 2대가 교대로 연속 운전을 하고 있다. 이들 핫셀 지역의 급기 및 

배기에 관한 핫셀내 공기 흐름도는 그림 8.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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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ot Cell내 공기 흐름도 

 2.4 실험실 지역 급기 Fan 모터  

      실험실 지역 급기 팬은 Fan-031, 032에 Z002의 AHU를 통해 실험실 지역

에 공급된다. 이들의 팬 모터는 60 Hp으로서 HS-031, HS-032의 조작 스위치로 

작동시킬 수 있다. 역시 한 대는 Standby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Fan-031의 모

터 팬을 기동하고자 할 경우 HS-031를 ON 위치로 돌리면 (HS-031)에 Red가 

점등되면서 HZ-031A Open/ZSL-031A(LP-107)의 Red 등이 점등된다. 이들 모터 

팬들은 실험실 주변 지역 팬인 Fan-045, 046중 어느 하나가 작동 될 때만이 급

기 팬이 작동 되도록 인터록이 되어있다. 이들 급기팬의 공기 44,350CMH의 풍

량을 받아 Z002에 공급하고 이중 6,390CMH 1층 실험실의 일부 급기로 이용되고 

37,960CMH는 1층 및 2층의 급기량으로 공급된다. 이들 모터는 상주 근무 시간

에만 기동하 으며 이들의 년간 운전시간은 1,257 및 1067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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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실험실 지역 배기 Fan 모터  

      실험실 지역의 배기팬에는 핫셀지역의 배기 조건과 마찬가지로 실험실 주

변 지역 배기팬과 실험실 지역의 F/H 배기팬으로 실험실 지역의 부압을 유지한

다. 실험실 주변 지역 배기팬으로는 Fan-045, 046팬이 이용되며 실험실 안의 

F/H 부압을 위한 팬은 Fan-047, 048이 사용된다. 이들의 년간 운전시간은 1,257 

및 1065 시간이다. 045, 046의 팬에 의해 필터 뱅크 G571, 572, 573의 Mod 및 

Hepa 필터를 통해 28,380CMH에서 31,220CMH의 배기량을 뽑아낸다. 또한 F/H

을 통한 배기는 Filter Bank 574, 575, 576 A, B 인 Mod, Hepa 필터를 통해 Φ

750인 Duct에서 16,500CMH에서 18,150CMH의 배기양으로 역시 뽑아져 Air 

Chamber를 거쳐 HRU를 통과해 열을 내놓고 Stack으로 나간다.  

  2.6 사무실 지역 급 배기  

      사무실 지역의 급기는 AHU Z001을 통해 공급된다. Z001은 내장형 모터를 

장착하고 있으며, Z001 속에는 냉 난방 Fan coil이 각각 별도로 장착되어 있으며 

인입되는 공기는 MOD 필터를 통해 통과되며 이때 필터 전 후단의 차압을 이용 

필터의 교체 시기를 결정한다. Z001의 공기유입은 Z005인 HRU에 의해 일부 보

충받고 나머지는 Fan-035 Supply Fan에 의해 보충된다.   

  2.7 Damper Actuator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환기계통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송풍

기는 2중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항상 1대는 고장 및 비상운전을 위해 대기 상태

에 있다. 이들 송풍기는 댐퍼(Damper)에 의해 Open/Close가 되는데 이 개패는 

전기 모터의 힘을 이용한 Actuator에 의해 작동된다. 가동 중인 송풍기 전 후단

의 댐퍼는 항상 열림 위치에 있어야 하고 정지되어 있는 송풍기 전 후단의 댐퍼

들은 항상 닫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만약 정지된 송풍기에 설치되어 있는 

댐퍼가 완전히 닫히지 않으면 반대쪽 송풍기로부터의 바람이 역류하여 송풍기의 

효율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모터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

니라 방사성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댐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확

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댐퍼를 작동시키는 Actuator의 작동 여부는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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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에는 고장이 많았으나 점차 교체를 해온 관계로 현재는 

일부만 옛날 Actuator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론 SB-25, SB-18 형식의 국

산 새 Actuator로 교체된 상태에 있다. 이 Actuator의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산상 점차적으로 매년 구매로 인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체되는 이 국산 

Actuator 모델중 SB-18은 Torque가 18Kg-m Duty cycle이 25% 전압의 

110VAC 전압은 1.6A, cycle Time은 20초이다. 반면 비교적 큰 힘을 필요로 하

는 모델 SB-25는 25Kg-m의 Torque에 Cycle는 24초로 SB-18보다 약간 긴 편

이나 나머지 사향은 모두 같았다. SB-18 과 SB-25의 모델 사양은 표 13.와 같

다. 

   

         

표 13. 국산품 대체 모델의 사양서

Actuator 
Model

사  양

SB-18

- Torque : 18 kgㆍm

- Duty Cycle : 25%

- V/A : 110 VAC/1.6A

- Cycle Time : 20 초

SB-25

- Torque : 25 kgㆍm

- Duty Cycle : 25%

- V/A : 110 VAC/1.6A

- Cycle Time : 24 초

  2.8 Charcoal 필터 교체

       Bank-3 닥트의 Charcoal 필터의 교체는 ‘01년도 1월 말경 교체에 이어 

금년에는 2월초에 교체가 있었다. 이곳은 2개의 필터를 교체하도록 닥트에 연결

되어있는데 지하실 Active Area에서 가장 방사선 준위가 높은 곳이기도 하다. 

Bank-3에서는 I-131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I-131은 기화성이 좋아 방사성 오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I-131의 화학적 특성을 이용해 활성탄 여과

기를 이용해 확산된 I-131를 흡착에 의해 제거한다. 만약 Bank-3에서 I-131를 

생산할 때 작업 종사자가 실수를 한다면 이 I-131 방사성오염은 곧바로 Ban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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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트의 활성탄 여과기에 잡히게 된다. 그러므로 현장에서의 작업 실수는 곧바로 

이 닥트의 방사선 준위로 나타나게 된다. 아래 표 14는 ’02년도 Bank-3 닥트에서

의 방사선 준위의 값을 표시한 것이다. 참고로 ‘01년도의 방사선 준위는 표 없이 

단지 그림 9.에 나타내었고, ’02년도의 방사선 준위 그래프는 그림 10.에 나타내

었다. Bank-3 닥트에서의 방사성 준위 측정은 ’01년부터 측정해 오고 있으며, ’01

년도와 ‘02년도의 방사선 준위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년도에는 1월 말경

에 높은 준위를 나타내다가 6월에서 7월경에 좌측 필터의 20mSV 우측필터의 

27mSV의 높은 준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금년의 경우 1월에 27mSv에

서 37mSv의 높은 방사선 준위를 나타내다가 필터를 교체한 2월부터 8월 까지는 

낮은 방사선 준위를 나타내었다. 이들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01년에는 6, 7월경

날짜('02년) 좌측필터
(mSv)

우측필터
(mSv)

날짜('02년) 좌측필터
(mSv)

우측필터
(m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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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01년도 Bank-3 닥트 Charcoal 필터의 방사선 준위   

그림 9. ‘02년도 Bank-3 닥트 Charcoal 필터의 방사선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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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I-131의 확산이 많은 반면 ‘02년에는 후반기에 확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년에는 2월부터 8월까지는 낮은 방사선 준위를 유지하면서 방사선 확산 없이 

잘 생산해 오다가 후반기에 와서 약간의 확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금년이 작년에 비해 I-131의 생산이 많았으나 방사선 준위가 상반기에는 일정

한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이는 I-131의 생산 종사자가 방사선 확산 없이 잘 생산 

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약간의 오염을 가져왔으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활성탄 여과기의 교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의 Charcoal 필터의 교체는 필터 뱅크 G583C의 Charcoal이다. 이 필터 

뱅크는 핫셀 지역의 F/H로부터 배기되는 공기를 잡는 필터로서 F/H에서 발생되

는 I-131을 잡기 위한 필터이다. 이 필터는 연중 계속 기동되는 Fan-053, 054의 

팬모터에 의해 배기되는 필터 뱅크로서 어느 필터 뱅크보다 많은 부하를 가지고 

있다. G582C, G583C, G584C 각 뱅크 당 5개의 Charcoal를 필요로 하므로 총 15

개의 Charcoal를 필요로 하고 있다. 활성탄 여과기의 차압 허용치는 60mmWG이

다. 그런 가운데 11월의 점검시 G583C의 차압은 55mmWG를 지시하여 교체하

다. 이 밖에 G582C, G584C의 차압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이로 볼 때 조마간 

추이를 살핀 후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Fan-053, 054의 흡기인 필터 

뱅크이외 Charcoal를 필요로 하는 필터 뱅크가 G590이다. 이 뱅크는 Bank-3의 

핫셀 내부의 공기를 유입하는 뱅크로서 작년말에 교체한 상태에 있으므로 아직 

적은 차압 약 14mmWg를 지시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교체 시기는 아직 안

됐다. 이 활성탄 여과기는 오로지 차압으로만 교체하는 것은 아니다. 활성탄의 

흡착 효율을 18개월마다 Canister로부터 샘플 채취하여 흡착율을 측정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흡착율이 떨어질 경우 또한 차압에 관계없이 여과기를 교체해야 한

다. 물론 활성탄 여과기 교체시에는 여과기의 Halide 흡착율 측정도 병 되어야 

한다. 이 활성탄 여과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다른 필터보다 신중을 기해 사용하고 

있다. 현재로선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원을 확보하여 여유분을 마

련해야 할 것이다.  

  2.9 Hepa 필터 교체 및 검사

       Hepa 필터의 교체는 7월에 11월 각각 12개인 총 24개의 교체가 이루워 

졌다. 7월에는 실험실 주변 지역 Exhaust Fan인 Fan-045, 046인 필터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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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73B의 Hepa 필터 6개와 지하실 환기 EF인 Fan-040, 050의 필터뱅크 G577B

의 6개이다. 후반기 들어서서 2차례, 11월14일 15일에 걸쳐 Hepa 필터의 교체가 

있었다. G580A, G579A, G581A 이들은 현장의 PDI 계기상에 나타난 숫치를 기

준으로 삼아 교체하 다. 물론 이들 필터에 대한 DOP 테스트는 (주)코리아에어

텍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들의 검사 성적서는 별도로 관리해 오고 있다. 필터의 규

격은 610*610*292이며 모델은 ATF242411HSC이다. (주)코리아에어텍에서의 검사 

조건을 보면 검사장비로슨 Q-107의 기기를 이용해 DOP의 온도는 200℃에서 

170℃의 Vapor의 온도를 만들어 시험분진 크기는 0.3 μ로 검사하 다. Media는 

Glass -Fiber이며 separator는 알루미늄 foil, Frame는 가벼운 알루미늄 재질이

다. 아래 표 15는 Hepa 필터의 검사 조건이다. Hepa 필터의 검사에서의 풍량은 

50 CMM(Cubic Meter per Minutes)에서 압력손실 24.0-25.3 mmAq 범위에서 행

해 졌으며 효율은 모두 99.5%이상 Scan test는 모두 양호한 것들이었다.  

표 15. Hepa 필터 검사 조건 

 검 사 일 자 : 2002. 08. 12

 검 사 장 비 : Q - 107

 D O P 온 도 : 200 ℃ VAPER 온도 : 170 ℃ 시험분진크기 : 0.3 μ 

FILTER MODEL : ATF242411HSC  규    격 : 610× 610× 292

사용

재질

 MEDIA   : Glass-Fiber  SEPARATOR : AL/FOLL

 FRAME   : ALUMINIUM  GASKET     : Neoprene-Rubber

 SELANT  : P/Urethane  수     량     : 100 Ea

  2.9 Medium 필터 교체 및 검사 

      Medium 필터는 보통 Mod 필터라고도 불려지며 Media를 적용함에 따라 

65%, 85%, 95%의 효율을 나타낸다. Clean Room 원자력 산업, B/D 공기정화 , 

산업공장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동위원소 시설에 금년 교체는 5월과 11월에 3차

례에 걸친 6회의 교체 작업이 있었다. 교체된 필터의 수량으로는 104개로서 이들

의 교체를 살펴보면 동위원소 건물 인입 G561 뱅크에 48개 교체를 Z001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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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571A, G573A, G576A 각 6개인 18개를 비롯 G580B, 579B, G581B 각 4개씩 총 

12개를 포함 총 98개를 교체하 다. 이 Medium의 필터 허용치는 50 mmWg로서 

Hepa보다는 높고, Charcoal 필터보다는 낮은 차압의 허용치를 갖는다. 이 필터의 

표준 크기는  610× 610× 292 이며 Media는 Hepa 와 같은 Glass-Fiber이다. 그러나 

Frame은 G/Steel이며 Gasket과 Sealant 역시 Hepa와 같은 Neoprene-Rubber과 Poly 

urethane으로 Hepa 필터와 같은 재질이었다. 이 건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필터

로 이들의 검사는 Hepa 필터와 같이 코리아에어텍(주)에서 검사되었으며 Hepa

필터와는 달리 풍량은 56 CMM에서 압력손실은 16mmaq 효율은 95% 이상이었

다. 이들 완제품에 대한 검사 성적서는 별도로 파일 관리하고 있다. 

  

   2.10. Pre 필터 교체

      동위원소 건물에 최초로 인입 되는 필터는 G561 Suction Filter에 

Low쪽에 Pre 필터 48개와 High쪽에 48개의 Medium 필터가 장착된다. 이 

Low쪽의 Pre 필터는 619*610*50으로 Medium이나 Hepa 혹은 Charcoal과는 달

리 얇은 두께의 알루미늄 Frame 재질로 되어있다. 이 Pre 필터의 목적은 거친

Dust를 1차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위원소의 건물일 경우 보통 1년에 

1회 정도 교체된다. 금년에도 3월 초에 Pre 필터를 48개 교체하 다. 그러나 올

해는 다른 해와 달리 황사 현상이 심했다. 그러한 황사 현상 때문에 겨우 2개월 

정도 Pre 필터를 사용하고 새 Pre 필터(48개)를 5월경에 교체해야만 했다. 이 

Pre 필터는 외부 습기에 향을 많이 받는다. 대기 중 습기가 많을 경우 이 습기

가 필터의 Pore을 적시고 미처 마르지 않을 경우 미세한 먼지가 Pore를 막아 차

압을 가져오게 되므로 하절기에 적극적인 주의가 주목된다. Pre 필터의 사용은 

동위원소 인입 뿐만이 아니다. 3층 GMP 시설에 설치된 냉 난방을 위한 공조기

에도 전과는 다르게 Pre 필터의 Pore가 막혀 엄청난 차압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

서 이 공조기에는 Pre 필터 및 Medium 필터까지 교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Pre 필터는 외기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여분의 필터를 준비해 두어야 

함은 물론 타 필터의 보호와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한

다. 금년의 pre 필터를 비롯 전반적인 필터의 교체 현황을 보면 아래 표 16.와 

같이 pre 필터 104개, Medium 필터 102개, Hepa 필터 24개 및 Charcoal 필터 7

개의 교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237개의 필터 교체가 이루어 졌다. 이외 동위원

소 건물 3층 동물 실험실을 위한 공조설비가 따로 있는데 이곳의 필터 교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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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파악되지 않아 기록에서 제외하 다. 

표 16. 필터 교체 현황  

교체일자 Filter Bank No. Pre Filter
Medium

 Filter

Hepa

Filter

Charcoal

Filter

'02.02.02 Bank-3 닥트 2

‘02.03.08 G561 48

‘02.04.12 G561 6

‘02.05.10 G561 48 42

‘02.05.10 Z001 20

‘02.07.02

G571A 6

G573A 6

G576A 6

‘02.07.02 G573B 6

‘02.07.05 G577B 6

'02.7.11
2층 GMP 6 6

1층 GMP 2 2

‘02.11.14
G580A 4

G580B 4

‘02.11.15
G579A 4

G579B 4

'02.11.20

G581A 4

G581B 4

G583C 5

총 계 104 102 2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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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공기조화계통 환기 횟수 측정 실험

       방사선 구역인 핫센 내의 환기 횟수를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

는 동위원소 건물 환기계통의 설계기준이 만족되고 있는지를 점검, 확인하기 위

해 핫셀의 공기 환기 횟수 측정실험 분기별로 실시하 다. 이 측정 실험은 제어

반 계측기를 포함한 모든 기기들이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야 한다. 측정에 필요

한 스톱워치, 풍속 측정계(면속도 측정용) 및 표준 풍량계(Standard Manometer 

＋ Pitot Tube)도 준비되어야 한다. 

  핫셀 내 유량 측정을 위해 9000 Zone의 환기 횟수는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설

계 요건인 시간당 10회 이상의 환기 횟수를 만족시키기 위한 실험으로 핫셀의 

환기 횟수는 계통 설계 시 팬의 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설계기준이

다. 핫셀의 환기 횟수는 해당 핫셀의 배기 풍량과 핫셀 내부의 총 부피를 이용

하여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핫셀 구조물은 부피의 변화가 있을 수 없으므로 환

기 횟수는 핫셀의 배기 덕트에서 Pitot Tube와 표준 마노미터를 이용하여 배기  

  안전성분석보고서 설계 요건인 시간당 10회 이상의 환기 횟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각 Bank의 배기 풍량은 시간당 Bank 체적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표 17.는 핫셀 내 환기횟수 및 닥트내의 평균 체적 유량의 값이며 표 18.은 닥트

의 단면적을 구하여 닥트 내의 평균 유속을 계산한 값이다. Bank I의 배기 풍량

은 142.9 m3/hour, Bank II는 38.6m3/hour, Bank III는 21.02 m3/hour 임에 비하

여 실질적인 체적 유량은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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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핫셀 내 환기 횟수 및 닥트 내의 평균 체적 유량 

분기
평균유량 및 

환기 횟수
Bank-1 Bank-2 Bank-3

1/4 분기

Duct 내 평균 유량

[m
3
/hour]

2,703.9 1017.3 997

Hot Cell내 유량 

환기 횟수[회/hr]
18.9 26 47

2/4 분기

Duct 내 평균유량

[m
3
/hour]

2,685 1,119 1,006

Hot Cell내 유량 

환기 횟수[회/hr]
18.7 29.4 47

3/4 분기

Duct 내 평균유량

[m3/hour]
2,957 1,058 945

Hot Cell내 유량 

환기 횟수[회/hr]
20.6 27.8 45

4/4 분기

Duct 내 평균유량

[m3/hour]
2,622.5 1348.0 852.3

Hot Cell내 유량 

환기 횟수[회/hr]
18.3 35.4 40.5

표 18. 핫셀 별 닥트내 평균 유속  

분기
평균유속 및 

환기 횟수

Bank-1 Bank-2 Bank-3

Duct 

size(400mm)

Duct 

size(300mm)

Duct 

size(200mm)

1/4 분기
Duct 내 평균유속

[m/sec]
5.98 4.0 8.82

2/4 분기
Duct 내 평균유속

[m/sec]
5.94 4.44 8.9

3/4 분기
Duct 내 평균유속

[m/sec]
6.54 4.16 8.36

4/4 분기
Duct 내 평균유속

[m/sec]
5.8 5.3 7.54



- 33 -

 2.12 핫셀 Rear Door Open시 면속도 측정

      핫셀 출입구가 닫혀있는 상태 즉, 정상 운전 상태에서는 주변지역보다 핫

셀 내부 압력이 25mmWG 이상 낮게 유지되도록 운전하고 이에 대한 확인은 각 

핫셀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차압계를 점검하면 된다. 그러나 핫셀 내부에서의 

보수작업 및 원자로에서의 표적 등이 핫셀 내부로 들어갈 경우에는 출입구를 열

어야만 한다. 이때 핫셀 내부의 공기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출

입구를 열었을 경우 개구부를 통하여 흘러 들어가는 공기의 면속도를 0.5m/sec

이상이 되도록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 조건은 안전성 분석보고

서 11.3.4.1.1의 주기점검 보고서을 만족시키기 위한 실험이다. 이 조건을 만족시

키기 위해 가동 중인 모터를 고속 모드로 전환 시킨 후 핫셀의 뒷문을 연 뒤 면

속도를 측정하 다. 

   선택된 핫셀의 출입문을 열고 풍속측정기를 이용하여 면속도를 측정한다. 속

도의 측정은 가장자리로부터 개구부의 중앙까지를 5단계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

들의 평균값을 취하여 점검기록부에 기록한다. 측정이 완료되면 핫셀 출입구를 

닫고 배기팬을 저속 운전모드로 전환한다. Bank-1인 경우 Co-60의 저장조에 물

이 채워져 있지 않는 관계로 아직은 핫셀 내 부압이 유지되어지지 않고 있다. 그

러므로 Bank-1의 핫셀 Door open시 면속도를 측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Bank II, Ⅲ의 경우 11개, 6개의 핫셀 중 하나를 선택하고 배기팬

(F-057 또는 F-058) 혹은 (F-059, 060)을 고속 운전모드로 전환한다. 

   측정 결과는 표 19.에서와 같이 Bank II의 경우 각 cell 마다. 0.73 m/sec - 

1.25 m/sec의 면속도 측정값을 얻었으며, Bank Ⅲ 평균 면속도는 Bank II보다 

훨씬 유속이 빠른 0.82 m/sec - 1.67 m/sec 값을 얻었다. 이와 같이 Bank Ⅲ의 

유속이 빠른 이유는 Bank Ⅲ의 Cell의 작업은 오염의 확산 확률이 높은 I-131의 

작업이 행하여지는 곳이라 보수적으로 주위보다 차압을 신경 쓰기 때문이다.  



- 34 -

표 19. 핫셀 Bank-2, 3 Rear door에서의 면속도 

분기

(측정일짜)

BANK-2 BANK-3

가동 Fan 

구동 모드

Cell 

No.

 Rear Door 

평균 

면속도(m/sec)

가동 Fan 

구동 모드

Cell 

No.

 Rear Door 

평균 

면속도(m/sec)

1/4 

(3.25)

F-057

고속 모드

C5 0.73

F-059

고속 모드

C19 1.02

C7 0.83

C21 0.84
C13 0.84

2/4

(6.27)

F-057

고속 모드

C7 0.86

F-059

고속 모드

C16 0.82

C9 1.06

C17 1.02
C10 1.0

3/4

(9.27)

F-057

고속모드

C5 0.78

F-060

고속모드

C18 1.41

C7 1.02

C19 0.92
C9 0.82

4/4

(12.05)

F-058

고속모드

C7 1.1

F-060

고속모드

C18 1.67

C9 0.88

C21 0.91
C13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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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IPF 시설의 가동 결과

  3.1 현장 모터의 가동 및 운전 시간

      공기조화 설비의 가동에 있어서 주목적은 방사선 작업자의 방사성 물질로

의부터 보호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따라서, 공기조화설비 가동 시에는 온, 습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여름철에는 냉각코일을, 동절기에는 스팀을 각각 이용하

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에서의 연장 근무를 요할시 공조기 가동은 계속되

어져야 한다. ‘02년도에도 방사화 분석실의 일과 후 연장근무로 인한 실험실 지

역의 공조기를 연장가동 하 다. 이때의 연장가동은 원자로가 가동되고, 외부에

서 의뢰한 방사화 분석을 위해 주로 가동되었으며 이때의 경우 직접 방사화 분

석실 직원이 업무를 마친 후 퇴근 직접 공조기 팬 스위치를 Off 만을 요구하

다. 이때 기계를 직접 다루지 않는 실험실 직원이 스위치를 조작하므로 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불안감도 있기는 하 지만 익일 출근하여 전날의 모

터를 특별히 점검하는 정도를 유지 관리하 다. 2001년에는 약 36회의 정도의 연

장 가동이 있었으나 '02년에는 작년에 비해 불과 8회 정도의 100시간 정도의 연

장 가동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작년에 비해 일과 후 방사화 분석이 작년에 비해 

덜 이루워 졌음을 알 수 있는 항목이다. 금년의 일과 후 실험실 지역의 공조기 

연장 기동 현황은 표 20.에 담았다. 

 2002년도 RI시설의 모터의 평균 운전시간은 약 AHU를 포함해 약 2,113시간 운

전으로 작년 2,300시간 보다 187시간 적게 운전되었다. 이와 같이 작년에 비해 

적게 운전된 원인은 공휴일의 차이 및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작년에 

비해 금년에는 일과 후 연장 가동의 시간이 줄어듬에도 원인이 있을 수 있었다.  

  주요 공조기 송풍기 팬 모터 29개를 기준으로 운전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금

년에는 약 61,260의 송풍기 팬을 운전하 다. 이 가운데는 핫셀 F/H 지역인 

Fan-053, 054 및 핫셀의 Bank-3 배기팬인 Fan-059, 060은 쉬는 날 없이 가동되

어 8,760시간을 각각 교대로 분담 가동되었다. 난방을 위한 스팀 공급이나, 냉방 

을 위한 냉각수 공급을 위한 AHU에 따른 Z001-Z004에서 Z002와 Z003은 실험실 

지역 및 핫셀지역을 급기팬이므로 냉/난방의 계절이 아닌 경우에도 핫셀 지역의 

공기 흐름을 위해 계속 가동되었다. 물론 Z002, Z003은 같은 운전시간을 가동하

게 된다. 금년도 Z002, Z003의 운전시간은 2,281 시간인 반면 냉/난방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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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방사화 분석실 연장 근무에 따른 공조기 가동 실태

N0. 운전 일자 정지시간 운전 모터 및 Fan 가동 시간

1 '02.01.09 19:00 Fan-31, 45, 47 10

2 '02.07.19 20:30 Fan-32, 46, 48 11.5

3 '02.08.12 22:30 Fan-32, 46, 48 13.5

4 '02.08.22 22:00 Fan-31, 45, 47 13

5 '02.08.23 22:00 Fan-31, 45, 47 13

6 '02.09.23 23:00 Fan-32, 46, 48 14

7 '02.09.24 23:30 Fan-32, 46, 48 14.5

8 '02.10.23 10:20 Fan-32, 46, 48 10.3

정상근무 외 가동 시간 99.8

사무실 지역을 위한 Z001인 경우 냉/난방이 없는 봄 가을인 4월과 10월에는 가

동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약 1,900시간 정도 운전되었다. 또한 Z004인 경우 

MCC Room의 냉방만을 목적으로 한 공조기로서 하절기만 운전되므로 하절기인 

5월, 6월, 7월, 8월에 집중적으로 운전되어 불과 969시간 정도 운전되었다. 반면 

24시간 운전되는 Bank-3 핫셀 부압을 위한 Fan-059, 060와 핫셀 지역 F/H을 위

한 Fan-053, 054의 운전은 모터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동위원소시설 공조시

스템을 모터 팬은 여러 모터 팬이 있으나 그중 중요한 지역인 핫셀 지역과 관련

된 Fan-051, Fan-060의 가동시간을 표 21.-32.에 나타내었다. 아래 표에는 나타

내지 않았지만 24시간 가동되는 팬이 또 있다. 이 팬은 Fan-038, 039로서 UPS 

Room의 수소 증기를 24시간 연속 배기하기 위한 팬이다. UPS 룸에는 많은 축

전지인 밧데리가 있다. 이 밧데리속에는 황산용액이 있는데 이 황산과의 화학반

응에 의해 수소 증기가 발생한다. 이 수소 Gas는 폭발성이 있는 위험한 기체이

므로 항시 배기 시켜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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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송풍기 모터 팬의 년 가동시간 

     동위원소 건물 공조시스템에는 약 40 여개의 송풍기 및 모터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의약품 생산 시설을 급/배기 송풍기, 지하실을 위한 급/배기 

팬 위한  송풍기 및 여러 송풍기가 매일 가동되고 있다 그중 주요 송풍기 29개

의 월간 운전시간을 기록하 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Z004인 경우 하절기

에만 운전되어 가장 적게 운전된 모터인 반면 24시간 연속 운전되는 Fan-038, 

039, 053, 054, 059 및 060은 각각 월 가동 시간이 비슷하게 운전케 함으로서 어

느 특정 모터의 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교체 운전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매월 

적게는 260시간에서 많게는 400시간으로 비교적 두 모터가 같이 배분하여 부하

를 갖게 하 다. 년 4,300시간이란 많은 시간을 운전하면서 커다란 고장없이 운

전되었던 것은 적절한 교체 운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Z002, Z003인 경우 상주 

근무시에는 같은 시간 운전된다. 그러나 방사화 분석실의 일과 후 연장 근무가 

있을 경우 Z002의 운전은 계속된다. 그 결과 약 100 시간이 Z003보다 많음을 표

에서는 알 수 있었다. 실제적인 송풍기의 운전 시간은 표 33, 34와 같이 월별 기

록하고 년간 누적의 기록은 합으로 나타내었으며, 그림 10, 11.은 월별 운전 기록

을 그래프화 된 것이며, 표 35는 RIPF의 모터 및 Fan 관리를 표시한 것이다.  

그러나 앞의 표에 나타난 숫치가 정확한 운전 기록이라 할 수는 없다. 금년 10월

경에는 지하실 환기계통 팬 Fan-049의 고장으로 인해 새로은 모터로 교체하기도 

했다. Fan-057, 058인 경우 표에 나타난 기록보다는 많은 시간 운전되었다. 그 

이유는 Fan-057, 058의 송풍기 모터는 Bank-2 핫셀의 부압유지를 위한 것으로 

새벽(02:00-05:00)에 Tc-99m인 동위원소가 이곳에서 생산되기 때문이다. 새벽 근

무자가 출근하여 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해 이들 팬을 기동하고 생산이 끝난 후 

이들 팬들을 정지시킨다. 이들 팬들의 기동도 시설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기동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 담당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설비 중의 하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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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2002년 송풍기 모터 월간 가동시간(1)  

그림 11. 2002년 송풍기 모터 월간 가동시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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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방사성 액체폐기물 관리

    동위원소 생산시설 지하에 중준위, 저준위 및 극저준위 방사성 폐액 수집 탱

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중준위를 제외한 저준위 및 극저준위 수집 탱크에는 하나

로시설, 조사재 시험시설 및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액체 폐기물이 모두 동위원소 

지하 액체 폐기물 수집 탱크에 모이게된다. 이 탱크의 용량은 각각 25m3 탱크 4

개 있다. 금년에는 하나로 Sump로부터 액체 폐기물이송은 2월, 6월, 9월 3차례에 

걸쳐 19m
3
의 액체폐기물을 수집하 다. 이 액체 폐기의 분석 결과는 액체 폐기

물 이송일지 02-AK-014, 068, 118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로 부터는 19

톤에 불과 했지만 RIPF 및 IMEF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량이 많은 관계로 10월경

에 만수(100m
3
)가 되어 이들을 폐기물실로 이송하 으나 폐기물 실 저장 부족으

로 약 90m3의 액체폐기물 만을 이송하게 되어 약 10%의 액체 폐기물을 처리하

지 못했다. 이 액체 폐기물의 이송은 작년 3월에 이어 거의 19개월 만의 이송이

었다. 이 시설의 방사성 액체 폐기물 운 은 여러 사용 부서의 폐기물이 모이게 

되므로 각 사용 부서는 좀더 신경을 써 불순물(고체)이 들어가는 것을 억제 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 탱크 및 기기실은 출입 제한구역이므로 보건물리 요원 입회 

하에 시료채취를 하여야 하며 폐액의 균일한 혼합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

서 폐액의 혼합을 위해 혼합용 Agitator를 이용,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 시료 채

취 밸브를 열고 이송 밸브를 닫아 용액의 이송을 차단하고 시료 채취구로 이동

되게 한 다음 용액 이송 펌프(transfer pump)를 가동시키고 약 2-3분 후에 시료 

약 1ℓ를 채취한다.

  채취된 시료의 분석을 위하여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화학분석실에 의뢰한다. 

전 알파, 베타, 감마 및 삼중수소 등과 방사능을 분석토록 한다. 아래 표 36.은 

10월경에 분석의뢰한 02-AK-121의 분석 결과이다. 이때의 분석방법은 

ISO-9696(1992), 10703(1997), 9698(1989)에 의해 시험환경은 26℃ 습도 50%에서 

행해 졌다. 시험/분석 성적서는 분석의뢰 후 약 2주 후에 회신되어 온 것이다. 분

석 결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보건물리실(방사성폐기물 처리 통보계 작성) 및 

폐기물처리실과 협의하여 동 폐기물을 이송하게 되며 이송 시 시작과 중간상황

을 유선으로 상호 연락하며 이송펌프를 가동시킨다.  



- 55 -

표 36. 방사성액체 폐기물 분석 성적서 

시료명

(02-AK-121)

방사능
계측일

핵종 Bq/mL±2σ

극저준위

Ce-144 6.42E-02±18.9%

2002-10-01

Cs-134 1.21E-02±14.8%

Cs-137 2.90E-02±18.8%

I-131 8.83E-03±17.6%

Sb-124 3.55E-03±39.0%

H-3 9.00E+00±2.5%

Gross α 7.14E-03±0.002

Gross β 6.27E-02±0.011

저준위

Ce-144 1.14E+00±2.73%

2002-10-01

Co-60 1.88E-01±3.54%

Cs-134 6.67E-02±5.41%

Ce-137 6.79E-02±7.26%

I-131 1.15E+00±1.83%

Sb-124 1.49E-02±14.5%

H-3 2.67E+03±0.1%

Gross α 1.10E-02±0.003

Gross β 1.12E+00±0.034

 * 2σ는 계측오차만 고려되었음 

3.4. 화학폐수 관리

    동위원소 생산 및 방사선원 개발에 있어서 각종 연구 및 실험이 이루어진다. 

각 실험실에서의 실험에서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사용된 화학

폐수는 직접 배출시 수질의 오염을 가져오므로 일단 동위원소 건물 지하에 2대

의 저장 탱크에 모이게 되어있다. 이 모아진 화학 폐수는 혹시 모르는 방사성 물

질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적인 분석을 거친다. 분석 결과 방사성물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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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을 확인한 후 연구소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송하게 된다. 동위원소실에서 화

학폐수의 분석 횟수는 표 3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대략 매달 1회 정도 분석이 이

루어지고 처리되어지고 있으나 금년에는 3월에는 화학폐수의 분석이 없었음을 

알수 있다. 이 화학폐수의 분석 결과는 매번 거의 일정함으로 14회의 분석결과 

중 11월 11일 결과를 예로 들어 표 38. 나타내었다. 금년 ‘01년에는 24회의 화학

폐수의 처리가 있었으나 금년에는 불과 14회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시설관리 운

자들이 화학폐수의 양을 줄여달라는 부탁에 실험실 종사자의 많은 협조의 결

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명년에는 Bank-4의 Clean Room 설치와 더불어 

Tc-99m Generator의 생산이 Bank-4에서 이루워질 것이므로 이에 따른 더 많은 

화학폐수의 증가가 예상된다. 현 5m
3
 의 용량 2개의 탱크로는 발생량을 감당키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므로 1개의 탱크를 증설하기 위해 현재 공사 중에 있다. 

       

  

표 37. ‘02년도 화학 폐수 분석의뢰 실적 

월 분석의뢰 날짜
 분석 및  처리

 횟수 

1월 16 1

2월 14 1

4월 3 1

5월 3, 20 2

6월 12 1

7월 16 1

8월 16, 19, 27 3

9월 11 1

10월 2 1

11월 11 1

12월 26 1

합 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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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화학폐수 분석 결과  

No. 검출 핵종 농도 (MPC)w

1 Mo-99 N.D 6.0E05 Bq/m3

2 I-131 N.D 3.0E04 Bq/m3

3 Nb-95 N.D 1.0E06 Bq/m
3

4 Cs-134 N.D 3.0E05 Bq/m3

5 Zn-65 N.D 2.0E05 Bq/m3

6 Sb-124 N.D 3.0E05 Bq/m
3

7 Co-60 N.D 2.0E05 Bq/m
3

8 Se-75 N.D 3.0E05 Bq/m3

9 Zr-95 N.D 8.0E05 Bq/m3

제 3 장   결과 

   ‘02년에도 ’01년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오염과 직접적인 향을 주는 공기조화 

계통의 모터, 댐퍼, 액튜에이터, 부압 등 방사성 작업자들에게 관계되는 시설에 

중점을 두고 개선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 다. 

   모터의 노후, 교체 고장의 원인과 정비 주기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 모터의 운

전시간을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기록해 왔으며, 핫셀 지역 부압 유지를 위해 

각 Zone의 차압계 교정은 물론 공기 흐름을 조정하여 각 Zone의 부압을 유지시

켰다. 금년은 시설의 노후 관계로 각 설비의 풀림 방지를 위해 각 장치 마다 조

임 상태를 확인하 으며, 년초의 황사 현상관계로 인입 필터를 2번이나 교체 하

다. 핫셀 각 Cell 내부의 부압 25mmWg을 위해 매일 오전과 오후에 점검을 실

시하 다. VS 모터의 RPM 조정과 핫셀 Rear Door 오픈시 공기의 0.5 m/sec이

상 여부를 측정하 다. 특히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 명시된 핫셀 내 환기 횟수 10

회 이상을 증명하기 위해 닥트내 유량을 측정하여 환기 횟수가 10회 이상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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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확인하 다.  특히 ‘99년 말 온/습도 및 환기조건에 관한 KINS 지적 

사항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결과 온도는 당초 18℃∼30℃에서 18℃∼

28℃로 습도는 45%∼60%에서 30%∼65%로 변경로 변경 적합 통보를 받았다. 

   방사성의약품 및 방사성동위원소 생산팀에서는 지난해 동화약품에 기술 이전

한 간암치료용 홀뮴-키토산 복합체가 국산 신약 제 3호의 등록되어 시판에 들어

갔고, 호진산업기연에 기술 이전한 비파괴검사용 Ir-192 선원은 인허가 획득하여 

국내 수요의 90% 이상을 엄청난 수입 대체 효과를 거두었다. 

  ‘02년도 RIPF 시설을 이용해 동위원소의 생산은 작년 보다 양적인 상승을 보

여주었으며 이는 계속적인 상승세에 있다. 동위원소의 판매 수입은 개봉선원에서 

약 5억이상, 봉선원에서 약2억 방사성의약품인 표지화합물에서 1.7억이상의 판

매 수입을 올려 방사화 분석분야의 실적을 제외하고서도 약 9억원의 판매 실적

을 올렸다. 특히 내년에는 비과괴 선원인 Ir-192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

므로 판매 수입금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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