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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본 과제의 연구개발목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로 1, 2호기 해체에 적용할 각종 요소기술들을 개
발하고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국내 해체 기술기반 구축 및 해외 기술수출의 교두보 마련임.
◦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및 해체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 고방사성 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 오염도 자동측정 장비 개발

2. 연구결과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의 연구결과는 연구로 해체 자료 분류체계 확립하고 해체 DB 자료 구
조 설계 및 최적화하였으며 해체 DB Prototype 구축 해체 DB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음. 주요 해체
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은 주요 해체공정 선정 및 대상물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해체 절차 수립 및
주요 해체공정의 동적 전산모사 구현하였으며 전산모사의 결과를 실제 해체공정에 적용하였음. 고방
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은 수중 절단분해를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수중분해장비를 설계,
제작 및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해체현장에 적용을 위한 실증시험을 수행하였음. 표면오염
도 자동측정장비 개발은 표면오염도 측정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시제품 제
작 및 시험을 수행하였음.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는 연구로 해체에 대한 DB 시스템 개발을 개발하고 연구로 주요 해체 대상물의 전산모사
기술 확보하였고 수중에서 작동 가능한 해체장비 개발능력을 확보하였으며, 방사능 계측장비의 설계,
제작 등 기반기술을 확보하였음. 활용방안으로 개발된 DB, 전산모사 기술은 타산업에 적극적으로 활
용 및 응용이 가능하며. 전산모사를 통한 장비설계 및 해체절차 검증을 통해 실제 해체시 발생오류
를 최소화하여 해체비용 감소시킬 수 있음. 또한 수중 해체기술을 통해 원전 등 수중보관 고방사능
장비 등의 수중분해에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표면오염도 측정 장비는 향후 방사선/능 측정장비의 상
용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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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가장 신중하게 취급되어질 해체 대상장치 중의 하나가 원자
노심 주위에 설치되었던 회전시료조사대(RSR, Rotary Specimen Rack)의 해체이다.
회전시료조사대는 알루미늄 본체에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들어진 부품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잔류방사능이 중준위급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회전시료조사대 자체를
그대로 처리할 경우 중준위급의 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함으로써 이의 관리를 위
한 차폐용기 개발, 제작비용 및 처분비용 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전
시료조사대로부터 스테인레스강 부품만을 분리․제거하여 중준위급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전시료조사대의 방사능이 높아 작업자의 피폭
위험성이 매우 크기 차폐가 가능한 수중작업이 필연적이다. 즉, 수중에서 효과적으로
분리 및 처리할 수 있는 분해․절단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중 분해․절
단 장비는 해외에서도 개발된 바가 없으며, 만약 해외에 위탁 개발할 경우 많은 비
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유사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할 경우, 우선
우리 목적에 맞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우리와 같이 개념, 기본 및 상세
설계를 거쳐 제작, 테스트, 인도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매가격이 매우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등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경우 해체장비 개발 기술력 확보와 함께 외화절
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의 개발은 비단 연구로 해
체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향후 예견되는 원자력발전소 등의 수중 절단, 분해, 해체
작업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수중분해장비는 원격으로 분해, 절단,
해체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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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
해체 활동 시작 단계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발생되는 일련의 모든 자료를

체계적

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해체 작업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다량의 해체 작업자료, 작업자 안전관
리 및 피폭관리, 해체 소요비용, 해체 기술, 방사성폐기물자료 등 수많은 정보가 필
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 해체 DB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많은 선진국들도 자국의 원
자력 해체 시설 대상에 맞는 해체 DB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정보
자료를 DB화함으로써 원자력시설 해체 시 매우 유용한 기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그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연구로 및 원자력 시설
의 해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분석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크다. 연구로 해체 DB시스템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우선적으로 해외 해체 시장(특히 연구로 해체)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연구로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본 연구로 주요해체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은 서울 KRR-1&2 연구로 해체작업을
미연에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구현하여 해체절차의 오류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
기 위하여 해체전산모사를 구현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해체 주요공정 전산
모사는 원자로나 고방사성 구역 등 주요시설을 해체하기 위한 해체공정설계를 위해
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즉, 주요공정에 대한 전산모사를 우선적으로 수행함으
로서 해체작업시 발생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연에 파악하므로서 실제 해체작업시
당면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해체장비 설계시 설계의 타당성 검토
및 충돌이나 간섭현상을 사전에 확인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통해 보
다 신뢰성 있는 장비설계를 수행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산모사를 통한 작업자 사전
가상훈련 등을 통하여 해체작업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해체시간을 단축하여 작업
자 피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체공정 전산모사는 선진국들의 해체 과정에
서도 그 효용성이 널리 입증된 바 있다.

4.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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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의 해체작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대량의 시
료채취, 방사선/능 측정, 분석 및 평가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기
기 또는 건물 벽체의 오염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방사능계측기를 표면에 직접
접촉하여 측정하는 직접법과 오염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출기로 측정하는 간접
법이 있다. 직접법은 주변의 방사능 영향으로 실제 오염된 표면의 방사능량을 정확
히 계측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표면오염 측정은 간접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법 역시 시료를 채취하는 사람에 따라 문지르는 횟수, 강도, 면적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측정 자료의 재현성이 없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대량의 방사선
/능 측정 시, 작업 요구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
를 기다리기 위한 시간낭비가 크다는 것도 경험적 결과이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점
을 없애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자동 시료채취 장치와 방사선계측기 및 컴퓨터 계통
을 일체화한 장비를 개발하여 표면오염도 측정치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향상하고 해
체작업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과제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고방사능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 고방사성장치 특성 분석
- 물리적 특성 분석
- 방사선학적 특성 분석
○ 수중분해장비의 설계, 제작, 구조해석
- 해체장비의 설계 요건 도출
- 해체장비의 설계 특성 분석
- 회전시료조사대 전용 공구 설계 및 제작
- 수중분해장비의 방수장치 개발
- 절삭 칩 처리장치 개발
- 설계 검증을 위한 구조해석
- 수중분해장비의 제작
○ 수중분해장비의 진동 해석
- 이론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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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시료조사대 고유진동수 해석
- 축소 모델을 이용한 진동 실험
- 수중분해장비의 진동 실험
○ 수중분해장비 성능 평가 및 운전조건 도출
- 운전성능 평가
- 절삭성능 평가 및 운전조건 도출
- 방수 성능 평가
○ 수중분해장비 절삭력 측정 및 원격자동제어 기술 개발
- 수중분해장비 제어장치 제작
- 수중분해장비 절삭력 측정 기술 개발
- 수중원격자동제어기술 개발
- 자동운전을 위한 절삭력 모델링 및 CAM 모델링을 통한 NC 코드 생성
- 수중분해장비 실증시험 및 현장적용

2.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
○ 해체 DB 정보 전략계획 수립
ꠂ 해체 DB 구축 사례 조사 및 분석
ꠂ 해체 DB 구축범위 설정 및 조정
ꠂ 정보 및 자료의 분류 체계 확립
○ 해체 DB 정보 구현계획 수립
ꠂ 목적시스템과의 연계성 분석
ꠂ 해체정보 자료구조 최적화
ꠂ 해체 DB Management System을 위한 Prototype 설계
○ 해체 DB Structure 구축
ꠂ 해체 DB Structure User Interface 구현
ꠂ 해체 현장 자료를 이용한 해체 DB Structure 시험 및 평가

3. 연구로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 전산모사 개념 설정
ꠂ 전산모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전산모사 개념설정 및 모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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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모사 대상 주요해체공정 선정
○ 전산모사 대상 모델링 구축
- 해체대상물의 방사선학적, 물리적 특성 파악
- 주요해체 대상물 모델링
- 취급 장비 및 작업환경 모델링
- 각 대상물 별 해체공법 분석
- 각 대상물 별 주요해체공정 선정
○ 주요해체공정 전산모사 구현 및 현장 적용
- 해체 대상물 및 해체장비 Device 구축
- 조립 대상물에 기구학적 특성에 따라 동적 특성(Kinematics) 모사
- 각 Device를 가상공간에 배치하여 Layout 구성
- 해체절차에 따른 각 대상물 해체 전사모사 프로그래밍
- 전산모사 결과를 통해 충돌 및 간섭 현상 분석, 해체공정 문제점 분석
- 분석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도출, 설계 변경 및 공정 변경
- 전산모사 결과 해체현장에 적용

4. 표면오염 자동측정장비 개발
○ 자동측정 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단위기술분석(시료채취부, 계측장치, 장비제어 및 측정자료 분석)
- 장비구성 및 개념설정
○ 자동시료채취기술 개발
- 시료채취 방법의 알고리즘 설계
- smear 용지의 문지르는 횟수, 강도, 면적 등 시료채취 방법 설계
- 시료채취장치 제어방식 개발
- 시료채취용지의 구동 및 이동 메커니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 표면오염 시료채취 및 측정용 신소재 개발
- 시료채취용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방법 도출 및 적용성 분석
- 표면오염도 측정/포집용 시료채취 함침막의 제조기법 확립 및 성능 평가
시험
- 자동측정용 시료채취 및 측정용 소재 제조조건 규격화 및 시제품 제조
○ 방사선 계측장치 설계 및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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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검출기의 분석 및 계측장치 구성
- 신호처리 방식 개발
- 방사선 계측회로의 설계, 제작 및 시험
○ 측정장치 통합 및 제어/평가 프로그램 개발
- 표면오염 자동측정장비 일체화
- 계측장치 시험 및 평가
-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현장 적용

Ⅳ. 연구개발결과
1. 고방사능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 고방사성장치(회전시료조사대)의 물리적․방사선학적 특성 분석
○ 수중분해장비 설계 및 요소기술 개발, 제작, 구조해석
○ 모의시험 수행 및 결과 평가 분석
○ 수중분해장비 측정 및 원격자동제어기술
○ 수중분해장비 실증 시험

2.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
○ 해체 DB 시스템 개발계획을 수립과 해체 DB 정보 영역 분류 및 시스템 개
발 도구 및 운영환경 설정
○ 해체 정보영역별 세부항목 도출 및 자료흐름도, 자료 개체 관계도를 이용한
연구로 해체 자료구조 최적화
○ 해체 시설 정보 영역을 중심으로 한 Prototype 구축 및 시험
○ 해체 자료가 체계적으로 저장관리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 해체 DB 시스템의 최적화 운영을 위한 시스템 튜닝 수행
○ 해체 현장 자료를 이용한 해체 DB 시스템시험 및 평가 수행

3. 연구로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 주요해체 대상물 모델링 선정
- 회전시료조사대, Thermal column, Beam port, 노심, 콘크리트 차폐체
○ 주요해체 대상물 해체절차 수립
○ 주요해체 대상물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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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해체 공정의 전산모사 구현
○ 전산모사의 해체공정 적용
- 수중분해장비 개발시 해체절차 수립 및 공구 충돌현상 방지를 위한 장비
보완에 반영
- Thermal Column 해체장비 적정 설치위치 선정 및 폐기물 처리방안 제시

4.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발
○ 표면오염도 측정 요소기술 개발
- 표면오염도 자동시료채취 기술 개발
∙수작업 대비 전이율 향상 : 80 ～ 100%
∙시료 채취의 일관성 확보 및 작업효율 향상
- 표면오염 시료채취/측정용 신소재 개발
∙시료채취 및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기능성 고분자 복합 신소재 개발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기법 개발 : 시료채취 용지의 구조적 안정
성 확보
∙무기섬광 함침막 자동측정장비 개발
- 방사선 측정 신호처리 방식 개발 및 계측회로 설계․제작
∙디지털 신호 처리방식 구현
∙알파/베타 분리 측정 기술
∙백그라운드 저감용 역동시측정 기술
∙계측회로의 일체화를 통한 장비의 소형화
○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발
- 측정효율 : 20%
- 검출하한값
2
∙베타/감마 : 0.4 Bq/cm 이하

∙알파 : 0.04 Bq/cm2 이하
- 전이율 : 80% 이상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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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1, 2호기에서 사용된 회전시료조사대를 수중에서 절단․분해하고 고방사화
된 내부의 스테인레스 부품만을 분리․수거하는 기술 및 장비를 연구로 해체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 및 부품 교체 시나 수조 내의 고
방사성 장치 등의 분해․절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
본 해체 DB 시스템은 연구로 해체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므로서 자료의 유실
과 도난 및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로부터 자료를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체
사업 계획 수립 및 중간 평가 시 해체 관리자가 적합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사결
정 지원 시스템으로의 활용이 예상된다. 또한 연구로 해체에 대한 자료관리 뿐만 아
니라 해체 일정 및 해체 비용 산정, 해체 폐기물 특성과 같은 해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현 시스템의 모듈을 보완하면 현재 추진
중인 변환시설 환경복원 등 원자력 관련 시설 해체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3. 연구로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본 전산모사 기술은 현재 연구로 1&2호기 해체작업 중 노심(2003년 5월) 및 회전
시료조사대(2004년 2월)의 해체시 해체기술 및 절차 평가에 활용되었으며 향후 콘크
리트(2004년 6월), 빔포트(2004년 3～4월), Thermal column(2004년 3～4월) 해체시
전산모사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그래픽 전산모사 기술은 안전성 및 신뢰도가 요
구되는 원자력 발전소 또는 폐기물 처리/저장 시설 등에서의 원격 취급 장치류의 설
계 및 시설의 건설, 해체 등에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며, 차기단계 연구인 통합정보시
스템 개발 과제에서 연구로 1&2 호기의 Digital mockup을 구현시 기초기술을 활용
할 예정이다. 본 전산모사 기술 확보를 통해 타 원자력시설 해체 시스템 엔지니어링
구축 시 요소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며 원자력 시설 해체뿐만 아니라 원자력시설 주
요 기기 교체와 새로운 장비 설계 시 전산모사 기술을 활용할 예정이다.

4.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발
표면오염 자동측정장비는 국내 기술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연구 개발한 장비이
며, 자동 시료채취장치와 표면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출기, 그리고 방사선에 의
한 검출기의 신호를 처리하는 전자회로로 구성하였다. 자동시료채취장치는 현재 운
영중인 원자력시설의 방사성 오염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취 장비로 사용할 수 있으

viii

며, 방사선 계측장비는 평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며, 가동 중 원전을 비롯한 국
내 원자력시설의 오염검사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한 장비의 성능 입증
을 통하여 표면오염도의 측정 및 평가 분야의 국제기준 설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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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 영 문

요

약 문 )

Ⅰ. Project Title
Decommissioning technology development for research reactor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for high radioactive devices
Most solid wastes, except some parts of the reactor structure, have low-levels of
radioactivity. It is anticipated that intermediate level waste will be comprised of the
stainless steel parts of the three Rotary Specimen Racks (two for KRR-1 and one for
KRR-2) and some other stainless steel components from the two reactor cores vicinity.
However, the Rotary Specimen Racks (RSRs) can be classified as low level radioactive
waste after removing the highly activated stainless steel parts. Due to size and
radioactivity, the underwater cutting is required to remove these stainless steel parts from
the RSR. These underwater cutting equipments have not been developed in the foreign
countries. If the development of the equipments is trusted to the foreign countries, much
expenses and time are examined to be cost. In case of introducing similarity equipments
from the foreign countries, they must research concept, basic and detailed design to
develop correct equipment to our real condition because there is no correct equipment in
our purpose. Therefore, as well as purchasing price appears very high, maintenance
becomes hardly. In case of developing this by domestic technology, we can expect
development technique security and effect of foreign money curtailment. Development of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may be applicable enough to underwater cutting of nuclear
power plant that is foreseen hereafter as well as practical use in research reactor.
Specially,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was developed to fit in various kinds purpose
such as disjointing, cutting, dismantling to remote.
2. A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DB system on the KR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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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decommissioning database system is to manage
systematically a tens of hundreds of data which has been happened from dismantling
activities.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system to preserve and manage a

massive materials. Many countries that have a facilities to be dismantling have been kept
a series of records using a databas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ir dismantle policy.
Especially, the decommissioning information that can be obtained from the database
system has rising an important because it can apply in the dismantle of the nuclear
power plant and support a basic data that could analyze an economical efficiency and
safety which is more important factors in dismantling activities. The decommissioning
database system can play a major tool in order to take participate in abroad
decommissioning.
3. The simul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main dismantling process
simulation technology for the reactor
The object of the reactor dismantling process simulation development project is to
make the dismantling simulation for preventing problems that happen in the dismantling
processes as simulating the KRR-1&2 dismantling work in computer virtual space. For
dismantling the reactor or high activated area, it is necessary that the dismantling process
simulation be performed to make the dismantling process design. Namely, as performing
the graphic simulation for the main dismantling process in advance, some problems that
is expected in a real dismantling work can be found and prevented beforehand. Also
designing the dismantling machine, it is possible that the design validation can be
investigated and collisions or interferences can be found, so more reliable equipment can
be designed through the design modification. And it can make the dismantling work's
accuracy increased as following worker's virtual training using the graphic simulation
results and minimize the worker's radiation as reducing the total dismantling time. The
effective value of these dismantling process simulation has widely been proved in the
dismantling process of the developed countries.
4.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equipment for the surface contamina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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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st important things in the decommissioning project are a large amount of the
sampling, measurement of the radiation/radioactivity, and evaluation. In the view of
radiation control, it is important to measure removable contamination. But in the indirect
method using the smear paper, the transferring rate to smear paper is varied with
smeared person, smeared times, applied pressures, and smeared area. By means of these,
there are so many error factors. Also, in the high contaminated area there is possibility
of smearing person's contamination. Particularly, in the case of large nuclear facilities,
much time and effort for sampling is required, because there are so many sampling
points. In this project, an automatic surface contamination measuring equipment consisted
with a automatic smear sampler, radiation detector, and computer is developed to solve
these problems, which is ensured the accuracy and consistency of the surface
contamination measurement and the effectiveness and quickness of the decommissioning
work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s
1. Development of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for high radioactive devices
○ Characteristics of the Rotary Specimen Rack
- Physical characteristics
- Radioactive characteristics
○ Design, manufacturing, structural analysis of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 Design requisite of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 Design characteristics of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 Design and manufacturing of special tool for RSR
- Development of a waterproof device
- Development of a chip disposal device
- Structural analysis for design verification
- Manufacturing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 Vibration analysis of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 Theoretical analysis
- Natural frequency of R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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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bration experiments using a reductive model
- Vibration experiments of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 Capacity evaluation and operating conditions decision
- Operating capacity evaluation
- Cutting capacity evaluation and operating conditions decision
- Waterproof capacity evaluation
○ Cutting force measurement and remote-automatic control technology
- Manufacturing a control device
- Cutting force measurement
- Remote-automatic control technology
- Cutting force modeling, CAM modeling and NC code generation
- Verification tests and applications
2. A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DB system on the KRR-1&2
○ Establishment of the Decommissioning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Analyze state-of-the-art of the decommissioning database in abroad
- Setup the scope of the establishment for the decommissioning DB
- Buildup a classification of the information and data
○ Establishment of the Decommissioning DB Construction Planning
- Analyze the connection with the target system
- Optimize data structure of the decommissioning information
- design a prototype for the decommissioning DBMS
○ Construction of the decommissioning DB Structure
- design graphic user interface for the decommissioning DB Structure
- test and evaluate of the DB Structure using field data
3. The simul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main dismantling process
simulation technology for the reactor
○ Setting up the concept of the 3D graphic simulation
-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a case study for the dismantling simulation
- Setting up the graphic simulation plan and the selection of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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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lection of the objects for main graphic simulation
○ Establishment of the modeling for the simulation objects
- Radiological and physical analysis for the dismantling objects
- Modeling of the main dismantling objects
- Modeling of the dismantling equipment and working environment
- Analysis of the dismantling methods for each object
- Selection of main dismantling process for each object
○ Making graphic simulation for main dismantling process and applying the real
dismantling field
- Construction of the devices for the main dismantling objects and dismantling
equipment
- Kinematics design for the assembled objects as following the kinematical
property
- Construction of the layout assigning each device in the virtual space
- Simulation programming for each object following dismantling process
- Analysis of the collision and interference check through the graphic simulation
results and analysis of dismantling process problem
- Suggestion of an alternative idea for analyzed problem, changing the design,
and modifying the process
- Applying simulation results to the real dismantling field
4.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equipment for the surface contamination
measurement
○ Composition and conceptual design of the automatic measuring equipment
- Analysis of the unit technology
- Composition and conceptual design
○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sampling technique
- Algorism design of the sampling method
- Sampling method design for the wipe times, intensity, area, etc. of the smear
paper
- Development of the sampling apparatus control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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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ufacture and design of the operation and movement for the smear paper
○ Development of the new media for the sampling and radiation detection
- Preparation method leading and application analysis for the inorganic scintillator
membrane
- Establishment of the preparation method and test of the ability for the
inorganic scintillator membrane
- Preparation of the products and standardization of the manufacturing method for
the sampling and radiation detection media
○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radiation detection system
- Analysis of the applicable detector and composition of the detection system
- Development of the signal treatment
- Design, manufacture and test of the radiation detection circuit
○ Development of the control/estimation program and the measuring equipment
combination
- Combination of the automatic surface contamination measuring equipment
- Test and estimation of the detecting system
- Application of the surface contamination measuring equipment in the field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1. Development of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for high radioactive devices
○ Analysis of physical and radioactive characteristics of the Rotary Specimen Rack
○ Design, manufacturing, structural analysis of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 Experiments and results evaluation for a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 Development of measuring methods and remote-automatic control technology
○ Successful application of a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2. A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DB system on the KRR-1&2
○ Setup development planning for the decommissioning DB system and classify
information scope and arrange an operating environmental and an system
development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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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tract

a

detail

item

with

dismantle

information

and

optimize

the

decommissioning data structure using DFD(Data Flow Diagram) and ERD(Entity
Relationship Diagram)
○ Designate prototype and evaluate one based on the dismantling facility information
- Develop a program that can save and manage the dismantle data
- Process the system tuning for the optimization of the system
- Estimate and evaluate the system using a files data
3. The simul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main dismantling process
simulation technology for the reactor
○ Selection of the objects for main graphic simulation
- Rotary specimen rack, thermal column, beam port, core, and shield concrete
○ Setting up the graphic simulation plan for main graphic simulation
○ Establishment of the modeling for the simulation objects
○ Making graphic simulation for main dismantling process
○ Applying the graphic simulation to the real dismantling field
- When developing the underwater dismantling machine, the graphic simulation
results

has

been

reflected

for

setting

up

the

dismantling

process

and

compensating the machine for preventing collision and interference
- Suggesting the proper position of thermal column dismantling equipment and
the plan for treating its waste.
4.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equipment for the surface contamination
measurement
○ Development of the unit technology for the surface contamination monitoring
-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smear sampler
∙Improvement of the fractional ratio compared with man : 80 ～ 100%
∙Consistency guarantee of the sampling and enhancement of the work
efficiency
- Development of the new media for the surface contamination sampling/radiation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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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the functional polymer complex media possible to sampling
and radiation detection
∙Development of the double-layered inorganic scintillator membrane preparation
method : guarantee for the structural stability of the smear media
∙Development

of

the

measuring

apparatus

for

the

inorganic

scintillator

membrane
- Design and manufacture of the detecting circuit and development of the
radiation detection and signal treatment method
∙Embodiment of the digital signal treatment method
ꋹTechnology of the separation of the alpha/beta ray
ꋹAnticoincidence measurement technology for the background reduction
∙Miniaturization of the equipment with unification of the counting circuit
○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equipment

for

the

surface

contamination

measurement
- Counting efficiency : 20%
- MDA
2

∙ Beta/gamma : below 0.4 Bq/cm
∙ Alpha : below 0.04 Bq/cm2
- Fractional ratio : over 80%

Ⅴ. Application Plan for the Research Results
1. Development of underwater cutting equipment for high radioactive devices
Technology and equipment which cut and disjoint Rotary Specimen Racks underwater
that were used in KRR-1&2 and separate stainless steel parts are planning to be utilized
in decommissioning reactors. Also, it is expected to be utilized in nuclear power plant
preservation, repair, parts replace, cutting and disjointing of high radioactive parts.
2. A development of the decommissioning DB system on the KRR-1&2
The decommissioning DB system can preserve the data from emergency state such as
loss and missing a materials and a fire as manage systematically the KRR-1&2 disma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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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This system helps the manager to make a decision of the dismantling planing
based on the economical efficiency and safety. Moreover, It can support the basic data
that could analyze the parameter which directly effect to the decommissioning plan such
as the dismantle schedule, cost, worker dose and radioactive waste as well as keep the
dismantle information. The decommissioning DB system is expected to be apply to the
uranium conversion facility will be dismantling by 2007 and other nuclear facilities.
3. The simul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f the main dismantling process
simulation technology for the reactor
The graphic simulation technology was applied to the KRR-1&2 dismantling work such
as the core(May, 2003) and Rotary specimen rack(February, 2004) for analyzing
dismantling techniques and procedures. It will also be applied to the shield concrete(June,
2004), beam ports(March ~ April, 2004), and thermal column(March~April, 2004) in the
future. The graphic simulation technology is able to be widely used to design a remote
handling equipment, construct and dismantle a facility in a nuclear power plant and
waste treatment/store facility that require the safety and reliability. In next project,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D&D information system, it will be made good use of the
basic technology making the digital mockup of the KRR-1&2. As securing this
technology it can be used to apply essential technologies when a nuclear facility is
dismantled and when a main nuclear facility equipment is changed and designed, it will
be expected to use this technology as well.
4. Development of the automatic equipment for the surface contamination
measurement
The automatic equipment for the surface contamination measurement was consisted with
a automatic smear smapler, detector for the measurement of the radiation, and electric
circuit for the signal treatment, which was developed by original idea of the domestic
researchers. A automatic smear sampler would be applicable to the sampling apparatus
for the radiation contamination monitoring in the nuclear facilities. The radiation detecting
apparatus with evaluation program also would be applicable to the contamination
monitoring equipment for the nuclear facilities. Through the performance tes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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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ed

equipment,

it

can

be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criteria

for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area of the surface contamination and also it will be
possible to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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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는 2020년 이후로 예상되지만 수명연장, 주기적
안전성 점검 등 원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염이나 부분 해체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해체 시장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해외의 경우
도 대규모 해체 시장이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선진국에 형성되어 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연간 60억U$의 해체 시장을 개방하여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에서 많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장은 기존 산업 설
비의 활용도가 높은데다가 인건비의 비중이 크다는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도 요소기술 중심의 연구 개발을 수행 할 경우, 해외시장 참여의 가능성이 매우
큰 분야라 하겠다. 향후 우리나라도 원자력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며, 국내 해
체기술 및 산업이 매우 취약하여 이에 대한 시급한 대비가 필요하다.
동남아 개도국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로 중에는 40년 이상 경과한 시설들이 약 40
기가 있으나, 대만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해체비용과 기술력 부족으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필리핀의 경우에는 연구로를 1988년에 가동 중지한 후 현재까지 해
체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동남아 개도국의 노후화된 연구로시설
해체에 국내 연구진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1, 2호기 및 우라
늄변환시설 해체를 통한 국내 기반기술의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제네바 북미 기본
합의에 따른 북한의 연구로를 포함한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해체
요소기술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원자력 이용 역사가 짧아 아직 원자력시설 해체 경험이 초보적이
고 관련 기술과 산업도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로 1, 2호기 및 우라늄
변환시설 해체사업을 국내 해체관련 기술기반 구축과 안전관리 체제 수립 기회로
활용하여, 원자력시설의 안전 해체를 입증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
진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국민적 이해는 원자력 시설의 설계에서부터 운영, 가
동정지, 해체 그리고 환경복원의 전 단계에 걸쳐 필수적이다. 또한 원자력시설 해체
는 시설 수명기간 누적 발생량을 상회하는 방사성폐기물이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하
고, 많은 작업자 방사성 피폭과 방사능 환경방출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방
사능 안전관리 체제 확립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해외 선진국들은 초기 해체 사업을
국가 해체 기술실증사업으로 추진하여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하고 관련 기술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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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육성하고 있다.
연구로 해체 시 발생되는 정보 및 자료에 대한 DB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원자력시설 해체활동에 대한 자료보존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향후 활
용도를 고려한 연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보존은 20세기 이후로 급속히 발달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등에 의하여 전산화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해
체 DB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이다. 연구로 해체 DB시스템은 우선 방사성폐기물의 철
저한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게 해 준다.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모두
고유번호를 갖게 되기 때문에,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종처분까지 완벽한 관리시스템
하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주요해체공정 전산모사 역시 위험성이 큰 주요
공정에 대해 사전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에게는 신
뢰를 갖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고방사성 장치의 해체 장비 개발은
해외기술 의존도 탈피 효과와 함께 다방면에서의 원자력 기술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그 동안 해외 기술력에만 의존하였던 방사선/능
측정기기들이 본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의 개발을 필두로 국내 기술력에 의해 지
속적으로 연구 개발한다는 것은 제품의 해외시장 겨냥, 외화절감 등의 경제․산업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도 국민의 자긍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연구로 해체 과정에서 가장 신중하게 취급되어질 해체 대상장치 중의 하나가 원자
로심 주위에 설치되었던 회전시료조사대(RSR, Rotary Specimen Rack)의 해체이다.
회전시료조사대는 알루미늄 본체에 스테인레스강으로 만들어진 부품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잔류방사능이 중준위급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회전시료조사대 자체를
그대로 처리할 경우 중준위급의 방사성폐기물이 다량 발생함으로써 이의 관리를 위
한 차폐용기 개발, 제작비용 및 처분비용 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전
시료조사대로부터 스테인레스강 부품만을 분리․제거하여 중준위급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회전시료조사대의 방사능이 높아 작업자의 피폭
위험성이 매우 크기 차폐가 가능한 수중작업이 필연적이다. 즉, 수중에서 효과적으
로 분리 및 처리할 수 있는 분해․절단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중 분
해․절단 장비는 해외에서도 개발된 바가 없으며, 만약 해외에 위탁 개발할 경우 많
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유사장비를 해외에서 도입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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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선 우리 목적에 맞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우리와 같이 개념, 기본
및 상세설계를 거쳐 제작, 테스트, 인도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매가격이
매우 높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등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이를 국내 기술로 개발할 경우 해체장비 개발 기술력 확보와 함께 외화절
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의 개발은 비단 연구로 해
체에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향후 예견되는 원자력발전소 등의 수중 절단, 분해, 해체
작업에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수중분해장비는 원격으로 분해, 절단,
해체 등 여러 가지 목적에 맞도록 개발되었다.

2.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
연구로 해체활동에서 발생되는 해체 자료들은 시설정보, 해체 작업 및 작업자 정
보, 방사선학적 정보, 해체 폐기물 정보, 해체 일정 및 해체 비용 정보 등과 같이 분
야가 복잡하고 방대하다. 또한 이들 정보들은 상호 종속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한 분야의 주요 인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료 구조가 최적화 되어 있어야
원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얻을 수 있다. 해체 계획 수립 및 해체 활동 중간 평
가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해체 일정에 따른 해체 비용의 정량적 분석인데, 해체
일정과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다.

3. 연구로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일반 산업계에서는 제품의 개념설계부터 제조,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전체 제품
개발주기를 디지털 환경 하에서 개발하고 제품공정을 전산모사하는 등 엔지니어링
의 모든 분야에서 3차원 그래픽 설계 툴(tool)을 이용한 virtual prototyping 및
digital manufacturing 기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제품 및 프로세
스의 개념설계에서부터 엔지니어링, 제조, 유지보수, 교육 및 훈련 단계에 이르는 새
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전체 주기에 걸쳐 3차원 그래픽 모델링 및 정밀한 충돌 또
는 간섭검사 기능 등을 부여한 전산모사와 프로세스의 가시화를 통한 장치의 설계
개념에 대한 타당성과 제작, 작업공정에 대한 검증 등 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사전평
가를 가능하게 한다. 즉 기존의 순차적인 제품개발 주기과정을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발기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동시공학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개발기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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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공학 환경하에서 제품 개발주기 전반에 걸쳐 제품 정보를 그래픽으로 정의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적인 형상 및 작업 흐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설계 및 제조 공정을 능률적으로 간소화시켜 설계 및 제품 개발비용을 대폭 절감하
고 있다. 또한 물리학 기반의 3차원 그래픽 모델과 역학적 원리를 접목시켜 복잡한
미케니즘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시각화하고 개념화한 동적 전산모사를 통
하여 동적분석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그래픽 설계기술은 자동차분야, 조선분야, 전기전자분야 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분야, 방위분야 등 국내․외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으
며, 컴퓨터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전 산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원자력 분
야에서는 대형 원자력시설을 사전에 검증하거나, 방사선 환경에서의 작업 또는 핫셀
내에서의 원격작업을 전산모사하여 작업자의 안전성 및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하여 그래픽 설계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와 같은 그래픽 구현 기술을 통하여 연구로 해체공정에 대해 전
산모사로 구현하여 각 해체공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간섭이나 충돌현상을 파악하여
실제 해체작업에서 발생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그리고 해체장비 설계시 장
비의 설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설계의 신뢰도를 높였으며 전산모사 결과를 통하여
작업자의 작업전 작업 방법에 대한 훈련 및 교육 등에도 활용하였다.

4.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발
해체작업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대량의 시료채취, 방사선/
능 측정, 분석 및 평가 작업이다. 일반적으로 방사능으로 오염된 기기 또는 건물 벽
체의 오염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방사능계측기를 표면에 직접 접촉하여 측정
하는 직접법과 오염시료를 채취하여 방사능 검출기로 측정하는 간접법이 있다. 직접
법은 주변의 방사능 영향으로 실제 오염된 표면의 방사능량을 정확히 계측하기 어
려운 단점이 있기 때문에 표면오염 측정은 간접법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법
역시 시료를 채취하는 사람에 따라 문지르는 횟수, 강도, 면적 등이 각기 다르기 때
문에 측정 자료의 재현성이 없는 단점이 있다. 더구나 대량의 방사선/능 측정 시, 작
업 요구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기다리기 위
한 시간낭비가 크다는 것도 경험적 결과이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본 과제에서는 자동 시료채취 장치와 방사선계측기 및 컴퓨터 계통을 일체화한 장
비를 개발하여 표면오염도 측정치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향상하고 해체작업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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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일부 간단한 피폭선량계를 국내에서 개발하여 시험단계에 있기는 하지
만, 국내 원자력 시설 운영에 필요한 방사선/능 계측기들은 모두 해외 수입에 의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비의 개발을 통해 우선적으로 대량 측정이 예상되는 연구
로 1, 2호기 및 우라늄변환시설 해체사업에 적용을 하고, 나아가 방사선 측정 분야의
장비 개발의 기술력 향상에도 이룩할 수 있다. 표면오염도 자동측정 장비의 경우, 향
후 제품의 상용화 가능성도 있으며, 방사선/능 측정 및 분석․평가를 on-line화함으
로써 보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다양한 시설의 방사선 측정 도
구로서 이용할 수 있다.

제 2 절 추진현황 및 연구내용
1.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가. 추진현황
○ 고방사화물질의 취급이 방사선 안전관리 요건에 맞도록 수중원격 해체기술에
대한 개념설정 및 요건을 수립하고 원격해체 기술요건에 맞도록 설계인자를
도출하여 개념설계 및 기본설계를 수행함
○ 수중분해장비 및 회전시료조사대 전용 클램핑 장치 설계, 절삭성능 평가 및
최적 절삭조건 도출을 위한 절삭 실험 지원 등은 공작기계 개발 경험이 풍부
한 기계연구원을 통해 위탁연구를 수행
○ 설계도면을 토대로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안정성과 정확성을 검토한 후 설계
도면을 수정․보완
○ 적합한 기자재의 선정 및 요소부품을 가공, 제작 및 조립하고 시제품 제작
○ 모의 회전시료조사대를 제작하여 해체 대상물에 대한 종합적 성능시험을 수
행하고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분해장비의 수중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측정장치를 구성하고 원격제어기술을
도입
○ 분해장비의 진동 시험 및 평가․보완은 축소모델을 제작하여 수중 진동을 해
석하고 그 결과를 회전시료조사대 절삭 조건에 반영함
○ 성능시험 후 연구로 1,2호기 해체현장에 투입하여 실제 해체대상물인 회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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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조사대를 수중원격 분해하여 고방사화된 스테인레스 스틸부품을 알루미늄
본체로부터 분리수거함으로써 중준위 방사성폐기물을 감량함

나. 연구내용
○ 고방사성장치(회전시료조사대) 특성 분석
- 회전시료조사대의 물리적 특성 분석
- 회전시료조사대의 방사선학적 특성 분석
○ 수중분해장비의 설계, 제작, 구조해석
- 수중분해장비의 설계 요건 및 특징 도출
- 수중분해장비 설계 및 제작
- 설계 검증을 위한 구조해석
- 공기압,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수장치 개발
○ 모의시험 수행 및 결과 평가 분석
- 모의 회전시료조사대 제작
- 절삭성능 평가 및 최적 절삭조건 도출
- 압력저하실험을 통한 방수성능 평가 및 장비 보완
○ 수중분해장비 측정 및 원격자동제어기술
- 수중 절삭력 측정을 위해 전류신호 측정 장치 개발
- 분해장비의 진동해석을 위한 레이저 진동변위신호 측정 장치 개발
- 칩처리장치 개발
- 분해장비의 원격제어를 위한 CAM 모델링 수행
- NC 코드 생성 및 분해장비의 3축 동시제어와 회전축 제어 수행
- 수중 절삭 시 일정한 절삭력을 유지하면서 해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절
삭력 모델링 수행
○ 수중분해장비 실증 시험
- 수중분해장비를 연구로 수조에 설치 및 셋팅
- 과제 수행 결과를 토대로 회전시료조사대의 안정적 분해 작업 수행

2.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

가.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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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로 해체 DB Structure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사례 자료를 수집한 후
분석하였음
○ IAEA 및 OECD/NEA 등 해외 기관들이 수행해온 DB 자료를 통하여 원자력
선진국의 해체 DB 분류 체계를 파악하였음
○ 작업량이 많은 해체정보의 자료 분류 체계 및 해체 정보 코드화 등은 위탁과
제를 통하여 해결하였음
○ 해체활동 중에 발생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
하고, 호환성이 높은 개발 도구 선정 및 운영환경을 설정하였음
○ 해체 정보 영역별로 세부항목을 도출하고, 자료흐름도와 자료 개체관계도를
이용하여 해체 DB 자료 구조를 최적화하였음
○ 해체 시설정보 영역을 중심으로 Prototype을 개발하여 테스트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 개발에서 발생되는 빈번한 요구사항 도출에 따른 재작업 시간을 절
약하고,

프로그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음

○ 연구로 해체 현장자료를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평가한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스템에 대한 튜닝을 수행함으로써 해체 DB 시스템의 성
능을 향상시켰음

나. 연구내용
○ 해체 DB 정보 전략계획 수립
- 해체 DB 구축 사례 조사 및 분석
- 해체 DB 구축범위 설정 및 조정
∙정보 및 자료의 중요도 분석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DB 구축 개념 설정
- 정보 및 자료의 분류 체계 확립
∙해체 시설을 기본으로 한 코드화
○ 해체 DB 정보 구현 계획 수립
- 목적시스템과의 연계성 분석
- 해체 DB 구조 설계 및 최적화
∙해체 자료흐름도 작성
∙해체 자료 개체관계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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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DB Management System을 위한 Prototype 설계
∙해체 DB Prototype용 User Interface 설계
∙해체 DB Prototype 설계 및 테스트
○ 해체 DB Structure 구축
- 해체 DB Structure User Interface 구현
∙해체 DB 자료 구조 생성
∙해체 DB 저장관리 프로그램 개발
∙해체 정보 조회 및 출력 프로그램 개발
- 해체 현장 자료를 이용한 해체 DB Structure 시험 및 평가
∙해체시설 자료 시험 및 평가
∙해체작업 내용 자료 시험 및 평가
∙해체작업 투입인력 자료 시험 및 평가
∙해체작업 투입장비 자료 시험 및 평가
∙해체 방사선학적 자료 시험 및 평가
∙해체 폐기물 자료 시험 및 평가

3. 연구로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가. 추진현황
○ 해체대상물의 특성 분석
- 기하학적 특성은 해체대상물의 도면, 사진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각
대상물의 크기, 모양, 재질 등을 분석하였음
- 물리적 특성은 각 대상물의 방사선학적 특성분석 자료를 통하여 대상물의
방사선 준위에 따른 해체 방법을 모색하였음
○ 해체대상물의 모델링
- 해체대상물의 다양한 특성 분석 자료를 기초로 각 대상물의 모델링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였음
- 이와 같은 정보를 기초로 대상물 별로 하부 파트들을 모델링 하여 조합하
여 최종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모델링 작업은 전산모사 프로그램인
ENVISION과 AutoCAD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음
○ 해체대상물의 해체절차 수립 및 해체기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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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대상물을 모델링한 결과를 통해 대상물의 해체순서를 수립하였으며 적
용된 해체기술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사용하였던 해체기술을
토대로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연구로 해체에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선
정하였음
○ 해체장비 및 작업환경 모델링
- 해체장비는 해체기술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선택하여 모델링 하였으
며 해체장비에 대한 설계도면이나 자료가 충분치 않아 실물이나 사진 등을
참고하여 모델링 하였음
○ 대상물 및 해체장비 Device 및 Layout 설정
- 각 Part의 모델링들을 조립하여 Device 구축
- 각 해체대상물의 특성 분석 자료 및 CAD 자료를 토대로 해체 부위를 선
정하고 각 부위의 이동경로를 선정한 후 이에 맞게 Kinematic 특성을 부여
하였음
- 해체장비는 실제 해체장비의 구동 특성과 거의 유사한 운동이 구현되도록
Kinematic을 부여하였음
○ 전산모사 프로그래밍 및 현장 적용
- 각 해체공정에 따라 ENVISION에서 제공되는 GSL(Graphic Simulation
Language) 및 CLI(Command Line Interpreter)를 이용하여 전산모사 프로
그래밍 수행
- 전산모사 결과 문제점 분석, 설계 변경 및 공정 수정, 수정된 결과에 따라
실제 해체 수행

나. 연구내용
○ 전산모사 개념 설정
- 전산모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전산모사 개념설정 및 모델 선정
- 전산모사 대상 주요해체공정 선정
○ 전산모사 대상 모델링 구축
- 해체대상물의 방사선학적, 물리적 특성 파악
- 주요해체 대상물 모델링
- 취급 장비 및 작업환경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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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상물 별 해체공법 분석
- 각 대상물 별 주요해체공정 선정
○ 주요해체공정 전산모사 구현 및 현장 적용
- 해체 대상물 및 해체장비 Device 구축
- 조립 대상물에 기구학적 특성에 따라 동적 특성(Kinematics) 모사
- 각 Device를 가상공간에 배치하여 Layout 구성
- 해체절차에 따른 각 대상물 해체 전사모사 프로그래밍
- 전산모사 결과를 통해 충돌 및 간섭 현상 분석, 해체공정 문제점 분석
- 분석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도출, 설계 변경 및 공정 변경
- 전산모사 결과 해체현장에 적용

4.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발

가. 추진현황
○ 장비의 각 구성부분에서 시료채취부분은 시료채취 sequence를 구성하여 동작
메카니즘을 설정하고 이에 적합한 각 부분품을 조립하여 단계마다 작동을 확
인하면서 제작하였음
○ 표면오염도 시료를 채취할 수 있고,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무기섬광체가 함침
된 고분자 복합 소재는 자동시료채취기에 적용 가능하며 방사선 검출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조하였음
○ 방사능 계측부분에서 검출기는 기존 제품을 사용하되, 각 부분의 계측회로를
설계․제작하여 작동을 확인하면서 제작하였음
○ 측정 및 평가 부분은 방사능 계측 회로에서 계측된 신호를 PC에서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방사능의 단위로 변환되어 화면에 표시 및 저장되고, 장비운
영을 제어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음
○ 제작된 장치에 대한 방사선학적 성능평가는 관련 IEEE STD, ANSI 등의 국
제기준에 따라 연구소의 방사선 교정검사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공사 현장에 적용 시험하였음

나. 연구내용
○ 자동측정 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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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기술분석(시료채취부, 계측장치, 장비제어 및 측정자료 분석)
- 장비구성 및 개념설정
○ 자동시료채취기술 개발
- 시료채취 방법의 알고리즘 설계
- Smear 용지의 문지르는 횟수, 강도, 면적 등 시료채취 방법 설계
- 시료채취장치 제어방식 개발
- 시료채취용지의 구동 및 이동 메커니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 표면오염 시료채취 및 측정용 신소재 개발
- 시료채취용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방법 도출 및 적용성 분석
- 표면오염도 측정/포집용 시료채취 함침막의 제조기법 확립 및 성능 평가
시험
- 자동측정용 시료채취 및 측정용 소재 제조조건 규격화 및 시제품 제조
○ 방사선 계측장치 설계 및 제작
- 적용검출기의 분석 및 계측장치 구성
- 신호처리 방식 개발
- 방사선 계측회로의 설계, 제작 및 시험
○ 측정장치 통합 및 제어/평가 프로그램 개발
-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일체화
- 계측장치 시험 및 평가
-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현장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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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제 1 절 고방사성 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1. 서 문
본 과제에서 개발한 수중분해장비는 회전시료조사대를 대상으로 하므로 알루미늄
금속 절단 기술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금속 절단 기술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상
황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 다르다. 금속 절단 기술은 절단 대상물과 절단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절단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자력시설의 회전시료조사
대의 경우 일반적 공기 중 절단 작업이 어려우므로 수중에서 절단이 가능한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절단 작업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밀링 가공
대표적인 기계적 절삭 기술로써 각종 공작물에 공구(밀링 커터)를 주축과 함께 회
전시켜 공작물을 이송하여 공작물의 표면, 홈, 또는 복잡한 윤곽 등을 절삭한다. 밀
링 가공은 사용하는 공구의 종류와 절삭속도, 이송속도 등 절삭조건의 선정에 따라
절삭 효율이 변하게 되므로 적용 대상에 적합한 공구의 선정과 최적의 절삭조건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밀링 가공은 공구와 공작물간의 절삭저항이 발생하고
이로부터 공구의 파손, 진동, 공작물 표면 악화 등이 유발되므로 절삭저항을 최소로
하는 것이 좋으며, 절삭이 진행됨에 따라 공구의 마멸량이 커지고 이는 절삭저항을
증대시키므로 마멸에 강인한 공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밀링 가공은 다양한 절삭
및 절단 가공에 활용이 가능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절단 기술 중의 하나이
다.

나. 톱(Saw) 절단
와이어 Saw나 다이아몬드 Saw를 이용한 절단 기술은 주로 튜브나 얇은 판을 절
단할 때 유용하다. 그러나 톱 절단 방식은 일반적으로 NC 제어가 어려우므로 복잡
한 형태의 절단에는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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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전 가공
각종 공작물과 전극의 사이에 불꽃을 방전시켜 공작물을 가공하는 방법으로 일반
적으로는 가공되는 형상과 상대적인 형상을 한 전극을 공구로 사용한다. 이 전극을
공작물에 대하여 이송시킴으로서 전극과 대립된 형상으로 공작물을 가공한다. 또한
이 전극대신 동선 같은 와이어를 사용하는데 와이어가 통과한 공작물을 운동시켜
와이어와 공작물간의 방전에 의한 복잡한 윤곽의 가공을 할 수 있다 이 공작물의
운동을 NC수치(수치제어장치)에 의하여 제어된다. 방전가공은 공작물이 전기적 도체
이면 가공상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비 접촉성으로 기계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는다.
공작물의 경도에 관계없이 가공할 수 있고 가공면이 균일하다. 또한 가공 확대 여유
가 일정하고 고 정밀도가 유지되며 미세한 가공이나 홈 가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공 표면의 열변질층 두께가 균일하여 마무리 가공이 쉽고 전극의 형상대로 정밀
도가 높은 가공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구인 전극이 필요하고 가공상 전극 소재에 제
한이 있으며(Cu, Gr, Ag-W, Cu-W), 일시적인 가공 속도가 느리다. 또한 가공액을
석유로 사용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라. 레이저 가공
레이저 가공의 프로세스는 넓은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절단, 펀칭, 마킹,
용접 트리밍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절단에는 CO2 레이저, 용접에는 YAG 레이
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레이저의 에너지는 용융, 증발 등의 열 프로세스에 널리
사용되고 조사시간과 파워 밀도에 따라 다양한 가공에 적용할 수 있다. 절단, 펀칭,
마킹 등에서는 조사시간이 짧고 파워 밀도가 높은 영역이 이용되고 용접, 열처리 클
래딩 등에서는 조사시간이 길고 파워 밀도가 작은 영역에서 사용된다. 생산에 사용
되고 있는 레이저는 적외선 영역의 CO2 레이저와 YAG 레이저가 주를 이룬다. CO2
레이저는 박판에서 후판에 이르기까지 용접, 절단, 표면처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
으며 YAG 레이저는 주로 용접, 트리밍, 마킹에 사용되고 있다.

마. 워터제트 가공
워터제트가공은 고압의 가는 물줄기를 공작물에 뿜어 절단 가공하는 것으로 물리
적, 열적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공작물의 재료에 관계없이 가공할 수 있다. 또한 이
물에 입자를 혼합하여 가공능력을 높일 수 있는데 입자를 사용하는 것을 아브라시
브 워터제트(Abrasive Water Jet)가공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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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분해장비는 4축 CNC 머시닝 센터이며 머시닝센터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기술 혁신이 일고 있다. 이송 구동계에서는 하이리드 볼 나사나 리니어 모
터를 사용한 고속‧고가속화가 현저하다. 주축 구동계에서는 회전수 증대와 더불어
넓은 의미에서 절삭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공구 홀더에 있어서도 쇼트 테이퍼화 뿐
만 아니라 Capto라는 새로운 홀더 형식이 제안되고 있다. CNC에 있어서는 단능화
가 진전될 뿐만 아니라 하이 게인 엠프의 등장으로 윤곽 운동 정밀도가 한층 향상
되었다. 이러한 요소 기술은 종전에 전용기를 사용한 라인 생산 방식에서 수요 변동
이 심한 현대에는 고속 머시닝 센터를 사용한 변종 변량 생산 방식으로 바뀌어 가
기 때문에 필요한 기술이기에 기술 혁신이 활발히 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에서 이러한 요소 기술들의 현황을 기술하였다.

○ 이송 구동계 : 이송계의 고속화와 고가속도화는 빠르게 진전되었다. 1995년경
머시닝센터의 최고 이송 속도 32 m/min, 가속도는 0.2G 정도가 보통이었다. 2001년
경 하이 리드 볼나사를 사용하여 이송 속도 80 m/min, 가속도 1.5G에 이르는 머시
닝센터가 개발되었고 리니어 모터를 사용한 머시닝센터에서는 최고 이송 속도 120
m/min, 가속도는 2G 정도 되는 머시닝센터가 개발되었다. 병렬 메커니즘을 사용한
머시닝센터도 소개되었으나 최종 사용자가 사용하는 수는 극히 적어 아직 실용 단
계라고는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병렬 메커니즘을 사용한 구조에서는 강성과 정밀
도를 양립시키기가 매우 곤란하기 때문이다.

○ 주축 구동계 : 주축 구동계의 고속‧고가속화도 현저하나 이것은 이송계의 고
속‧고가속화에 수반하여 진전된 경위이다. 즉 이송 구동계만 고속‧고가속화하면 얻
을 수 있는 능률 향상은 약간에 지나지 않으므로 양쪽을 결합시켜야 그 의미가 있
다. 주축 회전제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축용 모터라고 하더라도 종전부터
사용해 온 유도 모터 방식에 더하여 IPM 형식의 모터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오히
려 20,000 rpm 이하에서 유리하다. 자기 베어링, 공기 베어링은 고속용으로 적합하
나 비용 면에서는 여전히 불리하여 사실상 고속화 한계는 구름 베어링의 사용 한계
로 결정되어 있다. 공구 홀더에 대해서는 쇼트 테이퍼 홀더에 더하여 Capto로 불리
는 비원형 단면 형사의 쇼트 테이퍼 형식을 취하는 공구 홀더가 제안되고 있는데
강성과 교체 정밀도 등에서 종전의 공구 홀더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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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C 서보계 : 최근에는 CNC 서보계의 성능 향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종전에
는 표준 설정치라고 하는 CNC 메이커의 추정치로 위치 루프 게인 30-33/s 값을 그
대로 사용하는 머시닝센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진동을 유발하지 않는 한도에서 위
치 루프 게인을 크게 하는 것이 기계의 운동 정밀도를 향상시키는데 유효하다는 점
이 널리 인식되기에 이르러 게인 값을 60-70/s 정도로 설정한 머시닝센터도 제작되
고 있다.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자국의 원자력시설(특히 핵주기시설)의 해체를 위해
다양한 해체장비들을 오래 전부터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의 절단 작
업의 경우 주로 원형톱 절단, 레이저 절단, 플라즈마 절단 등이 사용되는데 이 중 레
이저 및 플라즈마 절단은 원자력 시설의 해체시 야기되는 위험을 Manipulator를 이
용한 원격 제어기술을 사용하여 피할 수 있어 많은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다. 이러한 절단 기술은 활용범위가 얇은 판재나 튜브의 절단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
에 회전시료조사대와 같이 복잡한 형상을 분해하는데 적절하지 않다. 또한 고방사성
장치의 수중 해체 작업에는 적절히 절단 작업을 수행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수중 해체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독일의 NUKEM, 일본의 NUPEC 정도인데
레이저 및 플라즈마 절단을 수중에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중 해체 작업
도 실제 적용에는 비용, 절단 형상의 제한 등의 문제가 많아 계속 연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 Platom사의 OmniCut 방법 : 절단할 재료와 회전하는 열-저항 전극봉 사이에
아크를 발생시켜 절단을 수행하며 제거된 금속 찌꺼기는 물과 함께 분출된다. 그리
고 전극봉을 절삭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연속적인 절삭이 이루어진다. OmniCut 시스
템의 절단헤드는 전극봉, 파워유닛, 수력유닛, 절삭링, 조작기, 케이블, 호스로 구성되
어 있다. 여기서 사용되는 파워유닛은 AC 또는 DC 파워유닛을 사용하며 완전한 내
수성이 보장된다. OmniCut 툴은 회전축을 갖는 절삭부로 이루어지며 최근 개발한
수냉 콜랙터 구조는 축에 최대 1 kA의 전류를 전도하는데 사용됨. 물 분사 시스템은
원통형 전극을 가지고 절단을 수행 할 때 사용되며 베어링의 윤활뿐만 아니라 축의
회전은 물과 함께 이루어진다. 절삭 전극봉인 이 공구는 특별한 종류의 그레파이트
를 사용하고 큰 직경의 디스크 형태이기 때문에 기계적 강도가 매우 중요하여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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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그레파이트를 사용한다. 보다 복잡한 기하형태가 요구되는 원통 전극봉은
EDM 그레파이트를 사용한다. OmniCut 작업을 수행하면 주변의 물속으로 작은 입
자의 부산물들이 발생. 이 부산물들은 주로 아주 큰 크기의 (diameter > 1 mm) 금
속과 기화된 금속이 냉각될 때 형성되는 금속과 금속산화물들이며 이들의 알갱이들
은 수거하기 쉬운 침전물 형태를 띰. 물속에 방출된 입자들의 2 %미만들만 부유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부유물질은 20 ～ 50 μm의 크기 범위 안에 주로 구성되어 있는
입자들이며 필터링과 침전방법과 같은 전통적인 분리 방법을 이용하여 쉽게 필터링
할 수 있다.

○ Roper resources사 : Roper resources사는 원격으로 수중 절삭하는 Deepwork
Underwater Cutoff Saw를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 일반
적인 연마 디스크 커터는 절삭 압력을 조절하는 문제 때문에 원격으로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Roper resources사의 Deepwork Underwater Cutoff Saw는 절삭
디스크에 작용하는 압력을 기계적으로 조절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절삭 압력을 스스로 조절가능
- 구성 요소들이 단순
- 체인, 케이블, 단단한 벽 등을 절단 가능
- 단순 조정 가능한 조작기를 사용해 작업 수행

○ Trentec사 : Trentec사의 wire-sawing 해체 방법은 물속 구조물을 지면과 같
이 떨어진 위치에서 wire saw를 구동하여 절단 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이 방법
은 전통적인 방법과 비교하여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물속에서
절삭하는 동안 와이어의 구동 속도는 몇 단계 낮춰야 하며 토크를 증가 시켜야 한
다. 왜냐하면 물의 저항이 와이어 구동 속도에 비래하여 커지기 때문에 고속으로 와
이어를 구동시키면 물의 저항에 의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이다. Trentec사의
wire-sawing 해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절삭 크기에 제한이 없다.
- 절삭면이 매끄럽다.

- 16 -

- 원거리에서 절삭 가능하다.
- 위험지역에서 조작 가능하다.
- 소음과 진동이 작다.
- 정밀 절단이 가능하다.

Rankine이 축의 선회운동에 관한 논문을 1869년에 발표 후, 회전축의 진동의 연구
는 130년 정도의 역사를 갖는다. Rankine은 축이 변위 할 때 작용하는 원심력과 복
원력의 관계에서 어떤 회전속도 이상에서는 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잘 못된 결
론을 내고 있지만 이 논문은 회전체에 관한 최초의 논문으로 의미가 크다. 기사(技
師)였던 de Laval은 1단의 고속증기 터빈을 발한 19세기 말부터 이 분야는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는 처음에는 강성축을 이용하였지만 그 후에 위험속도가 낮고
운전속도가 그 7배 가 되는 탄성축을 제작하여 위험속도보다 고속에서 조용하게 운
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회전기계의 진동을 경감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은 회전체의 균형을
잡는 것이다. 강성 로터의 밸런스의 이론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완성되어 밸런스 시
험기까지 제작되고 있다. 그러나 회전기계가 고속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탄성 로터의
밸런스가 문제가 되었다. 탄성 로터의 밸런스 방법은 강성 로터와는 다른 개념이 필
요하며 그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그 한 가지는 모달밸런싱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1950년대 후반에 Federn 또는 Bishop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또 다
른 방법은 영향계수법이라고 불리는 방법으로 주로 미국에서 발전하였으며 컴퓨터
를 이용하는데 적격이다.
20세기 후반에는 항공기용 가스 터빈과 같이 경량화 되고 고속으로 운전되면서 분
수조화진동 등의 비선형 진동이 문제가 되게 된다. 1955년에 Yamamoto는 볼베어링
에 기인한 비선형 스프링 특성에 의해 회전축계의 분수조화진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했다. 그는 그 후에 분수조화진동, 합차조화진동, 결합조화진동 등의 여러
종류의 비선형진동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다. 그가 취급한 계는 비선형 스프링 특성
이 저차의 벽급수로 근사할 수 있는 약한 비선형성을 갖는 계이다.
1960년대에 들어오면서 몇 가지의 대형 증기터빈의 축에 크랙이 발견되기 시작했
다. 사고방지와 진동진단법의 확립을 목적으로 크랙 축의 진동의 연구가 시작되었
다. 1970년대 중반쯤에 Gasch 또는 Henry는 크랙의 개폐에 의한 강성의 변화가 비선
형 스프링 특성을 발생시키는 것에 주목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 연구에서는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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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향에 위해서 주위험속도 부근의 강제진동의 응답이 변화하며 또 불안정영역이
나타난다는 등, 크랙 축의 기본적인 성질이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분야로는 축을 비접촉으로 지지하는 자기 베어링의 연구 및 그것을 이용한
엑티브 제진법의 연구가 있다. 이것은 1975년의 Schweitzer의 논문이 발표된 후에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3.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고방사성장치인 회전시료조사대의 각종 스테인리스 스틸 부분을 분해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형상 가공이 가능한 절단 및 절삭 장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해체 작업에는 밀링 머신(Milling Machine)이 사용되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정밀하면서 안정적인 밀링 머신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화천기계,
대우공작기계, 두산기계, 통일중공업 등에서 고속 정밀 밀링 머신을 제작하고 있으
며, 한국기계연구원 등에서 밀링 머신의 고속화와 정밀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그러나 밀링 머신을 수중에 투여하여 절단 및 절삭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연구된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밀링 머신은 서보 모터(Servo
Motor)를 사용하기 때문에 미소한 량이라도 물이 침투할 경우 고장을 일으키며 일
반적인 작업의 경우 수중에서 수행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원자력 시설의 해
체에서는 회전시료조사대와 같은 일부 고방사성 장치의 분해 작업이 반드시 수중에
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원자력시설 해체 중 고방사화된 기기는 작업자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방
사능 차폐효과가 있는 수중이나 적절한 차폐체가 설치된 곳에서 원격으로 해체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극한조건 하에서 정상적으로 작동이 가능한 장비개발은 아직
국내에서 수행한 적이 없다. 원격으로 조작하여 수중에서 작동 가능한 장비의 개발
은 향후 원자력시설 해체 시 발생되는 고방사화된 기기의 수중분해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기기를 절단 분해할 수 있는 장비개발에도 응
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수중에서 절단 장비의 작동을 가능케 하는 설계 및 방수 기술이 부족하여
실제 연구된 적은 없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도 진동 해석과 관련하여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박정훈은
외팔보형 구조물의 회전시 동특성 변화에 관한 보고를 하고 있으며, 이원경은 비선
형 경계조건을 가지는 보의 강제진동해석을 위하여 한쪽 경계는 고정되어 있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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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쪽 경계에는 조화가진력이 작용하는 한편 비선형 스프링으로 구속된 보를 고려
한 연구를 하여 선형계의 현상과는 대조적으로 가진 진폭이 증가함에 따라 이 공진
응답의 진폭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회전축에 관한 연구로는 전상복과 이종원의 탄성 축-이중 원판계에 있어서 저차
고유진동수 및 진동모드를 구하기 위해 가정모드법을 이용한 해석적 방법을 제시하
여 일반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되는 두 개의 원판으로 구성된 하드디스크 구동(HDD)
스핀들계 및 간단한 탄성 회전체를 해석하였다. 한동철은 터보기계류에 많이 사용되
고 있는 동수압 베어링을 포함한 회전축 시스템의 고유진동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
제의 3단 터보플로어 모델에 적용하여 위험속도 및 강제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4. 기술개발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
해외에서 수중 절단을 위하여 개발된 기술은 원형톱 절단, 레이저 절단, 플라즈마
절단 등 단순한 형태(평판이나 원통)만을 절단할 수 있으며, 레이저 및 플라즈마 절
단 기술은 대상물의 두께가 제한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이를 해
결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수중분해장비는 회
전시료조사대에서 고방사화 부분만을 분리하기 위하여 수중에서 밀링절삭이 가능하
도록 자체 설계·제작한 장비로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개발된 적이 없는 독창적
인 장비이다.
진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내용은 선형진동 또는 비선형 진동으로 구분되어 있
으며 선형과 비선형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연구는 극히 드물다. 본 보고서에서
는 선형진동과 비선형진동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 2 절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
1. 서 문
해체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로 해체 데이터베이스 과제가 2001년 8월부터 시
작되었다. 해체 데이터베이스 연구가 진행되면서 외국의 해체 동향에 대한 자료들이
계속 수집되었으며, 해체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해체 활동에서 발생
되는 수백 수천가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들을 어떻게 활
용하여 해체 비용을 절감시키고, 또한 해체 폐기물 발생량을 감량시키는지 혹은 작
업자의 피폭선량을 최소화 시켜 해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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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살펴보기 전에 해체 기반 기
술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연구 개발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라. 일본

(1) COSMARD(Code System for Management of Reactor Decommissioning)[1]

○ JAERI에서 개발된 JPDR 해체계획 및 해체활동 관리용 통합 코드이다.
○ 작업 Work breakdown structure에 기초한 해체 작업의 단위 생산성(Unit
Productivity) 및 작업 난이도 인자(work difficulty factor)에 근거한 필요한 수급
인력, 작업자 피폭선량 등을 평가한다.
○ COSMARD의 프로그램은 방사능 계산코드인 Rado, 작업자 피폭 계산코드인
Dose, 데이터의 가시화 코드인 Garph, 데이터의 scheduling 및 계산코드인 Dmaf
및 프로젝트 모델링 코드인 Expa로 구성되어있다.
○ COSMARD의 데이터베이스는 physical & radiological inventory, work inventory
data, computer models for DPM data 및 knowledge base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해체 정보 및 자료는 특성에 따라 각각의 계산코드를 이용하여 계산되며, 최종적
으로 가시화 또는 모델링되어 관리되고 있다.
(2) DES(Decommissioning Engineering System))[2]
○ JNC(Japan Nuclear Cycle Institute)는 원자력 시설의 해체에서부터 처분에 이르
는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DES(Decommissioning Engineering System)를 개발하
고 있다. 이 시스템의 구성은 해체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인 데이터와 실험 자
료들을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와 3D CAD를 이용한 Simulation 기술 및 폐기
물 데이터와 해체 활동에서 발생된 자료를 통해 폐기물을 추적하는 시스템으
로 구분된다. DES 시스템은 Ningyo-Toge refining and Conversion Facility 해체
에 사용되었다. 또한 JNC는 FUGEN 발전소 해체에 적용시키기 위한 연구과
제로 해체 일정과 기획 관리 및 해체 비용의 최적화, 방사성피폭평가, 안전성
해석을 평가하기 위해 System Engineering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JNC
는 작업자의 표준 작업시간과 피폭선량을 평가하기 위해 3D CAD시스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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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al Reality기술을 이용한 Visualization 기술 개발에 많은 연구 투자를 하고
있다. 이 기술은 2001년 FUGEN 발전소 내 heavy water system과 연결된
helium circulation system의 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파이프를 해체 하는데 사용
되었다. 이 연구과제는 OECD/NEA Halden Project를 주관하고 있는 Norway의
IFE(Institute for Energy Technology)와 공동연구로 개발하고 있다. JNC는
JAERI에서 개발된 COSMARD 시스템과 연동하여 해체 계획 평가를 수행할 예
정이며, 원격 제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그리고 Project Management
system 과 병행하여 확장된 시스템으로 연구가 개발될 계획이다.

나. 독일
(1) Mass Flow Tracking System
○ 해체 폐기물 관리용 프로그램으로 인허가 및 처분 평가, 해체 활동에 필요한 자
료들을 관리하고 있다.
○ 이 시스템은 Project을 관리하는 P/X, 해체 일정을 관리하는 MS PROJECT, 해
체 계획 및 평가용 프로그램인 EXCEL 그리고 예산을 관리하는 ICOS 로 구분
된다.
○ 주요 내용은 Documentation of package data, Transport management, Storage
management, Container management, Flow supervision for package, Report
generator/Selection module,

Calculation the activity and

checking the

requirements of interim and final storage 등을 관리하고 있다.

(2) RWE NUKEM의 자회사인 NIS Ingenieurgesellschaft mbH는 연구로 및 원
자로 시설의 해체와 관련하여 1970년부터 해체 비용을 STILLKO, CALCOM,
그리고 ECDB-COST 와 같은 시스템을 개발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해체 계
획 및 관리의 경우 Plant assessment는 CORA system, Material tracking은
CORINA system, Project Control은 PROCON system을 사용하고 있다.[3]
○ STILLKO2: 해체 작업 종사자 및 해체 장비 그리고 해체 작업 시간 등을 단위
해체 공정마다 분석하며 동시에 해체 비용과 예상되는 방사선 피폭선량 등을
계산한다.
○ CALCOM: CALCOM 은 인력 수급과 방사선 피폭 및 작업자와 장비의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설계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CALCOM은 해체 과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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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서 해체 과제 수행시 요구되는 해체 계획과 비용 산정은 현존하는
해체 기술과

방사선적 시설 inventory 및 이전의 다른 해체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먼저 수행된다. 해체 계획과 비용 계산 평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해체 후 처분과 방사선 방호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되어
야 한다. 이 시스템은 해체 관리자들이 해체 계획을 세울 때 도움을 줄 수 있
을 뿐 아니라 해체 기획 및 비용 계산 그리고 시설 inventory 자료들을 서로
연계하여 계산한다. 또한 이들 요소들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요인들과 관련
한 정보는 물론 실제적인 경험에 입각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CALCOM은
데이터베이스에 요구되는 모든 해체 계획과 비용 계산 자료들을 저장하며 해체
과제 관리 프로그램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킨다. 해체
과제 관리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과제 모니터링과 수행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해체 가능성과 특수한 관련 인자들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하여 모아진 자료들
을 가지고 원자력 시설과 관련한 기술적인 것과 방사선적인 자료와 정보를 연
계하여 운영된다. 해체 계획과 비용 계산-예비 설계부터 상세 설계까지-은 단
일 시스템에서 하나씩 개발하다가 최종적으로 최적의 해체 모니터링 프로그램
에 통합한다. CALCOM은 CORA(Component Registration and Analysis)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과 조합하여 사용되는데, 시설 기준 계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CALCOM은 첨단 정보 기술과 제휴한 원자력 공학 분야에서 25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가지고 NIS Ingenieurgesellschaft에서 개발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CALCOM은

MS-ACCESS(Version

8.0)을

사용하였고,

MS-PROJECT를 이용하여 개발된 project management program과 연계하여
운영된다. project management program은 해체 계획과 일정 등이 자동적으로
생성된다. CALCOM은 해체 비용 계산, 해체 종료일정, 인력 투입과 방사선 피
폭등을 계산한다.
○ CORA: NIS는 원자력 관련 시설의 해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하여
CORA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DIS(Dodewaard Inventory System)
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CORA 시스템은 독일에서 개발되었지만 현재 네덜
란드 Dodewaard 원자력 발전소 해체 project에 사용되고 있다. CORA 시스템
은 원자력 시설 해체 분야에서 25년간 누적된 경험을 토대로 하여 원전 시설
inventory와 시설들에 대하여 방사선학적 및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을 평가하는
혁신적인 분석 도구이다. CORA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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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자료들은 처분 계획과 포장 처리와 관련한 정보들을
생산해 낸다.
- CORA 데이터는 위한 시설을 기준으로 한 작업 일정 계획의 입력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
- 해체 처분과 포장 전략 수행상 발생하는 부수적인 변화는 서로 통합하여 쉽게
처리할 수 있다.
- 해체 및 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비교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CORA 시스템은 MS-ACCESS package 기반에서 운영되며, ORACLE
(version 7.3)에서도 사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다. EC
○ EC는 원자력 시설 해체 원년부터 원전 해체의 안전과 막대한 해체 비용의 절감
을 목적으로 1979년부터 해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을 시작하였
다. 그 이후 유럽 회원국이 소유한 140여기의 원전과 연구로를 해체한 경험을 통
해 축척된 해체 기술 보급과 회원국들간의 정보 교환 증대에 Database와
Thematic network을 활용하여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 ECDB NET(European Commission Data Base Network)[4]: ECDB

TOOL(독일

하노버 대학)과 ECDB COST(독일 NIS) 데이터베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기 위해 1997부터

1998까지 EC (European

Commission)로부터 기금을 받아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Unterwassertechnikum
Hannover(UWTH),

NIS(1.

TALAS/NET

2.

Emission

DB),

DETEC

Decommissioning Technologies, 그리고 벨기에의 Belgoprocess, SCKSCN 과 공
동연구가 수행되었다.
○ ECDB TOOL: EC DB TOOL 은 1989년European Commission이 지원하는 기금
으로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연구를 수행한 과제로써 1991년에 개발이 시작되었으
며, 1996년 "Further Development of the Database EC DB TOOL and collection
of technological performance data from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installations" (FI4D-CT95-0004)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개발 목적은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도구들을 지원하기 위
한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있다. 현 단계의 목적은 기존 개발된 E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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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L을 계속하여 증진 시키는데 있으며, 제염과 재활용 기술을 확장시키는데
있다. 현 공동연구 수행기관은 Unterwassertechnikum Hannover (UWTH)
des Instituts für Werkstoffkunde, University of Hanover(Co-ordinator),
ANPA, CEA, CIEMAT, EWN, Framatome and UKAEA 등이 있다. 이 시스
템에서는 해체 절단 기술, 제염과 재활용 기술, 해체 시설물들에 대한 설명서,
수처리 및 원격 장비, 방사능 방출 및 여과 시스템 그리고 제염과 해체 대상
물 및 해체 활동으로부터 발생된 폐기물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또한 연구
개발의 주요 목적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를
수정하고 추가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며, 일반 사용자들이 데이터베

이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이 발간한 진

도 보고서와 EC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에 대한 해체 자료 수집과 분석을 효과
적으로 운영하기 개발되었다.

라. 영국: UKAEA: PRICE(Parametric Cost Estimating System)
해체 기술 개발 연구과제의 한 축으로 합리적인 해체 계획 및 해체 비용을 절감하
기 위해 computer를 기반으로 한 해체 비용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PRICE는 원
자력 시설 해체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자료들을 입력하면서 시스템을 확장시켜나가
고 있으며, 영국의 BNFL과 프랑스의 CEA가 원자력 시설을 대상으로 한 해체 비용
평가 결과들과 비교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 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캐나
다 AECL과 덴마크의 RISO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마. 미국: Project Data Package (PDP)
미국의 경우는 중점적으로 해체 규제와 인허가 사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5]. 환경부 산하에 많은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시설 해체에서 완료까지
발생되는 모든 기록과정들을 Project Data Package(PDP)로 관리하고 있다[3]. PDP
프로그램은 해체 과제 Sponsor와 제도적인 기록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현장자료는 운영자가 보유하며 복사 본을 미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
어있다. PDP에는 프로젝트 제목, Identification 및 Authorization, 물리적, 방사선학적
및 위해 물질 특성 및 분석 보고서, 프로젝트 관리 계획,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 해
체 기술 계획, 설계 심사 및 안전성 평가, 폐기물 관리 데이터, 상세 업무 공정 보고
서, 준비 심사 및 평가, 방사선학적 검사 기록, 자산 정리 기록, 폐기물 및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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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 요건, 부대 기록, 제염 및 해체 비용 및 계획 상황 보고서, 방사선학적 및 화학
적 검사 최종보고서, 독립적인 확인 검사 보고서, 방사선 방출 제한 조건,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완결 기록, 지원되는 공학 서류 및 공지 사항 등이 포함되어있다.

바. 캐나다: AECL의 Whiteshell Decommissioning Record System (WDRS)
캐나다 원자력 공사(AECL: Atomic Energy of CANADA)는 다년간 Ontario에 위
치한 Nuclear Power Demonstration(NDP) 원자로, Chalk River Laboratory에 있는
National Research Experimental(NRX) 원자로, Quebec에 있는 Gentili 1, Ottawa에
위치한 Tunney's Pasture Radioisotope 시설 및 Ontario에 있는 Douglas point
Nuclear Generating Station 시설들에 대하여 해체가 수행하였다. 현재는 CANDU원
자로와

관련된

과학적

연구와

개발을

목적으로

1960년

설립된

Whiteshell

Laboratories 해체 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 AECL은 Whiteshell Reactor(WR-1) 가
동을 2001년 12월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지내 원자력 시설은 해체 예정
이다. 현재 첫 번째 해체단계 동안 WR-1 폐로에 대한

기록 보존이 수행중에 있으

며, 과거 및 현재의 감시/조사 기록들을 취합하기 위한 총체적 시스템이 개발 중에
있다. 또한 해체기록시스템과 해체기록시리즈에 대한 배경 정보를 조합하여 시스템
에 저장될 정보 및 기록의 근간을 이루는 High-level working 모델이 개발되고 있
다. 기록 및 정보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도면, 설계정보, 보고서, 논문, 운영기록, 폐기
물 명단, 방사선적 방호정보/조사기록, 내부보고서 및 사진 등이 있는데 이는 부지의
방사선학적, 지리적 및 환경 영향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규제목적에 필요한
문서를 지원하도록 Data가 수집 및 저장되고 있으며, 역사적 지원정보 및 데이터는
AECL의 Basic Subject Index System (BSI)를 사용하여 수집 및 분류되고 있다. 해
체 기록 입수

및

관리

방식은

기존

정보의

경우

BSI를

통하여

전달되고

WDRS(Whiteshell Decommissioning Records System)로 이동되거나 직접 시스템에
전달되며, 출판된 보고서는 AECL의 공식 시스템을 통하여 입수된다[6].

사. 벨기에: BR-3의 Material Flow Management (MFM)
벨기에는 ISO9002에 따라 QA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BR-3 원자력 시설 해체 과
제에 대한 관리 기법을 선정하였다. 원자력 시설의 해체과정을 일련의 원자력 재료
의 생성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원자력 재료들을 재활용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원자력 재료의 재활용과정에서 국민 건강 보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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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안전성 평가 기관인 National Organism for Radioactive Waste and Fissile
Material (NIRAS/ONDRAF)과 원자력 시설 관련자는 서로 다른 상이한 사항을 요
구하고 있다[7]. 이들의 요구사항들은 모든 기록들의 문서화, 해체물들의 최종 처리
되는 과정, 해체 폐기물들이 방출 허용치 내에서 공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해
체 폐기물들의 분류 및 상세화 등이 있다.

3.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연구로 시설 해체 관련 데이터베이스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과제
이다.

4. 기술개발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
각국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주로 자료 저장 및 관리 측면에서 시스템이 활용되
고 있었으며, 해체 자료 관리 영역이 복잡하고 방대하다 보니 데이터베이스가 해결
해야 할 범위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확인되었다. 해체 DB 시스템 자료를 수집하여
검토 분석한 결과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하기 전부터 데이터베이스 및 평가에 필요
한 단위 시스템을 개발하여 JPDR 해체에 적용시켜 시스템이 갖는 오차 범위를 확
인한 일본의 경우 컴퓨터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체 자료들이 해체 활동에서 발생되는 다
양한 인자들을 평가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들 자료들은 다른 단
위 프로그램과 직접 연계하여 결과를 생산하고 있었다. 또한 JNC는 JAERI에서 개
발된 COSMARD내 database를 현재 개발 중인 시스템에 접목시켜 데이터베이스 시
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원자력 시설의 해체 장기 계획과 이에 따른 해체 비용 평가
등을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유럽 공동체 내 각국의 다년간 축척된 해체 기술의 극대화를 도출함은 물론 원자
력 시설의 해체 시 사회 경제적,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C는 최첨단의 컴
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해체
기술의 공유를 위해 EC는 1979년부터 해체 관리를 위한 도구 개발을 연구과제화 하
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해체에 필요한 요소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
비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향상된 한국
의 해체 DB 시스템을 한 단계 높이려면 ECDB NET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응용해
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정보교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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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로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1. 서 문
전산모사 기술은 일반 산업계에서는 제품의 개념설계부터 제조, 유지보수까지의
전체 제품개발주기를 디지털환경 하에서 작업하는 등 엔지니어링의 모든 분야에서
virtual prototyping 및 digital manufacturing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특히 해
체 분야서도 이와 같은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발전소의 해체엔지니어링 지원 시스
템을 개발하거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을 이용한 해체계획 수립, 고준위 폐기물
처리 등을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구현하는 등 최근 전산모사 기술을 이용한 연구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해외의 사례와 같이 원자력 분야에
서 전산모사 기술의 활용이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해체 분야에서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의 해체전산모사 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
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 프랑스 CEA에서는 레이저 스캐닝 방법을 이용하여 3D 모델링을 구축하여,
Pyramid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전산모사를 구현하고 해체에 적용 가능한
장비를 선택하고 전산모사를 통해 최적의 해체절차를 구축하였다. 또한 폐기물
흐름도 및 작업자 흐름도 등을 구현하고 작업자 교육으로도 전산모사를 활용하
고 있다.
- 일본의 JNC에서는 Fugen 발전소의 해체 엔지니어링 Support system을 개발하
였다. 이 시스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로 평가 및 최적화 모듈,
DB 모듈, VR 모듈로 나누어지며 3개의 모듈은 각각 서로 유기적으로 정보를 교
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3차원 CAD와 가상현실(VR)과 같
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발되었고, 방사성 폐기물
양을 표시해주며, 해체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방사능 환경에서의 작업 부하를
계산해 주고, 해체계획을 최적화해 주며, 또한 이 시스템은 작업자의 교육 및 훈
련에도 활용된다.
- 독일의 GNS 사는 PKA (NUKEM) 핫셀 내의 해체계획을 3D 전산모사를 이용
하여 미리 구현하였으며, 핫셀내의 실제 해체장비와 전산모사 연계하여 컴퓨터상
에서 실제 해체 장비를 제어 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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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SRTC (Savannah River Technology Center)는 DOE (Department Of
3
Energy)의 지원을 받아 240,000 m 의 고준위 폐기물 처리공정을 그래픽 시뮬레

이션으로 구성하여 작업자의 오조작 및 공정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게 함으
로써 작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미국 SNL(Sandia National Lab.)에서는 Pantex 시설내의 핵무기 해체작업에서
작업자의

피폭량

감소와

작업속도의

향상을

위하여

REMS

(Radiological

Environment Modeling System)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3.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 한국전력연구원(KEPRI)에서는 모의 원전 운전․제어시스템을 전산모사와 가상
현실 기술을 이용하여 개발하였고,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위기 상
황시 운전자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작업자 훈련용으로 개발하였다.
- 고리발전소에서는 고리원전의 구조를 3차원 그래픽 설계 tool을 이용하여 모델
링하고, 이를 홍보자료와 작업자의 훈련자료로 활용 중에 있다.
- 그밖에 비원자력 분야의 기술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
학과에서는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조선소의 외관 성형공장의 가상 생산 모델을
수행하였으며, 현대자동차에서는 엔진 조립라인의 가동률 저해요소 개선을 위해
컴퓨터상에 가상 공장 라인을 구축하고 실제 운영 로직과 공정 조건을 입력하여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4. 기술개발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
해외에서는 전산모사 기술을 통하여 많은 분야에로 확장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상용 원자력 해체 DB 시스템과 전산모사 기술을 통합하려
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프랑스 등은 가상현실 기술을 도입하여 더욱
현실감 있는 해체계획 수립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산모사 기술이 비 원자력 분야의 특정 분야 즉, 자동차와 같은 대량생산 조립 라
인에서 가상 공장 라인을 구축하여 제품 공정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등 일부 분야에
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개발을 통하여 특정분야에서만 국한되
어 사용되어온 전산모사 기술을 원자력 분야에서 특히 연구로 해체 분야에 확장하
여 본 과제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국내의 전산모사 기술을 한 차원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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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발
1. 서 문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관리 측면에서 작업환경의 적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표
면오염도 측정이 요구된다. 표면오염에는 고착성과 유리성 오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고착성 오염의 경우는 체외피폭만 고려하면 되지만, 유리성의 경우는 오염물질이 부유
하여 실내의 공기를 오염시켜 체내로 섭취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착성 오염은 이동형 계수기를 사용한 직접 측정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유리성
의 경우는 스메어 매질을 사용한 간접 측정법을 이용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개발된
기술들은 주로 간접법의 경우는 수동 방식의 시료채취와 계측장치를 이용한 측정이 대
부분이며, 최근에는 시설의 방사선 오염 분포도 측정이 목적인 직접법을 이용한 표면
오염도 측정장비들의 개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2. 해외의 연구개발 현황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종류의 방사선을 측정 및 분석할 수 있는 GM계수관,
비례계수관, 섬광계수기 등 방사선검출기의 연구 개발 및 상용화하여 원자력시설의 방
사선감시 시스템 등의 다양한 방사선 계측기가 원자력 관계시설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으며, 측정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사선검출기의 개발보급과 정밀정확도 향상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자회로에 반도체 집적화 기술을 적용하여 검출기신
호를 증폭 및 처리하는 부분을 소형화 및 경량화하고, 신소재를 활용하여 제품의 고급
화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은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다량의 표면에
대한 방사성 오염을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자동채취장치를 개발한 사례는 없으며, 또
한 자동시료채취장치와 표면오염도 측정장비를 일체화시킨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치에
대한 개발은 전무한 상태이다.

• 미국
특히, 미국의 경우는 1995년부터 연구로 및 원자력시설 해체 프로젝트들 가운데 에너
지부(DOE)가 LSDDP (Large Scale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Project)로 7개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해체와 관련된 혁신 기술 및 장비를 75가지를 개발 및 실증 중
에 있다. 그 중에서, Position-Sensitive Radiation Monitor (PSRM)은 Hanford 105-C
원자로와 ANL CP-5 원자로에서 실증되었고, Rocky Flats Environment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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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에 적용되었다. PSRM은 손수레에 표면오염측정기(SCM)와 측정정보관리시스
템(SIMS)을

장착하였다.

SCM은

위치민감형

비례계수기(Position

Sensitive

Proportional Counter, PSPC)로 이루어져있으며, 90 cm 또는 180 cm의 폭으로 스캔
할 수 있다. SIMS는 데이터베이스와 mapping 소프트웨어에서 방사능의 위치와 세
기를 동시에 기록한다. 또한, CPM 단위로 관련된 방사선 측정과 hot spot의 2차원
및 pseudo 3차원 표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 일본
일본의 경우도 가동 정지된 동력실증로인 JPDR을 원자로 해체기술 개발의 계기로
삼고자 1982년 「JPDR 해체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해체와 관련된 각종 요소 기술
의 개발은 이미 1981년에 시작하였으며, 연구 종료시점인 1985년에는 JPDR 해체를
위한 많은 기술들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술들은 1986 ~ 1996년까지 수행된 JPDR
의 해체에서 실증되었고, 또한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다. 그 중에서 콘
크리트 바닥의 표면오염 측정용으로 개발한 RAPID-1600 (Radiation Measuring
Pilot Device for Surface Contamination with 1600 cm2 Detector)은 JPDR의 해체
현장에서 실증 시험을 마친 상태이다.
또한, 일본의 NUPEC에서는 미국의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와 공
동연구로 이동식 자동화 바닥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ORNL이 개
발한 mobile automated characterization system (MACS)에 NUPEC의 검출기를 결
합한 형태로서, Tokai NPP에서 실증 시험을 통하여 백그라운드 변동이 5 %일 때,
2
수십초 측정으로 0.3 Bq/cm 이하로 검출할 수 있으며, 통상적인 서베이미터를 이용

한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동일한 측정 결과를 얻었다.

3. 국내의 연구개발 현황
국내 원자력시설의 해체관련 연구는 TRIGA 연구로 및 핵연료주기 시설 등을 대
상으로 하여 ’80년대 중반부터 연구개발이 수행되고 있으나, 주로 원자력시설의 해체
사업 및 기술현황분석과 같은 국내 원자력시설의 해체방안 정립에 대한 개념 연구
가 주된 내용이었으며 ’90년대 중반부터는 원자력 시설물의 해체를 수행하기 위한
기반기술로서 연구용 원자로 수조 내부 벽면의 오염 상태를 검사하기 위하여 수중
벽면 주행로봇 개발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간접법을 이용한 표면오염 측정
시 전이율에 관한 기초 연구가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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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검출기의 제작기술은 일부 연구기관 및 대학에서 기초연구로 비례계수기와
같은 검출기를 개발하여 단속적으로 사용하여 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사선검출기의
연구 개발도 조직적으로 수행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하였으며, 방사선/능 측정장비 대
한 연구 개발은 저조한 상태이며, 방사선계측기와 함께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여 사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표면오염 측정 및 평가기술과 관
련된 국내의 연구개발은 본 과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를 제
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이다.

4. 기술개발 조사사례에 대한 평가
본 과제에서 개발한 장비는 간접법을 이용한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로서 현재까
지 국내외에서 개발 사례가 없는 독창적인 장치이다. 기존의 간접법을 이용한 표면
오염도 측정은 시료를 채취하는 사람에 따라 문지르는 횟수, 강도, 면적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측정 결과의 일관성이 없으며, 대량의 표면오염도 측정 시 장기간의
작업 소요 시간 등의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표면
오염 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자동시료채취기를 개발하여 시료채취 시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기존의 표면오염도 측정의 일관성과 자동화를 이룩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채취한 시료는 자동으로 계측장치로 이송되어 측정하여 평
가함으로써 시료채취 현장에서 채취와 동시에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정확하게 표면오염도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면오염 시료채취 및 방사선 검출용 신소재로서 개발한 무기섬광 함침막은 국내
외적으로 기초 연구만 진행된 상황이며, 본 과제에서와 같이 실제 현장 적용 사례는
없다. 함침막을 자동시료채취기에 적용하기 위하여 치밀한 구조의 1차막과 방사선
검출 가능한 기능성의 2차막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중구조 함침막은 세계 최초로
제안한 방법으로서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시료채취와 동시에
방사선 검출이 가능한 복합 소재로서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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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방사성 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1. 개

요

연구로 1, 2호기에서 사용된 회전시료조사대는 스테인레스 스틸 부품들의 고방사
화로 인해 해체폐기물 분류기준에 의하면 중준위급 방사성폐기물로 평가되었으나,
스테인레스 스틸 부품들을 분리할 경우 회전시료조사대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로 처
리될 수 있다. 회전시료조사대의 방사능이 높아 작업자의 피폭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차폐가 가능한 수중작업이 필연적이므로, 기존의 해체장비와는 달리 수중에
서 원활한 절단 작업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해체장비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수중에서의 원격 분해․절단에 필요한 방수기술, 원격제어기술 등 요
소기술들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회전시료조사대를 수중에서 원격으로 절단
할 수 있는 수중분해장비를 설계하여 구조해석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한 후 제작하
였다. 제작된 장비의 성능평가 시험을 통하여 보완 및 운전조건을 선정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개발된 수중분해장비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연구로 해체 현장에서 연구로
1호기 회전시료조사대를 대상으로 실증시험을 수행하였다.
수중분해장비는 밀링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고속(최고 속도 8,000rpm)의 회전체를
가지고 있다. 또한 Spindle Device, Rotary Table Device 등의 Main Frame 상에 설
치되어 있어서 다자유도계를 형성한다. 다자유도계는 여러 개의 고유진동수가 존재
하며, 회전체의 가진(加振) 영역은 0에서 8,000 rpm으로 폭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
다. 회전체가 가속되는 동안 이중 몇 개의 공진점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만
일 밀링 작업의 사용 속도와 공진점이 일치하게 되면 큰 진동이 발생하여 공구의
파손 위험이 있다. 따라서 먼저 수중분해장비의 위험속도를 알아내는 것은 매우 중
요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절삭속도 및 절삭날의 수를 결정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분
해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진동해석에 관한 이론적인 수치해석을 수행하며,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실제 크기의 1/50 크기의 축소 모델을 제작하여 진동 시뮬레
이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 제작할 수중분해장비의 진동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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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제작 후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제작비용의 절감효과를 얻
을 수 있었다.
구조물의 진동 특성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방법은 시간이력(time history)과 그 파
형을 FFT에 의해 분석한 결과인 발생주파수 분석 그리고 회전속도의 변화에 따른
진동파형의 진폭을 측정하여 얻은 공진곡선이다. 공작기계 등의 기계 구조물들은 복
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다양한 주파수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주파수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선형 및 비선형 진동을 판별하는 방법도 제
시하고자 한다.

고방사성장치(회전시료조사대) 특성 분석
수중분해장비 설계

전용 공구
설계

절삭력
모델링

CAM

전용 클램핑
장치 설계

방수장치
개발

구조해석을 통한 검증
절삭력/진동

모델링
수중분해장비 제작

NC 코드 제어
절삭력
일정제어

칩처리장치
개발

측정기술

성능평가 및 운전조건 도출
수중원격자동제어 기술 개발
수중분해장비 실증시험 및 현장 적용

Fig. 3.1.1 수중분해장비의 개발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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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 고방사성장치(회전시료조사대)특성 분석
회전시료조사대는 시편을 고정시키기 위한 41개의 알루미늄랙(직경 3.2cm, 깊이
27.4cm)으로 구성된 환형으로서 노심 Shroud의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다. 회전시료조
사대의 상부에는 부력탱크가 설치되어 공기의 부력작용으로 회전시료조사대를 상하
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다. 회전시료조사대에는 조사시편의 장전과 인출통로로
내부직경이 3.4cm인 튜브가 설치되어있는데, 각 41개소의 회전시료조사대내의 조사
공 위치를 지정하기 위한 Drive-and-Indicator 집합체와, 조사캡슐은 회전시료조사
대내 조사공에 장전 및 인출을 하기 위한 Reel형식의 Specimen-Lifting 집합체가 이
동가능 브릿지에 설치되어 있다. 회전시료조사대 용기의 내부 둘레에는 스테인레스
스틸 스프로켓 및 체인이 설치되어 있어 회전운동을 전달한다. 부력탱크는 2개의 알
루미늄 탱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닥면은 개방되어 있으며 탱크당 4개씩 총 8개의
스테인레스 스틸 볼트로 본체의 상부에 고정되어 있다. 각각의 부력탱크의 상부에는
서로 대칭을 유지하고, 상하 운동시 회전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의 스테인레스 스틸
안내핀(Guide Pin)이 설치되어 있다. 공기공급튜브를 통해 압축공기가 공급되면 부
력탱크내의 물을 밀어내고 반대로 압축공기를 배기 시키면 물로 채워진다. 이 작용
에 의해 회전시료조사대가 상하운동을 하게 된다.
회전시료조사대의 수중 해체장비를 설계하기 위해 회전시료조사대의 물리적⋅방사
선학적 특성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체장비를 설계하였다.

(1) 물리적 특성
회전시료조사대는 전체적으로 직경 86 cm, 높이 55 cm, 총무게 118 kg으로 알루
미늄과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
부 부품인 볼트, 너트, 체인 등은 스테인리스 부품이고 스테인리스 부품의 무게는 약
3.4kg이다. 회전시료조사대는 부력탱크, 조사관, 체인, 드라이브 샤프트, 하우징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하고자 하는 스테인레스 스틸 부품들은 다음과 같다.

- Dowel Pin : 2개
- Screw : 8개
- Washer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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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ll Pin : 2개
- Split Lock Washer : 47개
- Hexagonal Nut : 23개
- Assorted Screw : 40개
- Bearing : 1개
- Chain : 1개
- Drive Gear : 1개

(2) 방사선학적 특성
연구로 2호기 가동정지 후 현재까지 회전시료조사대의 방사능을 평가하였으며 평
가를 위한 기본 입력자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첫째, 연구로 2호기는 23년간 운전하여 총 출력이 68,740 MWh이며, 2 MW로 운
전될 때 노심에서의 최대중성자속은 7.0 × 1013 n/㎠․sec이다.
둘째, 최대중성자속이 Central Thimble에 위치한다고 가정하여 산출된 최대중성자
속과 회전시료조사대의 중성자속의 비율 0.3036을 이용하여 회전시료조사대에서의
평균 중성자속을 5년 단위로 계산하였다.
회전시료조사대에서의 평균 중성자속을 이용하여, ORIGEN 2.1 코드로 스테인리스
스틸 및 알루미늄의 핵종별 비방사능을 계산한 결과와 재질별 비방사능을 이용하여
산출된 회전시료조사대의 총방사능은 다음 표와 같다.

Table 3.1.1 핵종별 비방사능 및 회전시료조사대의 총방사능
비방사능
RSR의 총방사능

스테인레스 스틸
(Bq/g)

알루미늄
(Bq/g)

Mn-54

2.69E+05

7.43E+02

1.00E+09

Fe-55

6.58E+07

1.80E+05

2.44E+11

Co-60

1.37E+08

6.68E+05

4.66E+11

Ni-59

1.41E+05

-

4.79E+08

Ni-63

1.79E+07

2.00E+03

6.13E+10

Nb-94

7.21E+04

-

2.45E+08

TOTAL

2.21E+08

8.51E+05

7.73E+11

핵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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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시료조사대의 총 방사능은 7.73 × 1011 Bq 이며, 이중 Co-60의 방사능은 4.66
11

× 10

Bq이므로, Co-60이 함유된 스테인레스 부품만 분리하면 방사능 준위가 매우

낮은 저준위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하다. 차폐되지 않은 회전시료조사대의 방사선량율
은 1m 떨어진 지점에서 248.2 mSv/hr로 예상된다.

나. 수중분해장비의 설계, 제작, 구조해석

(1) 해체장비의 설계 요건
수중에서의 절단방법(Platom사의 OmniCut 방법, Roper Resources사의 Deepwork
Underwater Cutoff Saw 방법, Trentec사의 Wire-Sawing 방법)을 비교 ․ 분석하
여 설계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서보 모터를 사용한 전동식 절삭 방안을
선정하였다. 수중에서 발생하는 부가질량(added mass)과 항력(drag force) 그리고
부력(buoyant force) 등을 고려하여 동특성을 제어하는 기술로서, 수중 및 공기 중에
서 직선운동을 할 경우 작용하는 관성항, 속도항, 중력항 등을 이론적으로 평가한 결
과 수중작업 매니퓰레이터에서는 부가질량의 영향이 크고, 부력의 영향으로 중력항
이 크게 감소하며, 속도항에 비해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의 항력을 받게 되어 매니퓰
레이터 시스템을 제어하기 위한 방식으로 분할제어방법을 선정하였다.
회전시료조사대의 물리적/방사화 특성, 선정된 수중 요소기술, 분해 환경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분해장비의 설계요건을 도출하였다.

○ 원격 장치에 대한 내수성 부여가 필요하다.
○ 가공공구 및 가공품 회전에 대한 물의 저항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 수중에선 안정된 절삭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수중에서의 작업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원격제어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구동 장치는 정밀 조정에 유리한 전동식 서보 모터를 사용한다.
○ 가공 대상은 회전시료조사대의 주요 재질인 알루미늄이다.

이와 같은 설계 요건들을 만족하도록 해체장비를 설계하였다.

(2) 해체장비의 설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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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절단을 실현하기 위해 수중에서 녹이 발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중해
체장비를 제작하였고, 회전시료조사대의 크기 및 형상을 고려하여 고정 장치 및 테
이블의 설계와 주축 및 이송축의 구동범위를 설정하였다.
개발된 수중해체장비는 X, Y, Z의 3축 동시제어가 가능하며 작업 테이블이 Z축에
대해 회전하며 주축이 회전하여 수평․수직 절삭이 가능하다. X, Y, Z축의 행정거리
는 각각 900mm, 640mm, 1400mm이고, 테이블이 Z축에 대해 360°회전이 가능하다.
수중해체장비의 각 축과 회전 시스템의 소재를 내부식성 및 강성을 고려하여
SUS316L을 사용하였고, 실링된 스핀들과 테이블의 이송을 위한 직선운동 안내기구
(linear motion guide) 및 볼스쿠류(ball screw), 주축의 회전과 위치제어용 서보모터
(servo motor), CNC 콘트롤러로 구성하였다. 또한 주축의 원활한 상하 구동을 위해
주축의 중량과 일치하는 평형추(balance weight)를 제작하여 주축과 연결하였고 베
드는 수중에서 중량 감소로 인한 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중량을 가지도
록 설계하였다.
주축은 최고 회전수 8,000rpm으로 수평 및 수직 절삭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주축은 LM Guide에 의해 상하이동이 가능하며 지지프레임이 외팔보 모양으로 이동
장치에 부착되어 있다. 지지프레임의 선단에는 주축 모터를 둘러싸고 있는 커버가
힌지축에 의해 피벗 회전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주축의 커버와 각 부품들은 수중에
서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식성 및 강성을 고려하여 SUS316L을 사용하였다. 주
축은 핀에 의해 이동장치에 고정되어 있는데 이를 제거하여 주축 부분만을 분리하
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중에서 작업시 공구 교체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공구의
장착은 공구 삽입부에 설치되어 있는 복수의 가압 실린더가 삽입된 공구를 압박하
여 고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송을 위한 직선운동을 위해 양단에 LM guide 2축을 설치하고 그 중간에 볼스쿠
류를 설치한 후 끝단에 모터를 연결하여 모터의 회전운동을 직선운동으로 변환하였
다. 작업 테이블의 회전을 위해 작업 테이블 하단부에 Warm Wheel을 설치하고 그
아래 테이블에 Warm Gear를 설치한 다음 끝단부에 모터를 연결하여 작업 테이블이
360°회전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사용된 LM Guide는 수중에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
해 스테인리스 스틸에 레이던트 코팅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였고, 테이블 회전 장치
는 백래쉬(backlash)를 적게 하기 위해 대형(600mm) 원기어식 회전 테이블을 사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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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수중분해장비의 전체 설계 도면

Fig. 3.1.3 메인 베이스 도면

Fig. 3.1.4 컬럼 도면

Fig. 3.1.5 주축 도면 회전축

Fig. 3.1.6 모터 하우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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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시료조사대를 작업테이블에 고정하기 위한 클램핑 장치는 수중에서 작동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기압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하였으며, 4개의 Actuator를 90°간격으
로 크로스로 설치하여 회전시료조사대의 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팽창시켜 고정하
는 방법으로 설계하였다. 클램핑 장치에서 Actuator Rod의 끝단에는 큰 단면적을
가진 원형 Jaw를 부착하여 Actuator의 작동되는 힘이 회전시료조사대의 내면 원통
에 가해지도록 하였으며, 절삭력에 의해 회전시료조사대의 지지부가 변형되어
Clamping Force가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형 Guide Plate를 설치하였다. 클
램핑 장치의 베이스는 작업 테이블 크기와 일치시킴으로서 간단한 구조와 지지가
용이하게 설계하였다. 클램핑 장치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Actuator : 공기압 실린더
‣ 구성 부품 : 압축 실린더 4 EA, 클램핑 조, 가이드 판
‣ 실린더 스트로크 : 50 mm
‣ 클램핑 조 외경 : 567 mm

Fig. 3.1.7 클램프 설계 도면 및 사진

(3) 회전시료조사대 전용 공구 설계 및 제작
기존의 엔드밀 공구로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시 발생하는 절단 공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안정성있는 해체 작업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공구를 설계・제작하였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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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사 결과 기존의 엔드밀 공구를 사용하여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시 주축 및 이송
축의 행정거리 내에서 공구와 회전시료조사대의 간섭현상이 발생하며, 특히 내부 절
단 작업시 수평・수직 절단으로는 해체가 불가능하므로 주축의 경사각 조절이 필요
하다. 이는 공구에 불균형적인 부하를 발생시키므로 공구의 파손이 우려되며, 공구
파손시 공구 교환을 위해 회전시료조사대를 재설치하여야 하므로 작업자의 위험도
가 커지며 해체 작업의 불연속성이 발생한다. 주축의 경사진 절단 작업을 방지하고
회전시료조사대의 옆면 절단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은 공구를 설계하였다. 설계된 공구는 옆면 절단 작업을 위한 사이드 커터와 롱엔
드밀이 결합된 형태로 회전시료조사대를 위해 특수 설계・제작한 공구이며 사양은
다음과 같다.

○ 공구 홀더까지의 길이 : 241 mm
○ Chuck 조립 부위 : 직경 24 mm
○ 사이드 커터 직경 : 150 mm
○ 롱엔드밀 직경 : 8 mm
○ Overhang : 60 mm

Fig. 3.1.8 전용공구 설계도면과 사진

(4) 수중분해장비의 방수장치 개발
수중분해장비는 전기식 서보 모터(Servo Motor)에 의해서 작동되기 때문에 방수
(Sealing)기술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Sealing은 Dynamic Sealing과 Static S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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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류되고, Dynamic Sealing은 직선운동을 하는 Linear Actuator(Cylinder)용과
회전운동을 하는 Shaft용 등이 있으며, Static Sealing은 Gasket, O-Ring 등의 Seal
이 있다.
현재까지 Static Sealing 기술은 국내외적으로 일반화 되어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
지만 고속형 Dynamic Sealing기술은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속형 Dynamic Sealing 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 회전용 Seal (Shaft Seal) : 샤프트 치수보다 오일Seal의 내경을 약간 작게 하
여 예비부하를 주어 밀폐효과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스프링이 일정하게 압력
을 가하여 밀폐부위를 누르며 샤프트에 대한 회전력을 유지시킨다. 이때 샤프
트와 오일Seal 사이에 얇은 유막이 형성되며 유막의 두께는 누유를 방지할
수 있는 1～3㎛이어야 한다.

○ 윌슨 Seal : 진공기용 회전축 seal로 이상적이고, 압력은 통상 1.33x10-4 Pa
～

0.49 MPa로 저압이며, 가압의 경우 그라운드 패킹을 병용하여야 하고, 축

지름이 큰 회전축(MAX 2m)에 적합하다. Seal 재료는 불소고무가 표준으로
있어 120℃까지 사용가능하고, Mechanical Seal과 비교해서 가격이 저렴하지
만, 윤활용 그리스와 같이 쓰여야하는 단점도 있다.

○ X 링 : 거의 각형에 가까운 X자형의 단면을 한 링 패킹으로 저속 회전운동용
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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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카 T 링 : O-Ring과 같이 Compact한 설계가 가능하여 회전방향이 왕복이
거나 요동, 저속회전에 사용 가능하다. 이 Seal의 재료는 단면이 T 형의 고무
링과 일부의 백업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이벨 조인트, 어큠레이터, 증압기,
공작기계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 Mechanical Seal : 고속에서 안정적으로 Sealing이 가능한 방법으로 기존의
Shaft Seal처럼 축에 직접 Sealing 면의 접촉이 없어 Shaft 마모가 발생하지
않고 발열이 없으며, 수명 또한 기존의 회전형 Seal 중에서 가장 길다. 그렇
지만 여러 개의 부품이 조합 되어있어 장착부의 체적을 많이 차지하며, 구성
부품의 재질에 따라서 수명과 가격이 좌우된다.

수중분해장비에서는 Main Spindle의 회전수가 최고 8000 rpm의 고속 회전형
Dynamic Sealing기술이 필요하며, 특히 주축의 진동을 억지하기 위하여, 길이 방향
의 Compact화가 매우 요구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Main Spindle의 Sealing은
Mechanical Seal을 아래의 도면과 같이 길이 방향의 Compact한 구조이며, 부품 수
가 최소화되도록 특수하게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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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Main Spindle의 Mechanical Sealing

수중에서 작동되는 서보 모터의 Sealing을 위하여 Protect Cover와 회전체에
Mechanical Seal을 사용하였고, 수압보다 높은 압력의 공기를 공급함으로서 원천적
으로 물이 침투되는 것을 막도록 설계하였으며, 특히 정전 또는 Compressor의 고장
등으로 압력이 저하되는 것에 대비하여 압축 질소(N2)가스를 공급하는 방수장치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수장치는 신기술로서 특허출원을 하였다.
방수장치는 콤프레샤에서 생산되는 압축공기(6 bar)를 압축공기저장탱크와 에어드
라이어를 거쳐 레귤레이터에서 감압한 후, 제1체크밸브를 통해 각 수중기기에 공급
하여 방수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시에는 가스용기의 압축가스가 제1,2레귤레이
터에서 감압된 후, 제2체크밸브를 통해 공급되도록 구성하되, 제1체크밸브를 통해 압
축공기가 공급되는 공급유로의 압력이 설정압(0.8 bar) 이하로 저하되면 제2체크밸
브가 개방되면서 가스용기의 압축가스가 공급되도록 구성하였다. 가스용기에는 질소
등과 같이 압축성이 우수한 가스를 고압으로 압축상태로 연결하고, 제1레귤레이터에
서는 가스용기로부터 공급되는 압축가스의 압력을 1차적으로 1.0 bar까지 낮추게 된
다. 그리고, 제2레귤레이터에서는 제1레귤레이터에서 감압된 압축가스의 압력을 다시
0.6 bar까지 낮추어 공급하게 된다.
수중기기의 방수장치는 정전 등과 같은 비상시 콤프레샤로부터 압축공기가 공급되
지 않아도 제2체크밸브가 압력 차에 의해 자동 개방되면서 가스용기의 압축가스를
제1,2레귤레이터에서 0.6 bar로 감압한 상태로 공급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급유로를
통해 계속적으로 압축가스의 공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수중기기의 방수상태를 그
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방수중단에 의한 수중기기의 고장 등을 예방하게 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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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공한다.

Fig. 3.1.10 수중기기 방수장치 설계도

모터에 연결되는 케이블부분은 O-Ring을 삽입하고 실링 볼트와 와셔로 밀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였다. 방수장치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설치 위치 : 주축, X, Y, Z, 회전축(총 5개의 모터)
○ Protect Cover 내 유지 압력 : 0.6 bar
○ 사용 가스 : 압축공기(정전 등 비상시 질소가스)
○ 모터 축 실링 : Mechanical Sealing Unit(8,000 rpm급)
○ 케이블 실링 : O-Ring, Sealing Bolt, Sealing Washer, Band
○ 공기 압축기 : 1 마력
○ 압축공기 저장탱크 :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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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1 방수장치의 구성
(5) 절삭 칩 처리장치 개발
회전시료조사대의 분해 작업시 절단에 의한 찌꺼기, 즉 칩(Chip)이 발생하는데 이
러한 칩이 분해 장비의 틈새에 끼일 경우 분해 장비 자체가 오염되므로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절단 작업 중에 칩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였다. 칩 처리장치는
회전시료조사대 전용 공구의 사이드 커터 부위와 롱엔드밀 부위를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수중분해장비에 장착된 칩 흡입 호스가 2개 있으며 외부에 이동식 칩 흡입
호수를 통해 미처 흡수되지 못한 나머지 칩을 흡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용된 모
터는 22,500 ℓ/h 대형 모터로서 지속적으로 물을 순환시키며 칩을 물과 함께 흡입
하도록 설계하였다. 물과 함께 흡입된 칩이 처리장치를 통과하면서 바닥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5단 구조로 설계하였으며, 각단의 체적은 유속이 충분히 감소되어 칩의
-3

침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칩 처리장치의 최대유량은 6.25 × 10

m3/s이고 입

구 유속은 3.08 m/s이다. 체적 증가에 의해 감속된 유속은 0.13 m/s이며 출구의 유
속은 0.509 m/s이다.
칩 처리장치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크기 : 1220 × 594 × 530 mm
‣ 구조 : 5단 침하 구조
‣ 단 간격 : 420 + 200 + 200 + 200 + 2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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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유량 : 6.25×10-3 m3/s

성능시험 결과물과 함께 흡입된 칩들은 처리장치를 통과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침
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3.1.12 칩 처리장치의 설계도면 및 사진

(6) 설계 검증을 위한 구조 해석
구조 해석은 역학적 해석, 열적 해석, 진동 해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
다. 본 과제의 수중분해장비의 설계 검증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절삭시 발생되는 절삭
부하에 대해 장비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수중분해장비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메인 프레임, 절삭부하가 직접 작용하는 주축, 회전시료조
사대의 안정적 고정을 위한 클램핑 장치에 대한 역학적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절에서 수행한 역학적 구조해석은 부가하중에 대한 수중분해장비의 응력 변화와 이
에 따른 변형량 정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해석 결과를 통해 장비의 안정성과 정밀도
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절삭시 발생하는 절삭부하는 5000N 이하
이므로 구조해석시 가해지는 하중을 5000N으로 셋팅하였다. 구조해석을 위해 3차원
메쉬 기능과 유한요소해석 기능, 그리고 그 외 다양한 부가 기능을 가진 디자인 스
페이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가) Main Frame의 구조해석
밀링 머신의 main frame은 베드 끝단에 주축의 상하 이송이 가능하도록 컬럼을
설치한 구조로 정밀 절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main frame이 충분한 강성을 유지하
여야 하므로 설계의 검증을 위해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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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Design Space)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main frame 모델에 사용된 총 노드 수는 284,243개, 총 엘리먼트
수는 154,516개이며 5000N의 하중이 컬럼에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하
였다. 구조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Fig. 3.1.13 메인 프레임 Mesh 모델
Table 3.1.2 구조해석을 위한 메인 프레임의 물성치
Size

2200×1350×2040 mm

Modulus of Elasticity

1.93×105 MPa

Poisson's Ratio

0.31

Tensile Yield Strength

207 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586 MPa

아래 그림에 구조해석을 수행한 결과인 등가응력과 변형량을 나타내었다. 최대 등
가응력은 22.4 MPa로 베드의 지지되는 부분에서 나타났으며, 컬럼과 베드의 연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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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는 약 3 MPa의 등가응력을 보였다. 이는 항복강도에 훨씬 못 미치는 응력값
으로 프레임이 충분한 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최
대 변형량은 프레임의 맨 윗부분에서 0.2 mm로 나타났으며 회전시료조사대의 절삭
작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밀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Fig. 3.1.14 메인 프레임의 등가응력 해석 결과(옆면)

Fig. 3.1.15 메인 프레임의 등가응력 해석 결과(아랫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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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6 메인 프레임의 변형량 해석 결과

(나) 주축의 구조해석
주축이 힌지축에 의해 회전하여 수평 및 수직 절삭을 수행하므로 안정된 절삭을
위해 절삭시 발생하는 절삭력에 의한 지지프레임 및 힌지부의 변형량 및 등가응력
을 해석하고 주축이 적절히 설계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3차원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Design Space)을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평 절삭시 주축 모델에 사용된 총 노드 수는 183,391개, 총 엘리먼트 수는 106,149
개이며 수직 절삭시 총 노드 수는 179,944개, 총 엘리먼트 수는 104,710개 이다.
5000N의 하중이 각 3축 방향으로 공구부에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조해석을 하
였다. 구조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3.1.3 구조해석을 위한 주축의 물성치
Modules of Elasticity

1.93×105 MPa

Poisson's Ratio

0.31

Tensile Yield Strength

207 MPa

Tensile Ultimate Strength

586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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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절삭의 경우 Z방향으로 5000N의 하중을 공구 삽입 부분에 가했을 경우 구조
해석한 결과를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이 때 최대 등가응력은 57.3MPa로서 하중이
가해지는 공구 삽입 부분, 힌지축 부분, 주축 모터를 지지하는 프레임의 연결부분에
서 발생하였다. 개발된 주축은 힌지축에 의해 회전하므로 절삭시 하중이 가해질 경우
힌지축 부분의 변형이나 파손이 우려되는데 구조해석 결과 항복 강도인 207MPa보다
훨씬 작은 응력을 받으므로 안정적인 절삭이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대
변형량은 0.38mm로 공구 삽입 부분과 모터 커버의 끝단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며 원
자로 부품의 절삭시 만족할만한 정밀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X방향과 Y방향으로
5000N의 하중을 가했을 경우의 구조해석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Table 3.1.4 주축의 수평상태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
Loading
Direction
(500N)

Maximum
Equivalent
Stress

Maximum

Displacement

Displacement
(mm)

(MPa)

of Tool
Insert Part
(mm)

X

49.8

0.02

0.02

Y

71.2

0.2

0.12

Z

57.3

0.38

0.38

Fig. 3.1.17 주축의 등가응력 해석 결과(수평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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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8 주축의 변형량 해석 결과(수평상태)

최대 등가응력은 71.2 MPa로서 Y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힌지축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변형량은 0.38 mm로서 Z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
였다. 실제 절삭 정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구 삽입 부분의 최대 변형량도 0.38 mm
로서 Z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였다. Y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경
우 최대 변형량은 공구 삽입 부분이 아닌 모터 커버의 끝단에서 발생하였다.
수직 절삭의 경우 Y방향으로 5000 N의 하중을 공구 삽입 부분에 가했을 경우 구
조해석한 결과를 아래 그림에 나타내었다. 이 때 최대 등가응력은 71.4 MPa로서 하
중이 가해지는 공구 삽입 부분, 힌지축 부분, 지지프레임의 하단부분에서 발생하였
다. 이 값 역시항복 강도인 207 MPa보다 훨씬 작은 응력이므로 안정적인 절삭이 수
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대 변형량은 0.15 mm로 공구 삽입 부분에서 발생
하였으며 충분한 정밀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X방향과 Y방향으로 5000 N의 하중
을 가했을 경우의 구조해석 결과를 아래 표에 나타내었다.
최대 등가응력은 71.4 MPa로서 Y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힌지축 부분에서
발생하였으며, 최대변형량은 0.34 mm로서 X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모터 커
버의 끝단에서 발생하였다. 공구 삽입 부분의 최대 변형량은 0.15 mm로서 Y방향으
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발생하였다. Z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최대 변형량
은 X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처럼 모터 커버의 끝단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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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9 주축의 등가응력 해석 결과(수직상태)

Fig. 3.1.20 주축의 변형량 해석 결과(수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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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주축의 수직상태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

Loading
Direction
(500N)

Maximum

Maximum

Equivalent

Displacement

Stress

(mm)

(MPa)

Displacement
of Tool
Insert Part
(mm)

X

64.3

0.34

0.13

Y

71.4

0.15

0.15

Z

5.54

0.2

0.11

(다) 클램핑 장치의 지지력 평가(회전시료조사대의 구조해석)
절삭 작업시 RSR을 고정하기 위한 공기압 클램프의 압력은 변형이나 파손없이
RSR을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는 적정 지지력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무리한 힘
을 가하여 RSR이 파손되어 고방사능 부위가 떨어져 나가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고방사능 부분에 대한 정밀한 절삭이 요하는 부분에는 공기압 클램프의
압력에 의한 변형이 작아야만 정밀 절삭을 수행할 수 있다.
RSR을 고정하기 위한 적정 지지력을 계산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Design Space)을 사용하여 클램프가 가하는 지지력에 대해 RSR에 분포되는 등가
응력과 변형량을 계산하였다. 회전시료조사대의 경우 클램핑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
는 아래 안쪽 부분이며 전제척으로 대칭 구조이므로 부력탱크를 제거한 부분만을
해석하여 해석 시간을 줄였다. 이 때 사용된 총 노드 수는 115,420개, 총 엘리먼트
수는 57,282개이다. 구조해석을 위한 입력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3.1.6 구조해석을 위한 회전시료조사대의 물성치
Modulus of Elasticity

7.1×104 MPa

Poisson's Ratio

0.33

Tensile Yield Strength

280 MPa

구조 해석 결과 등가응력과 변형량은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났다. 본 해석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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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lamping device의 jaw가 RSR에 가하는 압력을 미소한
일정량 만큼 점차 증가시켜 가며 반복 구조해석을 수행하며 등가응력을 관찰하고
등가응력이 RSR의 항복강도인 280 MPa과 같아졌을 때를 나타낸 것이다. 이 때
jaw에 의해 가해진 압력은 5.75 MPa이었으며, 최대 변형량은 약 0.9mm로 나타났다.
따라서, RSR을 테이블에 고정할 경우 clamping device의 jaw의 최대 압력을 5.75
MPa로 정하고 실제 고정 압력은 이보다 낮게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ig. 3.1.21 회전시료조사대의 등가응력 해석 결과

Fig. 3.1.22 회전시료조사대의 변형량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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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중분해장비의 제작
검증된 설계 자료를 바탕으로 수중분해장비를 제작하였으며, 장비의 제원은 아래
와 같다. 제작은 단위 부분별로 제작하여 단품시험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조립하였
다.
‣ 크기 : 2200 × 1350 × 2040 mm
‣ 재질 : 내부식성과 강성을 고려하여 SUS316L 사용
‣ 구동축 : X, Y, Z의 3축 동시 구동 및 작업 테이블 회전(360°)
‣ 행정거리 : 900 × 640 × 1400 mm
‣ 주축 회전 : 90° 회전하여 수평, 수직 절삭 가능

main base

turn table

warm gear

clamping assembly

base subassembly

column

turn table cover

turn table housing

mechanical seal

main spindle cover
Fig. 3.1.23 수중분해장비 주요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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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spindle parts

air tank assembly

Fig. 3.1.24 개발된 수중분해장비

다. 수중분해장비 진동 해석
구조물의 각 요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선형성을 가지고 있다. 비선형진동
에 관한 많은 연구결과에서 비선형 진동의 특성으로는 주공진(main resonance)에서
공진곡선이
(subharmonic

기울어져

있으면

resonance),

선형진동에서는

발생하지

초조화공진(superharmonic

(summed-and-differential

harmonic

resonance),

않는

분수조화공진

resonance),

합차조화공진

결합조화공진(combination

harmonic resonance) 초조합공진(supercombination resonance) 및 내부공진(internal
resonance) 등의 독특한 공진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분수조화공진은 외력의 진
동수 ω 가 고유진동수 p i 의 정수배가 된다. 즉 ω = ±ω/m(≒p i )의 분수조화진동이
발생한다. 반대로 초조화공진은 고유진동수 p i 가 외력의 진동수

ω 의 정수배, 즉

±mω≒p i 가 되는 회전속도 부근에서 진동수 ω i = ±mω(≒p i )의 초조화진동이 발생
한다. 합차조화공진은 다자유도계에서 고유진동수 p i , p j , …와 외력의 진동수 ω =
±mp i±np j±…의 관계가 있을 때, 진동수 ω i ( ≒p i ), ω j ( ≒p j ), …의 진동성분을 동시
에 결합하여 합차조화공진이 발생한다. 결합조화공진은 진동수 ω , Ω , …의 복수의
주기적 외력이 작용하는 system에서 ±mω±nΩ±… =p i 가 되는 회전속도 부근에서
진동수 ω i = ±mω±mΩ±… ( ≒p i )의 결합조화공진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선형
진동에서도 비선형진동과 유사한 진동파형 및 주파수 분석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판단에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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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비는 수중에서 절단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특수공작기계이며 수중분해
장비라고 한다. Spindle Device, Rotary Table Device, Main Frame 등의 다양한 부품들
로 구성되어있다. Spindle Device는 절삭공구에 동력을 전달하고 상하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Rotary Table은 원통형 공작물을 공압장치로 고정하고 좌우 180°
회전 및 전후좌우의 직선이동이 가능하다. Main Frame은 이러한 장치들의 이동 및
고정 그리고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장치들이 부착되어
있어 비선형 스프링 특성의 존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비선
형진동에서 볼 수 있는 진동특성이 측정되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자 한다.
(1) 이론적 해석

(가) 운동방정식의 유도
수중분해장비의 개략도는 아래그림과 같다. 여기서 G 3 은 Main Spindle로 모터
및 밀링이 설치되어 장비에 외력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며 가공을 위해 상하 운동
을 한다. G 4 는 가공물인 RSR을 장착하고 좌우 및 앞뒤 운동 그리고 회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G 3 와 G 4 의 위치 변화는 System 전체의 무게 중심의 변
화를 일으킨다. 그 변화를 식(3.1.1)과 (3.1.2)를 이용하여 x c 와 z c 를 구한다.

h1
h2
h4
+ h 2 b 2(
+ h 1 ) + b 3 h 3x G3 +b 4 h 4 (
+ h 1)
b 1h 1
Gz
2
2
2
=
xc=
----(3.1.1)
A
b 1h 1 +b 2 h 2 +b 3 h 3 +b 4 h 4
b1
h2
b3
+ h 2b 2
+ b 3 h 3(
+ b 2 ) + b 4 h 4z G4
b 1h 1
Gx
2
2
2
=
zc=
A
b 1h 1 +b 2 h 2 +b 3 h 3 +b 4 h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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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Fig. 3.1.25 수중분해장비의 개략도

Fig. 3.1.26은 Fig. 3.1.25에서 베이스 면이 1/4을 나타낸 것으로 식(3.1.1)과 (3.1.2)
에서 구한 좌표값 x c 와 z c 를 무게중심 G 라하고 이 점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계를
설정하였다. G 점에서 G - xyz 좌표를 잡고 G 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직선이 베이스
면과 닫는 점을 G ' 점이라 하고 G ' 을 기준으로 G ' - xy'z' 좌표계를 잡았다.

Fig. 3.1.26 좌표축 및 변위
Fig. 3.1.27은 G ' 에서 외각까지의 길이를 각각 l 1, l 2 , l 3, l 4 라 하며 바닥과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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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면의 A, B, C, D의 각 단에 각각 탄성체와 댐퍼가 설치 되어있다고 가정하자.
이 계의 무게중심 G 로부터 G ' 의 상하 방향의 변위를 x (아래 방향을 x 의 정방
향), G ' 의 주변의 y' 축 중심의 회전각을 θ 1 (반시계 방향을 θ 1 의 정방향), z' 축
중심의 회전각을 θ 2 (반시계방향을 θ 2 의 정방향)으로 하는 3자유도가 된다. A'점은
회전각 θ 1 과 θ 2 에 의해 이동한 점이다.

Fig. 3.1.27 길이 변수
Fig. 3.1.27에서 A, B, C, D 각 단의 스프링의 신축량은 다음과 같이 된다.
AA'= x+l 1θ 1 +l 2 θ 2
BB'= x-l 3θ 1 +l 2 θ 2
CC'= x-l 3θ 1 -l 4 θ 2
DD'= x+l 1θ 1 -l 4 θ 2

-----------(3.1.3)

여기서 각 단에 설치된 스프링 상수가 k 로 같다고 한다면 변위 x 에 의한 운동방정
식은 다음과 같다.
m ẍ =- ( AA' + BB' + CC' + DD')k

-----------(3.1.4)

식(3.1.3)을 식(3.1.4)에 대입하면
m ẍ + 4kx+ ( 2l 1-2l 3 )kθ 1 +(2l 2-2l 4 )kθ 2 = 0

-----------(3.1.5)

또 점 G ' 주변의 스프링에 의한 모멘트 M 에 의한 방정식은
I 1 θ 1̈ = kl 1 (AA'+DD') - kl 3 (BB'+CC')
I 2 θ 2̈ = kl 2 (AA'+BB' ) - k l 4 (CC'+DD')
식(3.1.6)에 식(3.1.3)을 대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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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I 1 θ 1̈ - kl 1 (x+l 1 θ 1 +l 2 θ 2 +x+l 1 θ 1 -l 4 θ 2 )
+ kl 3 (x-l 3 θ 1 +l 2 θ 2 + x - l 3θ 1 -l 4 θ 2 ) = 0
I 2 θ 2̈ - kl 2 (x+l 1 θ 1 +l 2 θ 2 +x-l 3 θ 1 +l 2 θ 2 )
+ k l 4 (x-l 3 θ 1 -l 4 θ 2 + x + l 1θ 1 -l 4 θ 2 ) = 0

------------(3.1.7)

따라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m ẍ + 4kx+ 2k( l 1-l 3 )θ 1 +2k(l 2-l 4 )θ 2 = 0
I 1 θ 1̈ - 2k(l 1 -l 3 )x - 2k ( l 21 +l 23 )θ 1 -k( l 1l 2 -l 2 l 3 +l 3 l 4 -l 4 l 1 )θ 2 = 0
I 2 θ 2̈ - 2k ( l2-l 4 )x - k( l 1l 2 -l 2 l 3 +l 3 l 4 -l 4 l 1 )θ 1 - 2k( l 22 +l 24 )θ 2 = 0

-(3.1.8)

각각의 파라메터를 다음과 같이 치환하고
x 1 = x, x 2 = θ 1, x 3 = θ 2, m 1 = m, m 2 = I 1, m 3 = I 2
k 12 = 2k(l 1-l 3 ),
k 13 = 2k(l 2-l 4 )
k 11 = 4k,
2
2
k 21 =- 2k(l 1 -l 3 ), k 22 =-2k ( l 1 +l 3 ), k 23 =-k( l 1l 2 -l 2 l 3 +l 3 l 4 -l 4 l 1 )
-(3.1.9)
2
2
k 31 =-2k(l 2-l 4 ), k 32 =-k( l 1l 2 -l 2 l 3 +l 3 l 4 -l 4 l 1 ), k 33 =- 2k( l 2 +l 4 )
전 System의 질량 m , y' 축에 대한 질량2차 극관성모멘트 I 1 과 z' 축에 대한 질
량2차 극관성모멘트 I 2 라 하면 다음과 같다.
m = ρTA = ρ T( b 1 h 1 +b 2 h 2 +b 3 h 3 +b 4 h 4 )
h 21 +b 21
b 22 + h 22 +3h 2 h 1 +3h 21
I 1 = ρT h 1b 1
+h2b2
3
3
2
2
2
b 3 +3b 3 b 2 +3b 2+3x G3+h 23/4
+h3b3
3
2
2
3z G4 + b 4/4+ h 24+3h 4 h 1 +3h 21
+h4b4
3
2
- ( h 1 b 1 +h 2 b 2 +h 3 b 3 +h 4 b 4 )z c }

----------(3.1.10)

{

---------(3.1.11)

h 21
h 22 +3h 2 h 1 +3h 21 )
(
+ b 2h 2
I 2 = ρT b 1h 1
3
3
2
2
3x
+
h
/4
h 24 +3h 4 h 1 +3h 21 )
(
)
(
G3
3
+ b 3h 3
+ b 4h 4
3
3

{

} ------(3.1.12)

식(3.1.8)에 식(3.1.9), (3.1.10), (3.1.11), (3.1.12)을 대입하면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
이 정리된다.
m 1 x 1̈ + k11 x 1 + k 12 x 2 + k 13 x 3 = 0
m 2 x 2̈ + k21 x 1 + k 22 x 2 + k 23 x 3 = 0
m 3 x 3̈ + k31 x 1 + k 32 x 2 + k 33x 3 = 0

------------(3.1.13)

또한 식(3.1.9)로 부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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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12 =- k 21, k 13 =-k 31, k 23 = k 32

-----------(3.1.14)

식⑬의 x 1 , x 2 와 x 3 의 진동은 시각 t 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같은 진동수, 같
은 위상을 가져야만 한다. 즉 자유진동의 해는
x 1 = a 1 sin(pt+β),
x 2 = a 2 sin(pt+β),
x 3 = a 3 sin(pt+β),

x 1̈ =- p2 a 1 sin(pt+β)
x 2̈ =- p2 a 2 sin(pt+β)
x 3̈ =- p2 a 3 sin(pt+β)

-----------(3.1.15)

의 형태가 된다. 자유진동의 진동수, 즉 고유진동수 p 는 식(3.1.15)를 식(3.1.13)에
대입하면
2

{ - m 1 p a 1 + k 11a 1 +k 12 a 2 +k 13 a 3 } sin (pt +β) = 0
2
{ - m 2 p a 2 + k 21a 1 +k 22 a 2 +k 23 a 3 } sin (pt +β) = 0
2
{ - m 3 p a 3 + k 31a 1 +k 32 a 2 +k 33 a 3 } sin (pt +β) = 0

------------(3.1.16)

t 의 모든 값에 대해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 } 안의 0 되어야 하기 때문에 a 1 , a 2 ,
a 3 에 관한 이원일차방정식이 a 1 = a 2= a 3= 0 이외의 해를 갖기 위해서는 a 1 , a 2 ,
a 3 의 계수로부터 행렬식이 0이 되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p 2 에 관한 3차 방정식을
얻는다.
6
4
m 1m 2m 3p - (m 2 m 3k 11 + m 3 m 1k 22 + m 1 m 2k 33 )p
+ { m 1 (k 22 k 33 + k 223 )+m 2(k 11 k 33 + k 213 ) + m 3 (k 11 k 22 + k 212 ) }p 2
2
2
2
- k 11 k 22k 33 - k 12 k 23k 31 - k 13 k 21k 32 - k 11 k 23 - k 22 k 13 - k 33 k 12 = 0 ----(3.1.17)

식(3.1.17)로 부터 무감쇠계의 자유진동의 진동수 p 를 얻기 위한 그 자유진동해는
x i = a i sin(pt+β)

( i = 1, 2, 3)

----(3.1.18)

라고 놓을 수 있다. 진동수 p 는 특성방정식
Φ( p 2 ) = - m 1 m 2m 3 (p 2 - p 21 )(p 2 - p 22 )(p 2 - p 23 ) = 0

----(3.1.19)

의 근으로 주어진다. 즉 3개의 정근 p 21 , p 22 , p 23 를 갖는다. 따라서 자유도의 수와
같은 3개의 고유진동수 p 1 , p 2 , p 3 이 항상 존재한다.

2-3-1-2 강제 진동 해석
가. 한 개의 외력이 존재하는 경우
수중분해장비가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경우, 주축 모터의 편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심력이 외력으로 작용한다. 이 때 감쇠를 고려하지 않으면 운동방정식은

- 61 -

m 1 x 1̈ + k11 x 1 +k 12 x 2 +k 13 x 3 = 0
m 2 x 2̈ + k21 x 1 +k 22 x 2 +k 23 x 3 = m 0 eω 2 cos ( ω t + β)
m 3 x 3̈ + k31 x 1 +k 32 x 2 + k 33x 3 = 0

----(3.1.20)

된다. 여기서 m 0 는 편심질량, e 는 편심량, ω 는 회전속도를 나타낸다. 이 강제진
동의 해를
x i = A i cos ( ω t + β 1 )

(i=1, 2, 3)

----(3.1.21)

라고 하고 식(3.1.21)를 식(3.1.20)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그 진폭은 각각
2
2
2
A 1 = m 0eω (k 12 m 3ω + k 13 k 32 - k 12 k 33 ) / Φ( ω )

A 2 = m 0eω 2 { m 1m 2ω 4 - (k 11 m 3 + k 33 m 1 )ω 2 + (k 11 k 33 - k 13 k 31 ) }/Φ( ω 2 )--(3.1.22)
2
2
2
A 3 = m 0eω (k 32 m 1ω + k 12 k 31 - k 11 k 33 ) / Φ( ω )

이 되며 여기서 Φ( ω 2 ) 은 식(19)의 Φ( p 2 ) 중의 고유진동수 p 를 강제력의 진동수
ω 로 치환한 것이다.
나. 두 개의 외력이 존재하는 경우
본 장비는 절삭을 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주축에는 2날의 앤드밀이 장착되
어 있다. 따라서 절삭 시에는 주축의 편심에 의한 원심력 이외에 절삭날에 의한 외
력이 발생한다. 그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m 1 x 1̈ + k11 x 1 +k 12 x 2 +k 13 x 3 = 0
m 2 x 2̈ + k21 x 1 +k 22 x 2 +k 23 x 3 = m 0 eω 2 cos ( ω t + β 1 )+F cos ( n ωt + β 2 )
---(3.1.23)
m 3 x 3̈ + k31 x 1 +k 32 x 2 + k 33x 3 = 0
여기서 F 는 절삭날의 충격량이며 n 은 절삭날의 수, β 1 은 주축의 위상차, β 2 는
날의 위상차를 나타낸다. 그 해를 중첩의 원리에 의하여
x i = A 1i cos(ωt + β 1 ) + A 2i cos(nωt + β 2 )

--(3.1.24)

을 이용하면 그 진폭을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해석의 방법론보다
는 실제 계의 진동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3.1.23)을 Runge-KuttaVarner법을 이용한 수치적분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수치적분에 있어서 허용상대
오차를 1스텝 당 10-12정도로 하여 주축의 1회전에 대해서 128스텝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력 및 주파수 분석을 Fig. 3.1.28 에 나타낸다. Fig. 3.1.28 (a)는
β 2 -β 1= 0인 경우로 주축회전에 의한 조화 파형에 대하여 180°부근에서 왜곡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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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b)는 β 2 -β 1= (3/4) π 인 경우로 45°부근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있으며 (c)
는 β 2 -β 1= π 인 경우로 0°부근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파수 분
석 결과는 (a), (b), (c) 모두 주축의 회전속도인 ω 와 그 두 배인 2ω 에서 스펙트럼
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ω 에서 발생한 스펙트럼은 절삭 날의 충돌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며 비선형 진동의 초조화공진(superharmonic resonance)과 같은
모양을 보이고 있다. 초조화진동에서는 비선형 성분의 관여하여 하나의 외력에 대하
여 그 외력의 회전속도 ω 에 대한 스펙트럼 이외에 그 속도의

정수배, 즉

ω 1 = ±mω의 성분이 발생하는데 이때 ω 1 은 고유진동수 p 부근이다. 본 연구에서처
럼 두 개의 외력이 서로 정수배의 관계를 가지고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유진동수 p 의
위치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2
Fig. 3.1.29는 절삭충격량 F 가 편심력 m 0eω 보다 크게 되어 2ω 성분이 ω

성분 보다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 Fig. 3.1.29 (a)의 시간이력에서는 회
전속도 ω 의 4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2ω 의 진폭이 크기 때문에 ω 는 2ω 의 파형의
상․하부에 요동을 하고 있다.

(a) Case of β 2 -β 1= 0

(b) Case of β 2 -β 1= (3/4)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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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ase of β 2 -β 1= π
Fig. 3.1.28 시간이력과 주파수 분석

(a) Time history

(b) Frequency spectrum

Fig. 3.1.29 ω 보다 2ω 의 스펙트럼이 큰경우

(나) 회전시료조사대 고유진동수 해석
수중분해장비를 이용하여 회전시료조사대의 스테인레스스틸 부품을 분리 할 때,
수중분해장비의 공구에 의해서 회전시료조사대를 가진하게 되는데 만약 수중분해장
비 공구의 가진 주파수가 회전시료조사대의 고유진동수와 일치하게 된다면 공진이
발생하게 되어 절삭 대상물이 심하게 진동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진동에 의해 정밀
한 작업이 요하는 부분에서 방사능 준위가 높은 스테인레스스틸 부품이 절삭되면
칩과 부유물 등이 수중분해장비 뿐만 아니라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진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전시료조사
대의 고유진동수를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지유체 내에 있는 구조물의 진동해석은 일반적으로 유체와 구조가 연성 되어있
다. 만약 유체의 밀도가 구조물의 평균밀도 보다 훨씬 작다면, 유체에 대한 연성효과
는 소형 구조물에 대해서 고유진동수와 모드형태에 대해 일반적으로 영향을 주지
3
못한다. 따라서 공기상태( ρ =1.2 kg/m )에서는 대부분의 금속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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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드형상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수중( ρ =1000 kg/m3)에서는 유체와 구조물과
의 밀도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체에 대한 연성효과는 선박 및 파이프라인과 같
은 해양 구조물의 자유진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체 내에 있는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유체와 구조물 사이의 연성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구조물의 진동수 보다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연성은 구조물의 강성은
변화시키지 않지만 물 속에 잠겨있는 구조물의 질량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이 유체 내에서 진동할 때 고유진동수 모드를 구하는 방법에는
lumped mass technique과 added mass method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finite
element와 같이 유체를 연속체로 간주하여 구하는 방법도 제안되었다.
lumped mass technique은 구조물의 각 절점에 단순히 유체의 질량을 부가하여 유
체의 관성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쉽게 적용할 수 있다. added mass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유체와 구조물의 연성 효과를 질량행렬로 간주하여 이 질량행
렬을 제안된 조건아래 이론적으로 구하며 구조물과 유체의 연성효과 때문에 질량행
렬은 대각선 이외의 요소를 갖는다. 둘째, 유한요소 방법을 도입하여 유체와 구조물
의 질량-연성을 완전히 기술하여 부가질량행렬을 구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유체
와 구조물의 상호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다른 어느 방법보다 많은
시간과 경비의 소모를 요구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added mass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으로 Blevins가 제시
한 방법에 의해서 유체에 대한 added mass를 이론적으로 구하여 구조물의 질량행렬
에 적용하여 진동해석을 수행하였다. Blevins가 제시한 원형원통의 부가질량식음 다
음과 같다.
2

A p = α ρπa b

여기서 A p 는 회전시료조사대의 부가질량을 나타내고 α 는 실험계수, ρ 는 물의 밀
도, a 는 회전시료조사대의 반경, b는 회전시료조사대의 높이를 나타내고 있다. 위
식을 이용하여 구한 회전시료조사대의 부가질량 값은 182 kg으로 계산되었다.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NSYS 코드를 이용하여 회전시료조사대에 대한 고유진동수
및 모드 형상을 해석하였다. 회전시료조사대의 재질은 대부분 알루미늄 6061-T6이
며 이 재질의 물성치는 다음과 같다.

∙ 탄성계수 (Young's Modulus) E= 71,000 MPa

- 65 -

∙ 프와송비 (Poisson's Ratio) ν= 0.33
3
∙ 밀도 (density) ρ= 2.77×103 kg/m

ANSYS에서 회전시료조사대 모델링에 사용한 요소는 회전시료조사대 외부의 경우
4절점 shell요소(SHELL63)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8절점 요소(SOLID45)로 모델링
하였다. 그리고 모델에 사용된 총 노드의 수는 28,963개가 사용되었다. ANSYS 모델
링의 각 노드에 대해 수중에서의 부가질량을 전체의 노드에 나누어 적용하여, 고유
진동수와 모드형상을 해석하였다.
회전시료조사대의 공기중 및 수중에서의 가장 낮은 고유진동수 10개에 대한 결과
는 다음 표와 같다.

Table 3.1.7 공기중 및 수중의 회전시료조사대 고유진동수
Modes

공기중 [Hz]

수중 [Hz]

1st

237.1

156.9

2nd

242.4

165.6

3rd

248.4

169.1

4th

261.5

175.0

5th

304.2

196.3

6th

310.8

201.1

7th

335.7

206.6

8th

346.8

225.7

9th

377.7

230.7

10th

378.5

250.5

ANSYS를 이용하여 구해진 수중에서 고유진동수가 가장 낮은 10개의 모드형상은
다음 그림들과 같으며, 구조물의 하부보다 상부에 많은 변형이 발생되는 것으로 해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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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mode

2nd mode

3rd mode

4th mode

5th mode

6th mode

7th mode

8th mode

9th mode

10th mode

Fig. 3.1.30 회전시료조사대의 고유모드 형상
(다) 진동 실험 장치 및 방법
측정장비는 Fig. 3.1.31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Laser Sensors에서 발생하는 진
동을 미소 전류신호로 전환하여 Amp에서 증폭한다. 다시 A/D Card에서 이 아날로
그 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노트북 컴퓨터에 전달되면 Program에서 그 파형
의 관찰 및 디지털신호를 저장한다. 저장된 디지털신호는 응용프로그램으로 주파수
분석을 한다.

Fig. 3.1.31 측정장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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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축소 모델을 이용한 진동 실험
실제 장비를 제작하기 전에 1/50의 크기로 Fig. 3.1.32와 같은 축소 모델를 제작하
여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 모델에서는 소형 모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절삭작업 대
신에 180°간격의 두 개의 날개가 판 스프링을 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3.1.33은 모
델에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측정하고 있는 모습이다. 모터의 회전속도 ω = 2163 rpm
일 때의 측정 결과를 Fig. 3.1.34에 나타낸다. Fig. 3.1.34 (a)의 시간이력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처럼 진폭 0.02 mm 정도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큰 파형 사이에 진폭
0.005mm 정도의 작은 파형은 측정장비의 노이즈이다. Fig. 3.1.34 (b)는 주파수 분석
을 한 결과이다. 이 모델의 고유진동수인 p = 464 rpm과 모터의 회전속도 ω = 2163
rpm 및 2ω = 4326 rpm 에서 스펙트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
와 ω 또는 p 와 2ω 사이에는 분수배 또는 정수배의 관계가 전혀 성립하고 있지 않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비선형성에 의한 진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1.32 축소 모델

Fig. 3.1.33 축소 모델의 진동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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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ime history
Fig. 3.1.34

(b) Frequency spectrum

ω = at 2163 rpm에서 축소모델의 실험결과

(마) 수중분해장비에 대한 진동 실험
수중분해장비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Spindle Device, Rotary Table Device,
Main Frame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Fig. 3.1.35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절단작업을
할 수 있도록 2날 앤드밀이 장착되어 있다. 주축의 회전속도 ω = 1100 rpm 일 때의
측정결과를 Fig. 3.1.36에 보인다. Fig. 3.1.36 (a)는 시간이력이다. 이 파형에서도 축
소 모델에서와 같이 진폭 0.005 mm 정도의 측정장비의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으나
큰 진폭의 파형은 이론 해석에서 보인 Fig. 3.1.28 (b)와 유사하게 왜곡되어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축과 절삭공구의 위상차가 약 (3/4) π 라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3.1.36 (b)는 고유진동수에 관계없이 주축의 회전수 ω = 1100 rpm 와 그 두
배의 위치 2ω = 2200 rpm에서 스펙트럼이 발생하고 있다. 그 크기는 ω 의 위치에서
발생한 것이 2ω 의 것보다 약 3배 가량 크다. 그러나 Main Frame 상의 측정 위치에
따라서 양쪽의 크기가 달라진다. 또한 같은 위치에 측정 할 경우에는 절삭량이 커지
면 2ω 에서 발생하는 스펙트럼의 크기가 커지게 된다. 그 예를 Fig. 3.1.37에 ω =
700 rpm에서 측정한 결과를 보인다. Fig. 3.1.36의 경우보다 진폭이 크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노이즈 진폭은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Fig. 3.1.29에서처럼 2ω 의 파형의
상․ 하부가 요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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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5 절삭 장면

(a) Time history

(b) Frequency spectrum

Fig. 3.1.36 ω = 1100 rpm에서 측정한 해체장비의 실험결과

(a) Time history

(b) Frequency spectrum

Fig. 3.1.37 ω = 700 rpm에서 측정한 해체장비의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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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중분해장비 성능 평가 및 운전조건 도출

(1) 운전성능 평가
공작기계 규격에는 개별규격과 통칙이라고 하는 공통적 규격이 있다. 이 통칙은
Test Code 라고 불리는 것으로 개별 검사규격은 Test Conditions라고 한다. 이 통칙
은 현재 6개가 발효 또는 심의 중이다.
‣ 다듬질 조건 또는 무부하시의 기계의 기하학적 정밀도 : 이 규격에서는 기본적
인 검사방법과 그 해석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다. 이른바 다이얼 게이지와 직선
자, 테스트바 기준에 의한 측정방법이 주지만 새로운 측정방법이 개발되는데
따라서 레이저, 원호 정밀도 측정방법 등이 추가되고 있다.
‣ 수치제어축의 위치결정 정밀도와 재현성을 구하는 법 : NC 공작기계의 발달에
수반하여 그 위치결정 정밀도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정해졌다.
‣ 열영향을 구하는 법 : 기계를 설치하는 환경의 평가에 따라 설치 환경이 나쁘
면 기계가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나오지 않는 원인
이 환경측인가, 기계측인가를 명확히 규명한다. 또한 주축 회전에 의한 발열과
열변위, 직선축 이송에 의한 발열과 열변위가 그 대상이다.
‣ 수치제어 공작기계의 원호시험 : 스위스의 크냅이 개발한 시험방법이 발단이
되어 규격화 된 것으로 정밀도가 높은 원반을 준비하여 그것을 기준으로하여
외주를 NC에 따르게 운전하였을 때의 상호 차이를 2축의 변위계로 검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소음방사를 구하는 법 : 파워 레벨을 측정하여 기계가 주위에 방사하는 소리의
에너지를 구한다. 파워 레벨을 구하는 것의 장점은 하나의 작업실 내에 복수의
다른 공작기계가 설치된 경우도 계산으로 소음 레벨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다.
‣ 대각선 변위시험 : 원래 3차원 측정기의 정밀도를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미리
길이를 알고 있는 볼바를 작업범위의 임의의 위치에 놓고서 프로빙함으로써 실
용상 정밀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재 레이저 간섭 측정기의 보급에 따라 대
각선 상 임의의 위치에서의 위치결정 정밀도가 측정 가능하다.

수중분해장비의 경우 운전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위의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주축
및 이송축(X, Y, Z, C축)의 위치 및 진원도 오차를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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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신호계를 설치하고 각 이송축을 이송시켜 최대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
하였다. 이 때 각 축에 대한 최대 오차는 0.3mm로써 회전시료조사대의 해체 절단
작업을 수행할 충분한 정밀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각 부분별 정밀도는 아래와 같
다.

‣ 주축 진원도 : 0.08 mm
‣ X축 위치 오차 : 0.2 mm
‣ Y축 위치 오차 : 0.15 mm
‣ Z축 위치 오차 : 0.17 mm
‣ C축 진원도 : 0.3 mm

(2) 절삭성능 평가 및 운전조건 도출
절삭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은 절삭시 발생하는 절삭력에 대한 평가,
절삭 진행에 따른 공구 마멸 및 파손의 평가, 절삭 후 가공대상의 가공표면 평가 등
이 있다. 수중분해장비에서는 안정적 절삭이 중요하므로 이중 절삭력을 측정하여 평
가하는 방법을 선정하였다. 절삭력은 공구가 공작물을 분해하면서 공작물의 전단응
력 및 마찰력에 의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절삭력이 작을수록 안정적인 절삭이라
말할 수 있다.
수중분해장비에서는 회전시료조사대의 특성상 일반 절삭력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절삭력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반 머시닝 센터에서 알루미늄 절삭 시험을
수행하여 절삭력을 측정하였다. 이 때 사용된 알루미늄 소재는 회전시료조사대의 재
질(Al6061-T6)과 같고 회전시료조사대의 평균 두께인 6.4 T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의 크기는 40 × 40 × 40 mm이며, 밑면 알루미늄 판의 크기는 40 × 100 mm로
제작하였다.(아래그림) 사용 공구는 수중분해장비에서 사용하는 공구와 같은 직경
8mm, 공구날 수 2, 헬릭스각 30도의 HSS 알루미늄 전용 엔드밀을 선정하였다. 절
삭력 측정을 위해 사용된 동력계는 스위스 Kistler사의 9265B모델로써 측정 가능 범
위가 -15kN ∼ 15kN이며 선형도는 ±0.5이하의 비교적 정밀한 측정기기이다.
절삭시험은 주축 회전속도 2000, 2500, 3000 rpm(revolution per minute), 이송속도
100, 125, 150 mm/min의 조건에서 수행하였으며, 절삭력 측정결과 절삭력이 가장
작은 운전조건은 회전속도 3000 rpm, 이송속도 100 mm/min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절삭속도가 증가할수록 절삭력은 작아지고 이송속도가 증가할수록 절삭력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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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회전시료조사대의 절삭 시험은 공진 주파수가 900 rpm에서 존재하고 그 이상
의 회전속도에서는 진동이 커지므로 그 이하의 회전속도(회전속도 700 rpm, 이송속
도 20 mm/min)로 절삭하였으며 모의회전시료조사대의 해체 공정이 완료될 때 까지
공구의 파손없이 성공적으로 절삭 해체를 완료하였다.(아래 그림)

Fig. 3.1.38 알루미늄 시편 및 절삭력 측정 실험 장치

Fig. 3.1.39 절삭력 측정 결과

Fig. 3.1.40 모의 회전시료조사대 절삭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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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수 성능 평가
수중분해장비는 안전한 방수를 위해 수중에서 공기가 지속적으로 주입되지만 누설
이 빠를 경우 물의 침투로 인해 모터에 손상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일정
압력을 가한 후 압력이 저하되는 시간을 측정하여 필요한 시간(1시간 이상)를 만족
시키는 방수 성능을 확보하였다. 성능 평가 방법은 X, Y, Z, C 및 주축의 모터케이
스를 조립한 상태에서 3 bar의 압축공기를 가하여 0.4 bar까지 압력이 저하되는데
걸리는 시간과 경향을 파악하였다. 디지털 압력계를 사용하여 일정 시간 간격으로
압력을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압력저하실험을 통해 발견된 누설 부위는 모
터 케이스와 전선의 연결부, 전선 내피, 컨트롤러 전선 연결부로서 에폭시로 1차 실
링, 실리콘으로 2차 실링하여 보완하였고(아래 그림) 그 결과 만족할 만한 방수 성
능을 확보하였다.(아래 그림)
실링전 3 bar → 0.4 bar : 12분

1 bar → 0.4 bar : 7분

실링후 3 bar → 0.4 bar : 2시간 10분

1 bar → 0.4 bar : 1시간

Fig. 3.1.41 방수성능 평가 실험 장치

Fig. 3.1.42 방수성능 평가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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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중분해장비 절삭력 측정 및 원격자동제어 기술 개발
수중분해장비의 절삭력 및 진동을 측정하여 운전조건의 최적화 및 절삭 상태 감시
에 이용하기 위해 레이저 진동 변위 신호 및 전류신호를 측정하였다.(아래 그림) 수
중분해장비를

수중에서

원격으로

제어하기

위해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모델링을 수행하고 운전제어코드인 NC(Numerical Control) 코드를
생성하였다. 또한 절삭력 모델링을 통해 절삭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NC 코드를
수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절삭이 가능하게 하였다.
원격자동제어기술
성능측정
CAM 모델링
레이저 진동변위
신호 측정
수중분해장비

NC코드 생성
절삭력 모델링

전류신호측정
(절삭력간접측정)

NC코드 수정

Fig. 3.1.43 수중분해장비 절삭력/진동 측정 및 원격자동제어기술

(1) 수중분해장비 제어장치
수중분해장비를 원격제어하기 위해 각 서보모터의 전용 컨트롤러를 패널키로 조정
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제작하였다. 서보모터를 제어하는 방식은 조절키에 의한 수
동 제어 방식과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제어방식이 있으며 본 제어장치는 두가지 방
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동 제어방식은 미세 조절 키에 의한 단
속 위치 제어와 버튼에 의한 연속 위치 제어가 가능하며 자동 제어방식은 NC 코드
지령을 기본으로 하며 단위 명령인 MDI 모드와 프로그램 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카메라를 통해 제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 2대를 제
어장치에 포함하여 설치하였으며 카메라가 설치된 PAN/TILT 드라이버를 제어장치
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제어장치의 기능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주축 속도 미세 제어(1 rpm 단위)가 가능하며 이송축 4축(회전축 포함)의 동시
제어가 가능하다.
‣ 위치 제어는 미세 조절키와 연속 버튼 제어가 가능하며 1 μm 단위의 위치 제
어가 가능하다.
‣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제어방식은 MDI에 의한 단위 지령 방식과 연속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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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제어 방식이 가능하다.
‣ 운전 중 이상상태에 대비한 비상 정지가 가능하다.
‣ 절단시 절단 속도나 이송 속도를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 카메라 위치 조절 패널을 같이 설치하였다.
‣ 클램핑 장치의 조절 기능을 포함하였다.

Fig. 3.1.44 수중분해장비의 제어장치

(2) 수중분해장비 절삭력 측정 기술 개발
일반적으로 절삭력 측정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 첫째는 스트레인 게이
지를 사용하여 정적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 둘째는 압전 센서(Piezo Electronic
Sensor)를 사용하여 부가되는 압력에 대한 전압 신호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 중 스트레인 게이지는 선반 절삭과 같은 정적인 절삭력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
하며 수중분해장비와 같은 머시닝 센터에서는 절삭력 측정이 어려우므로 압전 센서
를 사용한 “동력계”를 통해 측정하여야 한다. 앞 절에서 수중분해장비의 절삭 성능
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 머시닝 센터에서 동력계를 사용하여 절삭력을 측정한 바 있
다. 동력계를 사용할 경우 동적인 절삭력의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지만 수중분해장비
에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회전시료조사대의 크기와 형상을 고려하였을 경우 동력계에 고정되는 것이 불
가능하다.
‣ 일반 동력계의 민감한 센서 특성을 고려하였을 경우 수중에 투여하는 것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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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수중분해장비의 절삭력 측정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방
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절삭력 측정 방법이 요구된다. 본 과제에서는 수중
절삭력 측정 방법으로 전류신호를 통한 절삭력 간접 측정 방법을 개발하였다.
구동 모터의 전류신호를 이용한 절삭력 추정 방법은 대표적인 절삭력 간접 측정
방법으로 크게 주축 모터의 전류신호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송 모터의 전류신호를
이용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이송모터의 전류를 측정하여 절삭력을 간접적으로 추
정하는 방법에서는 일반적인 이물림 주파수가 대역폭보다 작으면 절삭력의 동적인
특성 변화를 추정할 수 있지만, 절삭방법의 변화(상향절삭, 하향절삭), 이송계의 불안
정성(예압에 따른 마찰력의 변화), 이송방향만으로의 절삭력 추정 한계 때문에 정확
한 절삭력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절삭력의 정적성분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것이 사
실이다.
주축모터의 전류를 이용한 절삭력 추정 방법은 주축 교류 유도 모터의 동력을 측
정하여 절삭상태를 감시하거나 평균 절삭토크를 추정하여 절삭력을 간접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주축 모터 전류신호는 낮은 대역폭 때문에 밀링공정에서 절삭력의
동적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절삭 방법이나 이송계의 불안정성에 상관없이 공구
에 작용하는 절삭토크의 정적인 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과제에서는 절삭력 모델링(뒷절에 설명)을 병행하여 수행하기 때문에 절삭력의
최대값과 최저값을 알면 절삭력 파형을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정적성분에 대한 민
감도가 낮은 이송모터의 전류를 이용하기 보다는 민감도가 높은 주축모터의 전류신
호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전류신호의 측정 대상은 주축 모터로 결정하였다.
컨트롤러에서 주축 모터의 전류신호를 측정하기 위해 홀센서를 사용하였고 측정된
신호는 증폭기를 통해 증폭된 후 A/D 보드를 거쳐 컴퓨터로 전송된다. 측정된 신호
를 그래프화하고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LABVie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용자 환경 인터페이스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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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5 컨트롤러에 설치된 전류센서(홀센서)

Fig. 3.1.46 LABView 프로그래밍

Fig. 3.1.47 사용자 환경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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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모터 전류신호를 이용한 절삭력 간접 측정 기술은 수중분해장비의 컨트롤러로
부터 홀센서를 통해 전류신호를 측정하여 파형을 분석하고 절삭력으로 변환하여 간
접 측정하는 기술로서 절삭과부하 상태를 파악하고 수중 최적 절삭조건 도출을 위
해 사용되며 절삭력 일정제어에 활용될 수 있다. 아래 그림에 전류측정장치의 활용
도를 나타내었다.

‣ 컨트롤러에서는 주축 부하 상태를 나타내는 전압신호와 전류신호를 동시에 측
정한다.
‣ 전류신호의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일반 머시닝 센터에서 같은 절삭조건으로 실
험을 수행하여 측정된 절삭력과 비교 평가한다. 이를 통해 변환된 절삭력의 신
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 측정된 절삭력은 과부하 상태를 감시하는 절삭 이상 상태 감시, 절삭력 모델링
의 비절삭 저항 계산, 절삭력 평가를 통한 최적 절삭조건 선정, 절삭력 일정제
어 기술 등에 활용될 수 있다.
‣ 본 과제에서는 간접 절삭력 측정 기술을 절삭력 모델링의 비절삭 저항 계산에
사용하고 절삭력 일정 제어를 위한 기반 기술로 활용하였다.

과부하 상태
일반
머시닝
센터

공기중
컨트롤러

전압신호

절삭안정성 평가

절삭이상상태 감시

홀센서

수중
수중분해
장비

전류신호

최대값 평가
절삭력 모델링

절삭력
직접측정법

활
전류신호와 비교

캘리브레이션

신뢰도 확보

최적 절삭조건 도출

절삭력 변환
용

자동제어기술
(절삭력 일정제어)

Fig. 3.1.48 절삭력 간접측정 방법 및 활용

측정된 전류신호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절삭력 파형으로 변환될 수 있다. 변환 방법
은 절삭력 모델링에 입력 변수로 절삭 속도, 이송 속도, 공구 형상 정보 등을 입력하
고 측정된 전류신호의 진폭 값을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변환된 절삭력 파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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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9 전류신호의 절삭력 변환(절삭속도 1000 rpm, 이송속도 20mm/min)

Fig. 3.1.50. 전류신호의 절삭력 변환(절삭속도 1000rpm, 이송속도 60 mm/min)
(3) 수중원격자동제어기술 개발
해체장비는 수중 약 4 m에서 절단작업을 수행하므로 육안으로 절단과정을 관찰하
기 어려우며 수동으로 운전할 경우 절삭이송 속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공구의 파
손과 진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고 절삭 정밀도가 저하된다. 본 해체작업을 위한 수중
원격제어방법으로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모델링으로부터
NC(Numerical Control)코드를 생성하는 CAM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CAM 시스템은 다축 가공용 머시닝 센터나 터닝센터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시
스템으로 피삭재를 한번 클램프 혹은 Chucking한 후 동일한 가공기로 최종 다듬질
가공까지 실시함으로써 공정 집약을 실현하고자 도입한 시스템이다. CAM 시스템의
도입으로 제어 기술의 고도화와 더불어 고속, 고정밀도화가 진행되고 있어 복잡한
형상을 고능률로 가공할 수 있게 되었다.
CAM 시스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기능 중의 하나는 충돌 회피 기능이다. 일
반적으로는 피삭물 형상과 공구를 포함한 공작기계를 솔리드로 표현하고 3차원 솔
리드 시스템의 기본 기능인 간섭 체크 기능을 이요하면 충돌 체크가 가능해진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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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에서는 CAM 소프트웨어에서 모델링된 회전시료조사대의 공구 경로를 설정하고
체크하여 공구와 피삭재 사이의 충돌 없이 안정적인 절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어 기술이 진전됨에 따라 공작기계의 위치결정 정밀도 혹은 가공 속도가
한층 향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송 구동계에 리니어 모터를 적용하는 일이 일반화
되었고 또 수십만 번을 회전하는 고속 주축이 개발되어 고속 영역에서의 가공이 점
차 촉진되고 있다. 가공이 고속화되면 생성된 NC 정보도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CAM 시스템의 고속화가 요구된다. 또한 공작기계의 고정밀도화도 현저하여 종전에
고려되지 않았던 오차를 보정할 필요가 생기는데 주로 가공 시뮬레이션에 기초하여
오차량을 동정하여 NC 정보를 보정하는 기능이 요구된다.
본 수중원격제어기술은 회전시료조사대를 절단시 발생하는 절삭력을 항상 일정하
게 유지하면서 절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공구 파손을 최소화하는 제어기술이다. 회
전시료조사대의 CAM 모델링으로부터 1차적으로 생성된 NC 코드를 절삭력 모델링
을 통해 시뮬레이션된 절삭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수정하여 분해장비의 컨트롤
러로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아래 그림)

절삭력 모델링
절삭조건

시뮬레이션된 절삭력

수중

수중분해장비

제어
지령

RSR CAM 모델링

NC 코드 생성

절삭력 일정 제어

NC 코드 수정

NC 코드 전송

Controller

Fig. 3.1.51 수중원격제어 방법

(가) 절삭력 모델링
절삭력 모델이란 실제 절삭을 수행하지 않고 절삭 조건, 공구 형상 정보 등을 프
로그램상에 입력함으로써 절삭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델로써 인터넷의 발전
및 급속한 확산에 힘입어 가상현실기법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각광받고 있는 시뮬레
이션 모델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절삭력 모델은 sin함수를 이용한 일반 칩두께 모델로부터 순간 칩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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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하여 비절삭저항을 곱하여 날당 절삭력을 계산하게 되고 공구 깊이 방향의
매 슬라이스 마다 계산된 절삭력을 합산해 줌으로써 전체 절삭력을 구하게 된다. 본
과제에서는 수중분해장비의 특성에 맞게 기존의 절삭력 모델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개선하였다.

‣ 런아웃 모델의 개선 : 수중분해장비의 특성상 공구 설치시 발생하는 런아웃에
의한 절삭력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런아웃 모델 및 측정방법을 개발하
였다.
‣ 칩두께 모델의 개선 : 일반 절삭력 모델에서 사용하는 sin함수 칩두께 계산법은
슬롯 가공이 주가 되는 수중분해장비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산화 계산법을
사용하여 칩두께 모델을 개선하였다.
‣ 절삭력 모델의 중요한 상수 값인 비절삭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 절삭조건에
대한 절삭력 정보가 요구되는데 수중분해장비에서는 일반 동력계를 통한 절삭
력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전류신호를 통한 절삭력 간접 측정 방식을 사용하였
다.

일반 절삭력 모델
공구형상
및
절삭조건

일반
칩두께
모델

각 공구날에
해당하는
순간 칩두께

수중분해장비의 절삭력 모델

공구형상
및
절삭조건

런아웃
모델
: 각 날의
회전반경
및
런아웃
파라미터
계산

런아웃 측정
데이터
: 날의 회전
반경 차이
- 다이얼
게이지로
측정

개선된
칩두께
모델
공구
날끝의
위치추적

상수로
가정

날당
절삭력
계산

비절삭저항
모델링

각 공구날에
해당하는
순간 칩두께

전류신호
측정장치
일반 CNC 머시닝
센터에서 동력계를
사용한 측정

날당
절삭력
계산

각 슬라이스의
절삭력 계산

날당
절삭력의
합력
(좌표설정)

축절입에
대한 합력

각 슬라이스의
절삭력 계산

LSM
(Linear
Square
Method)

절삭력 데이터

Fig. 3.1.52 절삭력 모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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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절삭력

전체 절삭력

: 개선된 부분

(나) 런아웃 모델
최근 고품질 제품이 요구됨에 따라 초정밀 가공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공시 발생하는 절삭력과 표면 형상 및 거칠기를 시뮬레이션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위해서는 절삭 모델링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양한 절삭 상태에 따른 절삭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절삭 모델의 전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공구 설치시 발생하는 런
아웃 모델이며 런아웃 값에 따라 시뮬레이션되는 절삭력이나 표면 형상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실제 측정된 절삭력을 관찰하면 각 날에 따른 절삭력 파형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런아웃에 의한 영향이 지배적이다.
런아웃은 공구 설치시마다 달라지므로 공구 교환시마다 측정할 필요가 있지만 현
재까지 정립된 측정방법이 없는 상태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런아웃과 절삭력과의 상
관관계를 통해 런아웃을 추정하고자 시도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먼저
절삭력의 측정을 필요로 하므로 런아웃 측정을 위한 방법으로 경비면이나 시간면에
서 부적절하고 측정된 절삭력에는 런아웃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공구의 마멸, 진
동 등의 다른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산된 런아웃 값에 대
한 신뢰도가 부족하게 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여 간편하게 런아웃을 측정할 수 있
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다이얼 게이지를 통해 측정되는 값은 각 날이 가지는 회전반
경의 차이이며 측정값을 사용하여 런아웃 파라미터인 오프셋 값과 위상각을 계산하
기 위해 런아웃 모델링을 하였다. 런아웃 측정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계산된 런아웃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한 절삭력과 실험을 통해 측정한 절삭력을 비교하
였다.

‣ 런아웃 모델링 및 측정 방법
런아웃은 공구 홀더의 회전 중심과 장착되는 공구 중심이 달라짐으로 인해 발생한
다. 두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날의 회전 반경이 원래의 공구 반경과는 달리 각
날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런아웃은 아래 그림과 같이 오프셋 ρ와 위상각 λ로 정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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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3 런아웃의 정의

위 그림은 4날 엔드밀의 경우의 런아웃 모델로서 ① ∼ ④의 각 날은 ρ와 λ의 값
에 따라 회전 반경이 달라진다. ①날의 결정은 오프셋 방향의 축에 의해 나누어지는
영역의 우측에 있는 날로서 정의 되어지며 λ는 0 ∼ 90°의 범위를 가진다. 날의 회
전반경을 R1∼R4라고 하면 기하학적 관계에 의해 아래 식과 같이 계산 된다.

R1 = ( R cos λ + ρ ) 2 + ( R sin λ ) 2
R2 = ( R sin λ − ρ ) 2 + ( R cos λ ) 2
R3 = ( R cos λ − ρ ) 2 + ( R sin λ ) 2
R4 = ( R sin λ + ρ ) 2 + ( R cos λ ) 2

여기서 R : 공구 반경
날 번호를 k로 두면 식 (1)은 식 (2)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2

R ( k ) = ( R cos (λ +

π
2

2

2

2

( k − 1)) + ρ + R sin ( λ +

π
2

( k − 1)) + 2 Rρ cos( λ +

π
2

(k

1
− 1))) 2

여기서, k : 날번호(1∼4)
공구를 설치한 후 다이얼 게이지에 의해 측정되는 값은 각 날의 회전반경의 차이로
서 R(1)-R(2), R(2)-R(3), R(3)-R(4), R(4)-R(1)의 4개 값이 측정되며, 이중 R(4)-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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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앞의 3개의 값에 의해 도출될 수 있는 값이므로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식 (2)와
측정되는 값의 관계를 살펴보면 미지수는 ρ와 λ로서 2개이며, 방정식은 3개를 만족
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는 공구의 형상이 기하학적으로 완전한 형상, 적어도 공구의 기하
학적 형상 오차가 공구 런아웃에 의한 회전반경의 차이보다는 작다고 가정하였을
때 성립한다. 즉, 공구 각 날의 반경이 정확히 같고 날 사이의 각이 정확히 90°가 되
면 3개의 방정식이 모두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본 런아웃 모델은 위와 같이 공구의
형상이 완전하다고 가정하고 전개되며, 측정 데이터 중 2개 값만을 이용하여 ρ와 λ
를 계산한다.
위의 가정을 토대로 하여 런아웃 모델로부터 ρ와 λ의 변화에 따른 각 날의 회전
반경을 계산하면 아래그림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때 시뮬레이션된 공구
반경은 5 mm이다. 아래그림은 ρ = 0.03 mm, λ = 30°로 고정한 상태에서 회전 반경
의 변화를 살핀 결과로서 다른 값으로 고정하여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3.1.54 ρ와 λ에 따른 회전반경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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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날의 회전반경은 ρ의 변화에 따라 그 크기만 변할 뿐 크기 순서가 바뀌지는 않
지만 λ가 변할 경우 회전반경의 크기와 순서가 모두 바뀌게 된다. 즉, λ가 45° 이하
일 경우 회전 반경 크기 순서는 ① → ④ → ② → ③이며, 45° 이상일 경우 ④ →
① → ③ → ②이다. 이러한 순서는 런아웃 모델의 회전반경으로부터 절삭력을 시뮬
레이션 할 경우와 다이얼 게이지를 이용하여 회전반경의 차이를 측정할 경우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여 회전반경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아래그림과 같이
각도계를 설치하여 다이얼 게이지의 촉침을 미소한 각도로 회전시켜가며 차이를 측
정하고 그 차이가 최소가 될 때 다이얼 게이지의 촉침이 회전중심을 향하게 되고
이 때의 측정값이 회전반경의 차이가 된다.

Fig. 3.1.55 회전반경 차이의 측정 방법

회전반경의 차이는 4개가 측정되며 측정된 값을 각각 D1 ∼ D4로 두었을 때
(D1=R(1)-R(2), D2=R(2)-R(3),...) 가장 큰 회전반경을 가지는 날을 ①로 두고 회전
반대 방향으로 순서대로 ②, ③, ④로 번호를 매긴다. 이 때 측정자는 D1 ∼ D4를
측정하였으므로 회전반경을 알 수는 없지만 회전반경의 크기 순서는 쉽게 정렬할
수 있다. 공구의 형상이 기하학적으로 완전하다면 회전반경의 크기 순서는 아래표와
같이 2가지 경우 중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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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8 공구날의 반경 크기 순서
Num. of Flutes

①

②

③

④

Radius Order in Case 1

1

3

4

2

Radius Order in Case 2

1

2

4

3

회전반경의 크기 순서를 고려하면 Case 1은 λ가 0 ∼ 45°의 범위이며 회전반경이
제일 큰 날 번호가 ①로서 처음 번호 매김이 올바르다. Case 2는 λ가 45 ∼ 90°의
범위이며 회전반경이 제일 큰 날 번호를 ①로 매겼지만 실제로는

④가 된다. 따라

서 날 번호를 ① → ② → ③ → ④에서 ④ → ① → ② → ③으로 바꿔주어야 한
다. 이렇게 날 번호를 올바르게 매겨야 D1 ~ D4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다. 측정되
는 값은 D1 ~ D4로 4개이지만 D1, D2를 측정하면 D3 = -D1, D4 = -D2와 같이 정
해진다. 이는 아래 그림에 시뮬레이션된 ρ와 λ의 변화에 따른 D1 ~ D4값으로부터
알 수 있다. 따라서 측정된 값 중 런아웃 계산에 필요한 값은 D1, D2이며 방정식은
다음식과 같다.

D1 = ( R cos λ + ρ ) 2 + ( R sin λ ) 2 − ( R sin λ − ρ ) 2 + ( R cos λ ) 2
D 2 = ( R sin λ − ρ ) 2 + ( R cos λ ) 2 − ( R cos λ − ρ ) 2 + ( R sin λ ) 2

(a) Variation of D1~D4 according to ρ

(b) Variation of D1~D4 according to ρ

Fig. 3.1.56 ρ와 λ에 따른 회전반경 차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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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을 전개하여 ρ와 λ를 구하는 것은 난이 하므로 수치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해를 구하도록 한다. λ를 일정하게 두고 ρ를 적절한 범위에서 미소 증분만큼 증가시
켜가며 대입하여 식을 만족하는, 즉 주어진 미소 증분에 대해 오차가 최소가 되는 ρ
값을 찾는다. 이 때의 (λ, ρ)를 하나의 점으로 저장하고 λ를 미소 증분만큼 증가시켜
앞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λ를 0 ～ 90°까지 변화시켜가며 각 λ에 해당하는 ρ를
구한 후 (λ, ρ)를 정렬하면 윗 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D1, D2의 그래프
를 도시한 후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서의 ρ, λ값이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런
아웃 값이다. 런아웃 값을 구하기 위한 수치해석 과정을 아래그림에 나타내었다. D2
에 대한 그래프 graph2를 구하는 과정은 graph1을 구하는 과정과 동일하므로 생략
하였다.

Fig. 5 Flowchart for calculating ρ and λ from D 1 and D 2

Fig. 3.1.57 D1과 D2로부터 ρ와 λ를 계산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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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에서 min_value는 예상되는 오차보다 큰 값으로, ρ_limit는 예상되는 ρ값보
다 큰 값으로 적절히 초기화하면 된다. ρ_limit, △ρ, △λ는 계산 시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므로 정밀한 계산과 컴퓨터 속도를 고려하여 적절히 세팅하도록 한다.
이렇게 계산된 ρ와 λ는 공구의 맨 아랫부분에 대한 런아웃 파라미터로서 헬릭스각
을 따라 위로 진행되면 ρ는 변함이 없지만 λ가 바뀌게 된다. 즉 축방향의 위치에 따
라 λ는 변화된다. 따라서 이미 계산된 공구 끝부분에서의 λ값을 사용하여 축방향 위
치에 대한 런아웃 위상각 λ(z)를 구하면 아래식과 같이 된다.

λ ( z) = λ +

여기서,

z ⋅ tan α hx
R

z : 공구끝부분 기준으로 떨어진 거리
αhx : 공구의 헬릭스각

윗 식에서 계산된 λ(z)를 공구반경식의 λ대신 삽입하면 공구 축방향의 어떤 위치
에서도 런아웃이 적용된 회전반경을 계산할 수 있다.

‣ 런아웃 모델의 검증(실험 및 시뮬레이션)
런아웃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측정된 절삭력과 런아웃 모델을 사용하
여 전개한 절삭력 모델로부터 시뮬레이션된 절삭력을 비교하였다. 여기서 절삭력 모
델은 Tlusty 등이 제시한 비교적 일반적인 절삭력 모델을 사용하였다.
절삭력 측정을 위한 실험장치는 아래그림과 같이 구성하였다. 일반 머시닝센터에
초경 엔드밀을 사용하여 측면가공을 수행하였고 절삭력은 동력계(Kistler, 9257B)로
측정하였다. 런아웃 측정을 위해 1μm분해능을 가진 다이얼 게이지로 공구 탈착시마
다 공구날 회전반경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절삭조건은 주축 회전수 2,000 rpm, 날당
이송량 0.05 mm/tooth, 반경방향 절삭깊이 0.1 mm, 축방향 절삭깊이 10 mm로 설정
하고 런아웃의 변화에 따른 영향만을 관찰하기 위해 같은 절삭조건으로 절삭력을
측정하였다.

- 89 -

Fig. 3.1.58 실험장치의 구성

총 8번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시 런아웃 측정 데이터는 아래표와 같
았다.

Table 3.1.9 실험조건에 따른 런아웃 측정 데이터
Experiment

D1

D2

D3

D4

Num.

(μm)

(μm)

(μm)

(μm)

1

16

-14

-16

15

2

24

18

-22

-17

3

19

16

-18

-14

4

21

8

-22

-8

5

29

6

-28

-5

6

15

4

-16

-6

7

38

7

-35

-9

8

57

33

-5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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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공구가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형상이라면 D3, D4는 D1, D2에 의해 이미 결
정된다. 한 예로 실험 2에서 이론적으로 D3 = -D1 = -24, D4 = -D2 = -18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 공구 형상의 오차로 인해 D3 = -22, D4 = -14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D1, D2만을 사용하여 런아웃 파라미터를 계산하므로 실제 공구 형상의 오차가
미소하게나마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측정된 회전반경의 차이를 사용하여 런아웃 파라미터 오프셋 ρ와 위상각 λ를 계산
하고 이로부터 각 날의 회전반경을 계산한 결과를 아래표에 나타내었다

Table 3.1.10 D1과 D2로부터 계산된 런아웃 파라미터와 회전반경
Exp.
Num.

Runout Parameter

Rotational Radius

ρ

λ

R(1)

R(2)

R(3)

R(4)

(μm)

(degree)

(mm)

(mm)

(mm)

(mm)

1

15

86

5.001

4.985

4.999

5.015

2

21

8

5.021

4.997

4.979

5.003

3

18

5

5.018

4.998

4.982

5.002

4

16

24

5.015

4.994

4.985

5.007

5

21

33

5.018

4.989

4.982

5.011

6

11

30

5.010

4.995

4.990

5.006

7

27

35

5.022

4.985

4.978

5.016

8

47

15

5.045

4.988

4.955

5.012

이러한 회전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즉 런아웃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삭력 파형을 시뮬레이션 했을 경우 아래그림과 같이 동일한 크기와 형태의 파형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실제 측정 파형과는 다르게 된다. 아래그림에 런아웃
을 고려하지 않은 시뮬레이션 결과와 측정 결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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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9 런아웃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실험값과 시뮬레이션값의 비교

각 실험에 대한 측정값과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한 결과는 Fig. 3.1.60 ～ Fig.
3.1.62에 나타내었다. 8번의 실험 결과 중 대표적으로 0 < λ <45°에 해당하는 실험
5, 45° < λ <90°에 해당하는 실험 1, ρ값이 가장 큰 경우인 실험 8에 대해 시뮬레이
션과 측정 결과의 절삭력 파형을 비교하였다.

Fig. 3.1.60 실험5에 대한 실험값과 시뮬레이션값의 비교

Fig. 3.1.60의 경우 ρ = 21μm, λ = 33°로 계산되었으며 이 때 각 날의 회전반경 크
기는 ① → ④ → ② → ③의 순서이다. 절삭력 파형을 관찰하면 파형의 크기가 ④
→ ③ → ① → ②의 순서인데, 이는 절삭력 파형의 크기가 날의 회전반경의 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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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날당이송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런아웃이 발생할 경우
날당이송량이 각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절삭력 파형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각 날
당 이송량은 해당되는 날의 회전반경과 그 전날의 회전반경의 차이에 의해 달라진
다. 즉 ①날의 경우, 런아웃 발생시 날당 이송량 = 원래의 날당 이송량(상수) +
(R(1)-R(4))로 된다. Fig. 3.1.60에서 각 날당 이송량을 계산해보면,

①번 날의 이송량 : 0.089 mm
②번 날의 이송량 : 0.054 mm
③번 날의 이송량 : 0.077 mm
④번 날의 이송량 : 0.112 mm

와 같이 된다.
위의 결과를 보면 절삭력 파형의 크기 순서는 ④ → ① → ③ → ②로 되어야 하
지만, 실험 결과나 시뮬레이션 결과 모두 ④ → ③ → ① → ②의 순서이다. 이는 위
의 결과는 날 끝에서 발생한 런아웃에 의한 날당 이송량의 변화이고, 헬릭스각의 영
향으로 공구 윗부분으로 갈수록 런아웃에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축방향 절삭길
이가 10 mm이므로 맨 윗부분에서의 날당 이송량은,

①번 날의 이송량 : 0.059 mm
②번 날의 이송량 : 0.066 mm
③번 날의 이송량 : 0.107 mm
④번 날의 이송량 : 0.101 mm

와 같이 변화되며, 본 런아웃 모델에서는 이와 같은 영향을 고려하였으므로 시뮬
레이션 결과와 실험결과가 잘 일치한다. 따라서 런아웃에 의해 발생하는 절삭력 파
형의 차이는 런아웃 파라미터인 ρ, λ의 영향뿐만 아니라 헬릭스각, 절삭깊이의 영향
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뮬레이션 하였을 때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ig. 3.1.61의 경우 ρ = 15μm, λ = 86°로 계산되었으며 이 때 절삭력 파형 크기 순
서는 ③ → ④ → ② → ① 이며 공구 끝단의 회전반경 크기 순서는 ④ → ① →
③ → ② 이다. 이 경우도 절삭력 파형과 공구 끝단의 회전반경 크기 순서는 틀리기
때문에 런아웃 파라미터만을 통해 절삭력 파형의 크기를 순서대로 정렬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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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반드시 헬릭스각과 절삭깊이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Fig. 3.1.61을 Fig. 3.1.60과 비교해보면 파형의 크기는 비슷한 값을 가지나 크기 순
서가 약간 틀려져 있다. Fig. 3.1.60은 가장 큰 파형의 왼편에 있는 파형이 두번째로
큰 파형이지만 Fig. 3.1.61은 오른편에 있는 파형이 두번째 파형이다. 이러한 파형의
크기 순서는 런아웃 위상각 λ에 의해 결정되며 ρ는 크기 순서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ig. 3.1.61 실험1에 대한 실험값과 시뮬레이션값의 비교

Fig. 3.1.62의 경우는 ρ값이 다른 실험값에 비해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ρ = 47μm,
λ = 15°로 다른 ρ값에 비해 2배 정도 크며 이는 Fig. 3.1.62와 같이 절삭력 파형의
크기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가장 큰 절삭력 파형과 가장 작은 절삭력 파형의 차이
는 약 2배정도로써 이러한 큰 차이는 공구의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고 진동을 발생
시켜 절삭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가공 표면 상태도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Fig. 3.1.62 실험8에 대한 실험값과 시뮬레이션값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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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런아웃의 차이는 절삭력에 큰 변화를 일으키므로 런아웃 모델은 절삭력
모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런아웃 모델과 측정 방법을 통해 시뮬레이션된 절삭력 파형과 실험을 통해 측정한
절삭력 파형을 비교해본 결과 파형의 형태와 크기에서 두 결과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런아웃 파라미터 중 위상각 λ는 파형의 순서에 영향을 미치며 오프셋 ρ
는 파형의 크기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런아웃 모델은 아래의 칩두께 모델에서 칩두께를 개산하는데 사용된
다.

(다) 칩두께 모델
절삭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삭 과정 중의 진동이나 공구의 휘어짐
등을 예측하고 이를 고려한 공구 경로를 생성할 필요성이 있다. 진동이나 공구의 휘
어짐 등은 그 원인이 절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삭력에 의한 것이므로 절삭력 모델
링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절삭 상태에 따른 절삭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엔드밀링의 절삭 모델은 주로 측면 절삭 모델이 연구 되고 있는데 이는 엔드밀이
주로 부품의 측면 가공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구개발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공구의 강성 및 내마모성이 향상됨에 따라 과도한 절삭깊이가 주어지는 슬롯 가공
에도 엔드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측면가공에서는 반경방향 절삭깊이가 공구의 반경에 비해 훨씬 작은 값
이 주어지므로 측면 절삭 모델에서는 칩두께가 작은 경우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
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비절삭저항은 상수로 가정하고 칩두께를 계산하기 위한
모델식은 sin함수로 가정하게 된다. 측면 절삭과 같이 반경방향 절삭깊이가 미소한
경우 위와 같은 모델은 잘 적용될 수도 있으나 슬롯 가공과 같이 반경방향 절삭깊
이가 공구의 직경과 같은 경우 칩두께의 변화가 크고,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측면 절삭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sin함수식과는 다른 칩두께계산 모델을 제시하고 이
를 바탕으로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시 슬롯 가공에 대한 엔드밀 절삭력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제시된 칩두께 모델을 사용하여 엔드밀 슬롯가공시 변화가 큰 칩두께에 대
해 기존의 칩두께 모델이 보이는 오차를 줄이고 절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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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의 오차를 제거하였다. 제시된 칩두께 모델의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의 모델
로부터 시뮬레이션된 절삭력과 개선된 칩두께 모델로부터 시뮬레이션된 절삭력을
실험결과와 비교․평가 하였다

‣ 개선된 칩두께 모델의 전개
일반적으로 절삭력을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은 칩두께를 계산하여 비절삭저항을 곱
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비절삭저항은 공구와 가공대상의 재질, 절삭속도, 이송속도
등 가공조건의 함수로서 많은 실험에 의해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실정이다. 반면
칩두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식과 같이 sin함수로 간단히 계산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반경방향 절삭깊이가 작아 공구회전각이 작을 경우 큰 문
제가 없지만, 슬롯가공과 같이 절삭되는 부분에서 공구회전각이 180°이상 변화하는
가공에서는 Fig. 3.1.63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t c = f t sin θ

여기서,

tc : 칩두께
ft : 날당 이송량
θ : 공구회전각

Fig. 3.1.63 2날 엔드밀의 공구경로와 sin함수 계산에 의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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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3에서 실선을 1번날의 위치, 점선을 2번날의 위치라고 하면, 칩두께는 실
선과 점선 사이의 차가 된다. 식(1)에 의하면 θ=180°에서 칩두께는 0이 되지만 실제
는 Fig. 3.1.63과 같이 0이 아니며 Area#1에 의한 부분이 오차로 발생한다. 또한 θ
=360°에서 sin함수식은 칩두께를 0으로 계산하지만 실제는 0이 아니며 Area#2와 같
은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Fig. 3.1.63의 경우는 날당 이송량이 매우 크다고 가정하
였을 경우이며 실제 절삭시 날당 이송량이 작을 경우는 Area#1영역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을 것이므로 반경방향 절삭깊이가 작을 경우에는 sin함수식을 적용해도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Fig. 3.1.6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rea#2부분의 오
차는 Area#1부분에 의한 오차보다 매우 크므로 슬롯 가공에 sin함수에 의한 칩두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오차를 제거
하기 위해서 Fig. 3.1.64와 같이 칩두께 모델을 개선하였다

Fig. 3.1.64 개선된 칩두께 모델의 적용

개선된 칩두께 모델은 sin함수 계산식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이산화 모델에서
실제 생성되는 칩두께를 가장 근사하게 계산해 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3.1.64는 sin함수 계산식을 사용할 경우 오차 발생 부분이 가장 큰 부분에 대해 개선
된 칩두께 모델을 적용한 경우이다. 실제 θ=180°에서 발생하는 칩두께는 아래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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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t c = T 2 ( xT 2 , y T 2 ) − I 1 ( x I 1 , y I 1 ) =

( xT 2 − x I 1 ) 2 + ( y T 2 − y I 1 ) 2

그러나 절삭력 모델에서 이산화된 공구 날끝 위치로부터 I1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는 현재 공구 날끝의 위치인 T2와 날당 위상차인 180°만
큼 앞선 공구 날끝 위치인 T1을 구한 후 이 때의 공구 중심인 C1을 중심으로 T1이
반경이 되는 원의 식을 아래식과 같이 계산한다.

( x − xC 1 ) + ( y − y C 1 ) = R 2

여기서, R : 공구반경
또한, 현재 날끝 위치인 T2에 해당하는 공구 중심 C2를 구한 후 C2와 T2가 이루는
직선 식을 아래식과 같이 계산한다.

y − yC 2 =

y I 2 − yC 2
( x − xC 2 )
x I 2 − xC 2

위의 2개의 식으로부터 교점을 구하면 Fig. 3.1.64의 I2(xI2, yI2)와 같다. 본 모델에
서 계산된 칩두께는 아래식과 같이 I2와 T2의 차이이다.

tc = T 2 ( xT 2 , yT 2 ) − I 2 ( x I 2 , y I 2 ) =

( xT

2

− x I 2 ) 2 + ( yT

2

− yI 2 )2

윗 식에서 계산된 칩두께는 Fig. 3.1.6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차가 존재한다. 그
러나 Fig. 3.1.64는 모델 설명을 위해 가공이 이루어 질 수 없는 큰 이송량을 가지는
경우이고 실제 가공시에 적용되는 이송량에 대해서는 오차 부분이 무시할만한 수준
이 될 것이다. 즉, 이송량이 작아질수록 오차는 0에 가깝게 된다. 개선된 칩두께 모
델의 특징은 미소 시점에서의 공구 날끝 경로가 원이라고 가정하였으므로 이송량이
작아질수록 가정은 더 잘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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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가공시 교점 I2(xI2, yI2)는 xT2 ≠ xC2 인 경우 아래식과 같이 계산된다.
xT2 > xC2 인 경우,

− b1 + b1 2 − 4 a1c1

xI 2 =

− 2 a1

xT2 < xC2 인 경우,

xI 2 =

− b1 − b1 2 − 4 a1c1
− 2 a1

yI2는 공통적으로,

y I 2 = ax I 2 + b

여기서,
a1 = 1 + a 2

b1 = 2 ac − 2 xC 1

c1 = xC 1 2 − c 2 − R 2
a=

yT 2 − y C 2
xT 2 − xC 2

b = − ax T 2 + yT 2
c = b − yC1
xT2 = xC2 인 경우 교점 I2(xI2, yI2)는 아래식과 같이 계산된다.
θ ≤ 90° 인 경우,

yI 2 =

R 2 − ( xC 2 − xC 1 ) 2 + y 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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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 90° 인 경우,

y I 2 = − R 2 − ( xC 2 − xC 1 ) 2 + y C 1

xI2는 공통적으로,

x I 2 = xC 2
위와 같이 계산된 I2(xI2, yI2)는 칩두께 계산식에 대입되어 최종적으로 칩두께를 계
산하게 된다.

‣ 개선된 칩두께 모델의 검증(실험 및 시뮬레이션)
제시된 칩두께 모델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통해 측정된 절삭력과 sin
함수에 의한 칩두께 모델 및 개선된 칩두께 모델로부터 시뮬레이션된 절삭력을 비
교하였다. 여기서 절삭력 모델은 Tlusty 등이 제시한 비교적 일반적인 절삭력 모델
을 사용하였다.
절삭력 측정을 위한 실험장치는 Fig. 3.1.65와 같이 구성하였다. 3축 머시닝센터에
알루미늄 전용공구 2날 HSS 엔드밀(한국야금, 8 mm, 헬릭스각 30)을 사용하여 슬
롯가공을 수행하였고 절삭력은 동력계(Kistler, 9265B)로 측정하였다. 공작물은 알루
미늄(6061T6)을 사용하였고 슬롯가공에 용이하도록 Fig. 3.1.65와 같이 제작하였다.
절삭조건은 아래표와 같다. 알루미늄 엔드밀 절삭시 일반적인 주축회전수는 3000
rpm정도이나 본 가공에서는 건식절삭이므로 그 이하의 주축회전수에서 실험을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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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5 실험장치의 구성

Table 3.1.11 실험을 위한 절삭 조건
Experiment

Spindle Rotation

Feed Speed

Number

Speed (rpm)

(mm/min)

1

2000

100

2

2000

125

3

2000

150

4

2500

100

5

2500

125

6

2500

150

7

3000

100

8

3000

125

9

3000

150

총 9회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sin함수에 의한 칩두께 모델로부터 시뮬레
이션된 절삭력과 개선된 칩두께 모델로부터 시뮬레이션된 절삭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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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6의 경우 2000rpm, 100 mm/min의 절삭조건으로 실험한 결과 및 시뮬레
이션 결과이다.

Fig. 3.1.66 실험조건 1에 대한 절삭력 비교

일견하기에 sin함수 칩두께 계산식을 사용한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험 결과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 경우 거의 유사한 절삭력 파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오차율을 검토하기 위해 절삭력 파형의 각 피크별 오차율
을 측정해 보았다. Fig. 3.1.6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파형의 오차율을 4개로 나타내
어 각각 Error#1 ～ 4까지의 수치로 나타내었다. 오차율을 계산하는 식은 아래식과
같다.

오차율 =

Error #1 ~ 4

총절삭력

× 100

여기서, 총절삭력 :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절삭력 파형의 최저점과 최고점 사이의
간격
Fig. 3.1.66의 경우 총절삭력은 3430 N이며 sin함수 계산식에 의한 오차율은 Error#1
～ 4에 해당하는 수치가 각각 16%, -3.5%, -16.6%, -1.5%이며, 새로운 방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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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차율은 0.1%, -5.5%, -7.6%, 1%로 나타났다. 측정된 절삭력 보다 큰 경우 +오차
율, 작은 경우 오차율로 표시하였다. 실제 공구에 작용하는 최대 절삭력은 총절삭력
이며 이는 Error#1과 Error#4의 오차율이 작을수록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sin함수
식에 의한 시뮬레이션의 경우 Error#1의 오차율이 상당히 크므로 공구에 작용하는
절삭력 예측에는 부적절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반해 새로운 방식에 의한 오차율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Error#3의 경우 가장 큰 오차율을 보이는데 이는 새로운 방식
의 계산 과정에서 미소 시점에서 공구 날끝 경로가 원이라고 가정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각 절삭조건에 대해 측정된 오차율은 아래표와 같다. 여기서
Error#5는 Error#1 + Error#4로써 총절삭력에 대한 오차율로 정의하였다.

Table 3.1.12 Sin함수식과 개선된 칩두께 계산식의 오차율
Sin Function Method

Exp.
Num.

Error#1

Error#2

Error#3

Error#4

Error#5

1
2
3
4
5
6
7
8
9

16.0
15.8
13.0
16.6
15.8
17.4
17.1
14.1
16.7

-3.5
5.0
7.6
-8.8
-1.8
-4.3
-14.7
-9.0
2.1

-16.6
-12.0
-8.7
-16.6
-13.6
-9.2
-14.6
-17.0
-8.4

-1.5
-2.0
-2.0
-2.6
-3.1
-1.7
-3.3
-2.4
-3.7

14.5
13.8
11.0
14.0
12.7
15.7
13.8
11.8
13.0

New Method

Exp.
Num.

Error#1

Error#2

Error#3

Error#4

Error#5

1
2
3
4
5
6
7
8
9

0.9
1.6
0.2
-0.3
0.4
3.4
-0.7
-3.1
1.6

-5.5
3.1
5.9
-10.8
-3.7
-6.2
-16.7
-11.1
0.1

-7.6
-1.9
1.6
-9.8
-4.7
0.6
-10.3
-9.5
0.4

1.0
0.1
-0.1
0.1
-0.7
0.5
-0.3
0.4
-1.2

1.9
1.7
0.1
-0.2
-0.3
3.9
-1.0
-2.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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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살펴보면, sin 함수 계산식에 의한 오차율은 전반적으로 Error#1에 의한 오차
율이 가장 크며 이에 의해 총절삭력에 대한 오차율 Error#5도 커지게 된다. Error#1
의 경우 공구회전각으로 살펴보면 180° 근처이며 앞서 슬롯 가공시 sin 함수 계산식
에 의한 오차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서 역시 가장 큰 오차율을 보였
다. Error#3에서도 sin함수 계산식에 의한 오차율이 비교적 크게 나타났으며 이 때
해당되는 공구회전각은 0°이다. Error#2와 Error#4에서는 새로운 방식에 의한 오차율
이sin 함수 계산식에 의한 오차율보다 약간 작음을 알 수 있으며 공구회전각 0°,
180°이외의 부분에서는 거의 유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새로운 방식에 의한 절삭력 시뮬레이션 결과는 Error#1 및 Error#4에 대해
매우 양호한 오차율을 보이며 따라서 총절삭력에 대한 오차율도 매우 양호하게 나
타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공구회전각 180° 근처에서 sin함수 계산식에 의해 우
려되던 오차를 새로운 방식의 칩두께 계산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공구회전각이 0° 근처인 Error#3에서는 새로운 방식의 계산법도 sin함수 계
산식에 비교하면 양호하나 전체적으로 큰 오차율을 보이는데 이는 칩두께 계산 법
에 의한 오차라기보다는 180° 근처에 비해 0° 근처에서 칩두께가 매우 미소하게 되
므로 치수효과에 의해 비절삭저항이 급격하게 증가됨으로써 이를 반영하지 못한 절
삭력 모델에 의한 오차로 사료된다.
Fig. 3.1.67에 총절삭력에 대한 오차율이 가장 큰 실험조건 6, 즉 2500rpm, 150
mm/min의 절삭조건으로 실험한 결과 및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3.1.67 실험조건 6에 대한 절삭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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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7은 새로운 방식에 의한 총절삭력의 오차율이 가장 큰 경우임에도 측정
된 절삭력 파형과 시뮬레이션된 절삭력 파형이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그 외 총절
삭력의 오차율이 더 작은 경우에는 Fig. 3.1.67의 경우보다 더 정확하게 절삭력 파형
을 예측함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새로운 방식의 칩두께 계산법은 sin함수 계산법에
비해 절삭력 파형의 예측에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Fig. 3.1.68은 실험조건 9(3000rpm, 150 mm/min)에 대한 실험한 결과 및 시뮬레이
션 결과이다. 역시 새로운 방식의 칩두께 계산법에 의한 절삭력 시뮬레이션 결과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Fig. 3.1.68 실험조건 9에 대한 절삭력 비교

이상과 같은 실험을 통해 엔드밀 슬롯 가공시 새로운 방식의 칩두께 계산법이 sin
함수를 통한 칩두께 계산법에 비해 훨씬 효과적으로 절삭력 파형을 예측함을 증명
하였다. 이론적 전개 과정에서 예상한 바와 같이 sin함수에 의한 칩두께 계산법은
Error#1(180°부근)과 Error#3(0°부근)에서 가장 큰 오차를 보이며 특히 Error#1에서의
큰 오차는 공구에 작용하는 총절삭력의 오차를 크게 함으로써 정확한 절삭력 시뮬
레이션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슬롯 가공의 경우와 같이 절삭 시작위치와 끝 위치에서 기하학적 칩두께를
sin함수 계산식으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경우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로운 방식
의 칩두께 계산법을 사용하면 보다 정확한 절삭력 예측이 가능하며 공구에 작용하
는 총절삭력의 정확한 예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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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칩두께 계산 프로그래밍 및 비절삭 저항 계산
런아웃 모델로부터 공구 회전 반경이 계산되면 이를 이용하여 칩두께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를 칩두께 모델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칩두께 모델은 공구날 경로 전
체를 원이라고 가정하여 sin함수로 나타내는데 수중분해장비의 절삭 방식은 슬롯 절
삭으로 절삭 영역이 0 ～ 180〫에 달하므로 기존의 sin함수 칩두께 모델은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공구 날끝의 위치를 추적하여 미소 시점에서의 공구날 경로를 원
으로 가정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적으로 매순간마다 칩두께를 계산해주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아래 그림)

Fig. 3.1.69 공구날끝 위치 추적

칩두께 모델로부터 계산된 칩두께에 단위면적당 힘으로 정의되는 비절삭저항을 곱
해주면 절삭력이 계산된다. 비절삭저항은 공구와 가공대상의 재질, 절삭 조건 등 여
러 가지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만 계산적 편의를 위해 일반적으로 상수로 가정
한다. 본 모델링에서는 보다 정확한 절삭력 모델링을 위해 비절삭저항을 절삭속도와
칩두께의 지수 함수로 두고 각 파라미터들은 Linear Square Method를 사용하여 오
차를 최소화하여 결정하였다.

(마) CAM 모델링을 이용한 NC 코드 생성
CAM 모델은 회전시료조사대의 각 부분을 Part 모델링한 후(아래 그림) Assembly하
였다. NC 코드를 생성하기 위해 공구 경로를 Point-to-Point 방식으로 지정하여 시뮬
레이션한 후 수중분해장비의 컨트롤러인 FANUC 컨트롤러에 적합한 NC 코드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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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아래 그림은 합쳐진 CAM 모델로부터 NC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Fig. 3.1.70 CAM 모델(부분별) 및 NC 코드 생성 과정

CAM 모델로부터 생성된 NC 코드는 컨트롤러의 Single Block 모드로 검증 작업
을 거치면서 수정하였다. 생성된 NC 코드의 한 예로써 부력탱크의 스테인리스 스틸
볼트 분해 코드와 코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0PART TO BE MACHINED
N10 (======================================================)
N20 (===

cPost Standard PP for FANUC

===)

N30 (======================================================)
N40 G90 G17 G40
N50 G40 G0 X0. Y0. Z102. M08

---

가공 좌표 원점 지령

N110 G0 G90 S700 M03

---

주축회전

N120 F300.

---

급속이송 지령

---

절삭이송 지령, 분해 시작

N130 G01 X-172.267 Y205.807 Z109.109
N140 X-233.898 Y318.428 F20
N150 X-154.317 Y36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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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60 X-98.315 Y242.596
.
.
.
N350 X-414.007 Y-131.52
N360 X-244.587 Y-61.343

---

분해 끝

N370 M05

---

주축 정지

N380 M30

---

프로그램 정지

%

생성된 NC 코드에 따라 절삭력 모델링으로부터 절삭력을 시뮬레이션하여 절삭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NC 코드를 수정하였다. 롱엔드밀로 절단 작업시 절단 깊이를
실제 회전시료조사대의 두께인 6.4 mm보다 큰 10 mm로 지령하였으며 이는 회전시
료조사대의 설치시 설계 및 제작상의 공차와 편심 등을 고려하여 여유를 준 것이다.
이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이 절단 깊이가 10 mm가 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이 때는
6.4 mm의 절단 깊이를 가질 때에 비해 큰 절삭력이 발생하게 된다.(아래 그림)

공구 진행방향

6.4mm

Fig. 3.1.71 절단 깊이가 달라지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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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m

Fig. 3.1.72 절단깊이에 따른 절삭력 차이

절단깊이에 따라 약 500 N 이상의 절삭력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일정하게 제어하
기 위해서는 절단깊이가 10 mm일 때 절삭속도(주축회전속도)를 높이거나 이송속도
를 줄여야 한다. 절삭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진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어
기술에서는 이송속도를 조절하였다. 1차 NC 코드상의 이송속도인 20 mm/min을 10
mm/min으로 감소시켜 절단 깊이 10 mm를 절단할 경우 절삭력 크기는 약 3100 N
으로 6.4 mm의 절단 깊이를 절단할 경우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절
단 깊이가 달라짐에 따라 NC 코드를 수정하여 이송속도를 조절하여 줌으로써 절삭
력 일정제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작업을 보다 안정적으
로 수행하였다.

(바) 수중분해장비 실증시험 및 현장적용
수중분해장비를 높이 4m의 연구로 1호기 실험수조 내에 설치하고, 장비 제어를 위
한 컨트롤러는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1호기 원자로 수조 상부에 설치하였다.(아래
그림) 실증시험은 연구로 1호기 원자로 수조내에 저장되어 있는 1호기 회전시료조사
대(아래 그림)를 대상으로 수행하여 고방사화 부분을 성공적으로 분리함으로써 개발
된 수중분해장비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해체결과 초기 200 mR이었던 방
사선량이 스틸부품을 분리하고 남은 알루미늄 부품에 대하여 8 mR으로 급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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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3 연구로 1호기에 설치된 수중분해장비 및 컨트롤러

Fig. 3.1.74 연구로 1호기 회전시료조사대

회전시료조사대의 수중 분해 작업시 작업자의 절단 작업 관측을 위해 CCD 카메라
를 설치하였다. CCD 카메라를 PAN/TILT 드라이버에 장착하여 분해장비의 컨트롤
러에 연결된 카메라 조정 장치로 작업자가 안전한 지역에서 카메라를 상하좌우로
조정할 수 있으며 ZOOM IN/OUT 기능을 활용하여 관측이 필요한 부위를 확대 관
측할 수 있다. CCD 카메라의 방수를 위해 아크릴로 케이스를 만들고 밀봉하였으며
주축의 관측을 위해 주축과 같이 이송되는 부위에 한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전
체 관측을 위해 수조의 한쪽 부위에 또 한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였다.(아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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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5 수중 카메라의 설치 부위

회전시료조사대의 윗면은 롱엔드밀로 절단 작업을 수행하였으며(아래 그림) 옆면
은 사이드 커터로 절단・해체하였다.(아래 그림) 스테인리스 스틸 부품을 모두 절
단・해체한 후 체인을 분해하기 위해 하우징의 윗부분을 완전히 해체하였다. 절단
작업은 원자로 수조 상부에서 컨트롤러로 N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안전하
게 수행하였다. 연구로 1호기 회전시료조사대의 해체순서는 다음과 같다.(아래 그림)

‣ 하우징 윗부분 절단
‣ Hook 부위와 Shaft 부위를 우회하여 절단
‣ 하우징 안쪽면 절단
‣ 하우징 바깥쪽면 절단
‣ 체인과 Shaft 연결부위 절단
‣ 해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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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6 롱엔드밀로 윗면 가공사이드커터로 옆면 가공

Fig. 3.1.77 연구로 1호기 회전시료조사대 해체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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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요약

본 과제에서는 고방사성장치의 수중 절단․분해에 필요한 요소 기술 개발, 장비의
설계 검증 및 성능 평가 기술 개발, 운전조건 도출을 위한 측정 기술 개발, CAM 모
델링을 통한 수중원격자동제어기술 개발 등을 수행하여 연구로 해체시 방사능 준위
가 가장 높은 회전시료조사대를 수중에서 원격으로 정밀하게 절단․분해할 수 있는
수중분해장비를

개발하였다. 수중분해장비는 설계 요건부터 제작 후 성능 시험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방수 기술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최종 목적인 회전시료조사대
의 수중 해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당초 계획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
하였다.

○ 회전시료조사대의 물리적․방사선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분해장비 설계의 기
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회전시료조사대의 총 방사능은 7.73 × 1011 Bq 이며,
이중 Co-60의 방사능은 4.66 × 1011 Bq이므로, Co-60이 함유된 스테인레스
부품만 분리하면 방사능 준위가 매우 낮은 저준위폐기물로 분류가 가능하다.
차폐되지 않은 회전시료조사대의 방사선량율은 1 m 떨어진 지점에서 248.2
mSv/hr로 예상된다.
○ 분해장비의 요소 기술로써 롱엔드밀과 사이드 커터가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회전시료조사대 전용 공구를 설계하였고, 회전시료조사대의 안정적 고정을 위
한 전용 클램핑 장치를 설계하였다.
전용공구 사양은 다음과 같다.

- 공구 홀더까지의 길이 : 241 mm
- Chuck 조립 부위 : 직경 24 mm
- 사이드 커터 직경 : 150 mm
- 롱엔드밀 직경 : 8 mm
- Overhang : 60 mm

클램핑 장치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Actuator : 공기압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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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부품 : 압축 실린더 4 EA, 클램핑 조, 가이드 판
- 실린더 스트로크 : 50 mm
- 클램핑 조 외경 : 567 mm

○ 수중 작업을 위한 분해장비의 방수개념을 새롭게 고안하였으며, 절삭 칩에 의
한 장비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칩처리 장치를 개발하였다.
방수장치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설치 위치 : 주축, X, Y, Z, 회전축(총 5개의 모터)
- Protect Cover 내 유지 압력 : 0.6 bar
- 사용 가스 : 압축공기(정전 등 비상시 질소가스)
- 모터 축 실링 : Mechanical Sealing Unit(8,000 rpm급)
- 케이블 실링 : O-Ring, Sealing Bolt, Sealing Washer, Band
- 공기 압축기 : 1 마력
- 압축공기 저장탱크 : 2개

칩처리장치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크기 : 1220 × 594 × 530 mm
- 구조 : 5단 침하 구조
- 단 간격 : 420 + 200 + 200 + 200 + 200 mm
-3

- 최대유량 : 6.25×10

m3/s

○ 분해장비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절단시 발생하는 절삭력에 의한 장비의 응력
분포와 변형 정도를 구조해석을 통해 계산하였다. 구조해석 결과 최대 등가응
력은 71.4 MPa, 최대 변형량은 0.38 mm로써 안정적이고 정밀한 해체․절단
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수중분해장비의 이론 해석 및 실험결과를 통하여 복잡한 구조물에서 발생하
는 진동측정결과로부터 선형진동 또는 비선형진동 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방
법의 제시 및 선형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론과 실험데이터의 시간이력의
파형의 형태를 이용하여 제2의 진동원과의 위상차를 알 수 있었다. 축소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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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제작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함으로서 실제 장비의 진동 문제를 미리 파
악하고 설계에 반영하여 수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 분해 장비의 제작 후 운전성능, 절삭성능, 방수성능을 시험하여 장비의 제작
신뢰도를 확인하였고 분해장비의 구동시 절삭력 및 진동 신호를 측정․분석
하여 최저의 절삭력과 최소의 진동을 발생시키는 최적의 운전 조건(회전속도
700 rpm, 이송속도 20 mm/min)을 선정하였다.
수중분해장비의 제원은 다음과 같다.

- 크기 : 2200 × 1350 × 2040 mm
- 재질 : 내부식성과 강성을 고려하여 SUS316L 사용
- 구동축 : X, Y, Z의 3축 동시 구동 및 작업 테이블 회전(360°)
- 행정거리 : 900 × 640 × 1400 mm
- 주축 회전 : 90° 회전하여 수평, 수직 절삭 가능

○ 수중 해체 작업의 특성상 수동 운전의 불안정성과 공구의 파손 및 진동, 절단
정밀도 저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자동제어기술을 개발하였다. 회전시료조
사대 CAM 모델로부터 NC 코드 생성에 이르기까지의 공정을 컴퓨터로 자동
화하여 분해장비의 자동제어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절삭력 모델링을 통한 절삭
력 일정제어가 가능하도록 NC 코드를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절
단․해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최종적으로 연구로 1호기 회전시료조사대를 대상으로 연구로 1호기 실험수조
내에서 원격절단을 수행하여 분해장비에 대한 현장적용 실증시험을 성공적으
로 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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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
1. 개 요
서울 공릉동에 위치한 연구용 연구로 1호기(TRIGA Mark II)와 2 호기(TRIGA
Mark III)가 2001년 8월부터 해체 활동이 시작함으로써 해체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
연구로 해체 데이터베이스 연구 과제가 2001년 8월부터 시작되었다. 1 단계 연구 목
표인 개념적 모델링 연구가 수행되면서 해체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기초가 되는 해
체 정보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이 사용자 요구 사항 분석과
해체 데이터베이스 범위 설정 및 해체 정보 분류 체계 등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
었다. 1 단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의 전 단계로써 해
체 DB 시스템의 프로토타입 구현을 위하여 해체 자료들에 대한 입.출력 및 정보 평
가 시스템을 설계하였고, 해체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및 최적화를 수행하였으며,
Graphic User Interface 설계와 동시에 해체 DB Prototype이 수행 되었다.
해체 DB 시스템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해체자료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해
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하였고, Prototype 설계를 통하여 얻은 개선사항을 적
용하여 해체 대상물 시설정보, 해체작업정보, 방사학적정보, 폐기물 정보에 대한 입
출력, 자료저장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해체 데
이터베이스 기능 및 성능의 정확성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의 적용성과 활용
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체 시설 자료, 해체 작업 및 작업자 투입 인력 자료, 해체 방
사선학적 자료 그리고 해체 폐기물 자료와 같은 현장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을 시
험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해체 DB 정보 전략계획 수립
○ 해체 DB 구축 사례 조사 및 분석
- IAEA, OECD/NEA 등 원자력 국제기구에서 발행한 자료, 각국의 해체관련
자료,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하여 원자력선진국들의 해
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 해체 DB 구축 범위 설정 및 조정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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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 전문가, DB구축 전문가 등의 면담을 통하여 해체 업무의 목적을 명
확히 파악하고, 해체 활동 정보관리조직 체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특정 요구 정보와 전체 해체 업무간의 관계를 정의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용자 요구사항과 선진사례 분석을 통하
여 사용자 요구사항을 조정 수용하였다.
- 정보 및 자료의 중요도 분석
∙해외 DB 구축사례 분석 결과 및 사용자요구 사항의 조정 내용에 따라 추
후 목적시스템과 연계하여 분류할 수 있도록 정보 및 자료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 해체 DB 구축 개념 설정
∙DB 구축 개념 설정 방법은 해체시 관리해야할 정보와 해체 활동을 지원하
는데 필요한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이들을 가동하는데 요구되는
기술사항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정보전략계획(ISP)으로 수립하였다.
○ 정보 및 자료의 분류 체계 확립
- 정보 및 자료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DB 구축을 위한 최신 정보
및 자료조사를 우선 수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체 DB에 적합한 정보 분
류 체계를 확립하였다.
- 연구로 해체와 관련된 해체작업, 폐기물, 방사선, 시설물, 작업자 등의 항목
들을 내용별로 분류하고, 항목들 간의 상호관계를 정의하였다.
- 데이터 관계도 작성시, 제약 범위에서 데이터 값을 보존해야 하는 무결성 원
칙과, 데이터의 중복성 배제 원칙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나. 해체 DB 정보 구현 계획 수립
○ 해체 목적 시스템과의 연계성 분석
- 연구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여 세부항목별로 자료의 분류체
계를 수립하였고, 해체 자료관리와 정보 분석에서 요구되는 입력/출력 항목
을 도출하였다.
○ 해체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및 최적화
- 해체 DB 시스템의 데이터 흐름을 DFD를 이용하여 정의하였다.
- 요구사항으로부터 도출된 해체 중요항목들을 개체관계 (Entity-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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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을 이용하여 모델링을 하였으며, 데이터 모델링 결과를 데이터베이스
구조 목록과 데이터 저장목록으로 변환하였다. ERD 모델과 데이터 정의어
생성은 ERWin 3.5 CASE tool을 이용하였다.
○ 해체 DB Prototype 설계
- Prototype의 설계 표준을 설정한 후 목적 시스템과의 연계성 분석에서 선
정된 입력, 출력 및 정보 분석 항목 자료를 기초로 하여 설계된 user
interface를 이용하여 prototype을 설계하였고 예비시험을 통하여 프로그램
을 개선함으로써 prototype을 구축하였다.
- Prototype 설계에 이용된 S/W로는 MS-SQL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user
interface 설계는 Visual Basic을 사용하였다.
- Prototype 시험에 사용된 데이터는 연구용 원자로 2호기 부속시설 중 동위
원소 생산실 과 납 핫셀 및 콘크리트 핫셀을 해체한 실제 자료를 이용하였
다.
다. 해체 DB Structure 구축
○ 해체 DB Structure User Interface 구현
- 해체 DB 시스템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해체자료가 저장될 수 있
도록 해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하였고, Prototype 설계를 통하여 얻은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Web 기반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해체 DB Prototype을 바탕으로 하여 해체 대상물 시설정보, 해체작업정보,
방사선 학적정보, 폐기물 정보에 대한 입출력, 자료저장관리에 대한 프로그
램을 개발 하였다.
○ 해체 현장 자료를 이용한 DB Structure 시험 및 평가
- 작업일보와 월간진도 보고서에 기록된 납핫셀과 콘크리트 폐기 선원 및 조
사시편 자료를 선정하여 해체 DB Structure의 성능을 시험 하였다.
- 해체 작업을 통해 발생되는 현장자료를 입력함으로써 해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기능의 정확성을 검증하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들이
현장 자료들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해체 DB 정보 전략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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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체 DB 구축사례 조사 및 분석
○ 미국 Project Data Package (PDP)
- 미국의 PDP는 해체 프로젝트 운영자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개
발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 본 DB는 규정에 따라 5년 후 에는 미국 정부 기록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 PDP의 주요 내용은 해체 계획부터 해체 완료 단계까지의 작업내용, 방사선 관
리내용, 폐기물관리내용, 해체 비용 및 부지조사 등의 모든 내용을 수록하고 있
다.
○ 캐나다 AECL의 Whiteshell Decommissioning Record System (WDRS)
- 미국의 PDP와 마찬가지로 WDRS는 Douglas Point 발전로 및 연구로 해체 시
의 모든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된 시
스템이다.
- 정보저장매체로는 Roll 마이크로필름, 천공카드, CD, 비디오, 마그네틱테이프 및
Hardcopy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화재 등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 해체기록시스템에 필요한 핵심요소 및 공정, 해체 기록의 범주 및 요건, 정보
저장매체 및 관리 등의 기술이 개발 중에 있다.
○ 벨기에 BR-3의 Material Flow Management (MFM)
- 벨기에의 MFM은 EU에서 수행하고 있는 BR-3 원자로 해체시 발생하는 방사
성물질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기위하여 개발된 시스템이다.
- 따라서 본 MFM은 해체과정이나 용융 공장,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의 추적뿐만 아니라,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추적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 일본 JPDR 해체계획 및 해체활동 관리를 위한 COSMARD(Code System for
Management of Reactor Decommissioning)
- COSMARD의 프로그램은 방사능 계산코드인 Rado, 작업자 피폭 계산코드인
Dose, 데이터의 가시화 코드인 Garph, 데이터의 scheduling 및 계산코드인
Dmaf 및 프로젝트 모델링 코드인 Expa로 구성되어있다.
- COSMARD의 데이터베이스는 physical & radiological inventory, work
inventory data, computer models for DPM data 및 knowledge base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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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
- 정보 및 자료는 특성에 따라 각각의 계산코드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가시
화 또는 모델링되어 최종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 해체 DB 구축 범위 설정 및 조정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시설 및 작업 정보 : 시설 및 작업 정보는 크게 작업종류와 해체 작업 일
자, 해체 장소, 해체에 동원된 작업자 정보, 해체에 투입된 장비 및 기기 자
료 및 작업 기록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다시 세분류 하였다.
- 폐기물 정보 : 시설 해체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물리적 형태에 따라 크게
고체 폐기물과 액체 폐기물로 분류되며 각각의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
출하였다.
- 방사선학적 정보 : 해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주요 방사선학적 정보는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방사선량율, 표면 오염도, 작업자 피폭선량, 작업환
경의 방사선 준위, 수중 방사능 농도 등으로 분류하였고, 이들 각각 항목에
대한 세분류를 정의하였다.
○ 정보 및 자료의 중요도 분석
- 시설 정보 항목 : 시설은 크게 연구로 1호기 원자로실과 부속시설,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 부속시설 및 Yard 시설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각 시설별
로 세분류 하였다.
-

작업자

정보

항목

:

준비작업,

일반작업

및

해체작업에

투입되는

Man-power 및 장비 및 임시시설에 대한 정보 및 자료를 수용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였다.

그

외

각종

작업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자의

Man-power 등에 관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항목과 기타 업무에 소요되
는 자료들을 수용하는 항목도 선정하였다.
- 폐기물 정보 항목 : 물성별, 특성별, 준위별로 폐기물을 분류하였으며 처리
시 발생되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에 대한 항목이 도출되었다.
- 방사선학적 정보 : 연구로 폐로에서 가장 중요한 방사선학적 정보는 모든
작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정보 및 자료를 총 망라하고, 시간별, 공간별, 시설
별, 위치별, 작업자별, 고체 및 액체 방사성폐기물별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
연관된 항목을 도출하였다.
○ 해체 DB 구축 개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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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단계는 Fig. 3.2.1과 같이 데이터와 프로세스 및
상관관계로 구분하였다.
- 해체 데이터 설계 및 분석 도구로는 ERwin CASE tool을 선정하였으며,
프로세싱 설비는 Client/Server 급으로 Windows NT 운영체계를 고려하였
으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로는 본 시스템에 적합한 MS-SQL로
선정하였다.

계 획

분 석

설 계

구 축

데이터

데이터체계
표
현

엔티티관계
모델링

데이터구조
설
계

데이터베이스
구
축

프로세스

액티비티체계
표
현

프로세스
모델링

프로시져
설
계

프로그램
생
성

상관관계

메트릭스
분
석

프로세스
로직분석

대화설계
화면설계

화
생

면
성

데이터
베이스

프로
그램

화면

Fig. 3.2.1 연구로 해체 DB 구축 단계

(3) 해체 정보 및 자료의 분류체계 확립
○ 해체 DB 구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조사
- 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 보고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외 20종의 연구로 해
체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연구로 해체 DB 정보 및 자료 체계 확립을
위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 최신 정보 기술 동향 분석 및 적용
- 해체 DB 구축 시 사용되는 DBMS인 RDBMS, OODBMS 및 ORDBMS에
대한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구로 해체 DB 구축에 적합한 RDBMS을 선정
하였다.

- 121 -

○ 해체 DB에 적합한 정보 분류체계 수립
- 시설물별, 방사선별, 폐기물별, 인력별 정보검색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 목
표시스템의 기능을 예상하여 연구로 해체 DB 구축을 위한 정보 및 자료
분류 체계도를 완성하였다(Fig. 3.2.2).
소요시설

기관정보

시설코드
단위코드

기관코드

기술등급정보

인력정보

등급코드

사 용 자 ID
기관코드
등급코드

시설정보

해체작업정보

작업자정보

시설코드
시설구분코드
단위코드
장소코드

시설코드
사 용 자 ID
유틸리티코드

사 용 자 ID
단위코드

장소
장소코드

소요유틸리티
유틸리티코드

소요장비

방사학적정보

폐기물정보

시설코드

시설코드
측정단계코드
핵종코드
단위코드

시설코드
용기코드
처리시설코드

측정단계

시설구분

측정단계코드

용기정보

시설구분코드

방출핵종

용기코드
단위코드

핵종코드

단위

장소

처리시설

단위코드

장소코드

처리시설코드

Fig. 3.2.2 연구로 해체 DB 정보 및 자료 분류 체계도

(4) 시설정보를 중심으로 한 코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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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로 해체 관련 코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작성한 시설 및 공정기준 항목 도
출에 대한 정보에 의거하여 주요 대상업무를 인력, 시설물, 폐기물, 작업공정, 방사선
학적 정보로 구분하여 코드 설계 작업에 임했다.

• 해체 시설 코드

(가) 시설구분
K2A : 연구로2호기 부속시설(KRR2 Auxiliary Facilities)
K2R : 연구로2호기 원자로실(KRR2 Reactor Hall)
K1R : 연구로1호기 원자로실(KRR1 Reactor Hall)
K1A: 연구로1호기 부속시설(KRR1 Auxiliary Facilities)
YFS : 주변시설(Yard Facilities)
NTF : 신규 및 임시 설치시설(New Temporary Facilities)

(나) 대분류(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예)
IEL : 동위원소 실험실(Isotope Experimental Laboratory)
IPR : 동위원소 생산실(Isotope Production Room)
CHC : 콘크리트 핫셀(Concrete Hot Cell)
LHC : 납 핫셀(Lead Hot Cell)
COR : 복도(Corridors)
WER : 작업자출입구(Worker Entrance)
WIS : 폐기물검사대(Waste Inspection Area)
VES : 환기설비(Ventilation System)

(다) 중분류(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 예)
L22 : 실험실 122

L37 : 실험실 137

L01 : 납핫셀1

L10 : 납핫셀10

C01 : 콘크리트핫셀1

C02 : 콘크리트핫셀2

D01 : 덕트F-1

D13 : 덕트F-10

(라)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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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 : 실험실 바닥

LW : 실험실 벽체

LR : 실험실 천장

T1 : 실험대 1

T3 : 실험대 3

S1 : 씽크대 1

F1 : 흄후드 1

F4 : 흄후드 4

LF : 납핫셀 바닥

LC : 납핫셀 콘크리트

LB : 납핫셀 벽돌

CF : 콘크리트핫셀 바닥

M1 : Manipulator 1

LG : 납핫셀 창

M4 : Manipulator 4
G1 : 차폐창 1

G2 : 차폐창 2

CC : 콘크리트핫셀 크레인

(마) 세분류(시설 및 공정기준 항목 5열: 미정) : 확장을 고려, 일련번호

(바) 시설물과 폐기물 구분
O : 원시설물(Original Facility)
S : 고체 폐기물(Solid Waste)
G : 기체 폐기물(Gaseous Waste)
L : 액체 폐기물(Liquid Waste)
E : 규제면제 폐기물(Exception Waste))

(사) 폐기물 수량 : 일련번호

• 장비 코드

(가) 장비 종류
H : 수동 취급 공구(Handling Tool)
D : 공사장비(Dismantling Tool on Equipment)
M : 측정장비(Measurement Equipment)
C : 소모성 장구(Consumable Equipment)
(나) 일련번호

• 단위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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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단위종류 : 일련번호
3
μSv/h, mSv/h, kWh, MWh, Bq/g, kBq, MBq, Bq/ℓ, g/cm3, B.G, ton, kg, m , ℓ, HP,

mm, rpm, OD, ID, m, cm, CFM, n/cm2․sec, 원/EA, 원/m3, EA, Men, hr, Man-mSv

• 측정단계 코드

(가) 방사능 측정시기
I : 최초 측정(Initial)
B : 작업전 측정(Before)
D : 작업중 측정(During)
A : 작업후 측정(After)
F : 마지막 측정(Final)

• 등급코드

(가) 기술자 구분
E : 기술자(Engineer)
T : 기능사(Technician)

(나) 기술 구분
P :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S : 특급(Special Engineer)
H : 고급(High Engineer)
M : 중급(Medium Engineer)
B : 초급(Beginner Engineer)

• 용기코드

(가) 용기 종류
3
C1 : (2.1(L)×1.9(W)×1.2(H)m) 4 m ISO Container

C2 : 200 ℓ D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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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 TIF Cask
C4 : RSR 이송 용기
C5 : 폐기물 동위원소 이송 용기

나. 해체 DB 정보 구현 계획 수립
(1) 해체 목적 시스템과의 연계성 분석
○ 연구로 1, 2호기 해체 활동에 따른 자료관리는 해체관련 시설 및 장비별 세부
정보에 의거하여 시설정보 영역, 작업 정보 영역, 폐기물 및 방사선학적 정보
영역으로 구분한 뒤 다음과 같이 세부항목을 선정하였다.
○ 연구로 해체활동의 정보분석항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비용정보분석 : 장비 및 소요기자재 비용, 해체작업 및 관리비용, 폐기물
관리비용 등을 분석한다.
- 방사선/능 정보분석 : 작업자 피폭선량, 시설 및 장비의 제염전후 오염도
등을 분석한다.
- 폐기물 정보분석 : 폐기물 발생량, 방사능 준위, 폐기물 종류별 함유 핵종
등을 분석한다.
○ 입력자료는 연구로 1, 2호기 원자로 및 부속시설과 주변시설에 대하여 시설
보, 작업 정보, 폐기물 정보 그리고 방사선학적 정보로 구분하여 세부 항목들
을 도출하였다.
- 시설정보
∙시설명, 위치(건물별, 층별, 위치별, room별), 재원(규격, 크기), 재료
∙해체전․후 시설의 사진 또는 영상자료
- 작업정보
∙작업자 구분 : 감독, 전문가, 방사선안전관리자, 일반작업자, 기타
∙작업자 개인 정보 : 회사, 직급,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작업자 시간 및 투입 장소 : 시설별, 공정별, 해체 대상물별
∙ 투입 장비 및 해체 비용
∙ 작업자 피폭선량
- 폐기물정보
∙ 폐기물 특성 : 발생시설, 발생일시, 발생량, 방사능 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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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종류 : 고체(가연성, 비가연성), 액체, 규제해제, 비방사성 폐기물
∙ 폐기물 저장 : 저장 방법, 용기 종류, 수량, 규격, 지급 승인 날짜, 담당
자, 관리 책임자
∙ 처리 방법 : 고체폐기물 압축, 제염공정, 자연 증발, 막분리, 고화
- 방사선학적 정보
∙표면 오염도, 공기 오염도, 유리성 오염도(알파/베타선), 고착성 오염도
∙ 공간 방사선량률
∙ 폐기물 내 핵종 분석 : 폐기물 종류, 핵종, 조성

(2) 해체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및 최적화
○ 연구로 해체 활동에서 발생되는 자료들을 해체 DB에서 입력, 조회, 수정, 삭
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Fig. 3.2.3과 같이 자료 흐름도(DFD)로 나타내었다. 해
체 데이터베이스에서 고려된 자료 흐름도(DFD)는 시스템으로부터 선정된 4
개의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정보들은 depth 4의 process를 갖는다.
해체 정보에서 고려된 각 정보들의 DFD 내용을 부록 1에 수록하였다.

방사성폐기물 항목
조회 조건

2.3.1

조회

기간별 방
사성폐기물
현황

방사성폐기물 정보

조회

준위별 방사성폐기물
담당자

조회 조건

2.3.2
준위별 방
사선 현황

조회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 정보

사용자

시설로부터 발생 폐기물
조회 조건

2.3.1
시설별 방
사성페기물
현황

조회

시설정보

Fig. 3.2.3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자료 흐름도

○ 해체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는 해체자료의 무결성과 데이터의 중복에 따른
이상 현상(anomaly)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체 정보영역은 일반적으로
1:1, 1:N 또는 N:M의 형태를 갖는다. 즉, 시설정보와 폐기물 정보는 1:N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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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갖는데 하나의 시설에서 여러 가지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복잡
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해체 데이터베
이스 구조를 설계하기 위하여 개체 관계도(ERD)를 이용하여 해체자료를 모
델링 하였다. (Fig. 3.2.4). 개체 관계도는 개체 (entity)와 관계 (relationship)
로 구성되며 그림에서와 같이 연구로 시설의 한 부분을 해체할 경우 시설정
보가 가지는 개체는 해체 작업정보와 폐기물 정보의 관계를 가진다. 또한 폐
기물 정보는 방사학적 정보, 폐기물 방사학적 정보, 용기 정보, 그리고 방출
핵종 정보와 관계를 지닌다. 하나의 개체에서 발생하는 자료가 여러 정보들
간의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게 되면
데이터들의 중복성과 무결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을 초래할 수 있다.
○ 데이터 구조의 최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데이터 정규화 과정을 수행하였다.

- 제 1 정규형 : 한 정보에 포함된 속성타입 집합을 분할하여 반복그룹을 갖
는 속성타입을 분리
- 제 2 정규형 : 각 정보마다 고유의 key값을 가지게 있는데, 이 key값의 일
부에만 속성타입을 분리
- 제 3 정규형 : 각 정보의 key값이 아닌 다른 속성타입에 종속적인 속성타
입을 분리
- 제 4 정규형 : 특정값(또는 범위)을 갖는 경우에만 존재하는 속성타입을 분
리

○ 해체자료 정규화 과정을 수행한 후 해체 정보들 간의 관계도(ERD)를 Table
3.2.1과 같이 데이터 구조 목록(DSL)으로 변환하였다. 데이터 구조 목록으로
변환하는데 필요한 기술 요소는 개체 관계도의 변환과 속성 변환 그리고 관
계 변환 등이 있다. 개체 관계도 변환은 정의된 개체 타입이 프로그램에 필
요한 record 타입으로 변환되며, 속성 변환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 유형
으로 변환이 되고, 관계 변환은 개체와 개체와의 관계가 일 대 다(1 : M)인
경우 다 측의 record 타입에 외부 키 (foreign)를 생성한다.
○ 정규화 작업을 통해 작업된 내용을 기초로 데이터 정의어를 구성하여 테이블
을 생성하였으며, 해체 정보 주요 정보 테이블들을 부록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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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해체 정보들 간의 개체 관계도(ERD)
(3) 연구로 해체 Prototype 구축을 위한 User Interface 설계

(가) Interface 개발 환경 설정
○ 개발환경 : UNIX 환경과 Windows 환경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하드웨
어 및 소프트웨어 비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연구소 환경에 가장 적합한
MS Windows 2000 Server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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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해체 데이터 구조 목록
Table 명

방사학적정보

설

시설물 및 폐기물의 방사선학적 정보를 담고 있는 table

명

번호

칼럼명

타입

길이

설명

비고

1

시설코드

Char

14

시설코드

PK,FK

2

측정시점

Date

측정시점

PK

3

방사선량율

Float

10.2

방사선량율측정

4

알파유리성오염도

Float

10.2

알파유리성오염도측정

5

베타유리성오염도

Float

10.2

베타유리성오염도측정

6

고착성오염도

Float

10.2

고착성오염도측정

7

표면선량률

Float

10.2

표면선량률측정

8

공기오염도

Float

10.2

공기오염도측정

9

수중오염도

Float

10.2

수중오염도측정

10

측정일

Date

방사학적 정보 측정일

○ DBMS :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관계형데이타베이스관리시스템(RDBMS)를 비
롯하여, 객체지향데이타베이스관리시스템(OODBMS), 객체관계형테디아베이스관
리시스템(ORDBMS)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였고, 각 장단점을 비교 후 응용 분야
에 적합한 타입인 RDBMS를 적용키로 하였으며, RDBMS 중 MS Windows
2000 Server에 가장 적합한 DBMS로 MS SQL Server 2000을 사용하기로 하였
다.
○ 개발방법 : Web 형태의 개발 방식과 Client/Server 형태의 개발 방식에 대하여
운영 형태와 관리의 편리성, 보안 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방
식으로 Client/Server 형태의 개발방식을 채택하였다.
○ 개발언어 : 다양한 개발 툴 중 MS Windows 2000 Server 환경 하에서
Client/Server 형태의 개발방식에 가장 적합한 툴로 Visual Basic을 채택하였다.
○ Excel 입력 : 해체 데이터 자료의 입력 과정을 쉽고 편리하도록 하기위해 Excel
입력 양식을 설계한 후 테이블을 생성하였다. Excel로 작성된 테이블의 내용들
을 부록 3에 나타내었다.
○ 화면 설계 : Visual Basic으로 제작된 해체 정보 User Interface 화면들을 부록 4
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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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출력 프로시져 설계
○ 해체 업무에 대한 명령어(Commands), 기능키(Function Keys), 표시특성
(Display Properties), 템플리트(Templates), 메시지(Messages) 등에 대한 시
스템 표준을 정의하였고, 시설물코드(시설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
류), 폐기물구분코드, 장비코드, 유틸리티코드, 단위코드, 측정단계코드, 기술등
급코드, 용기코드 등의 코드를 설계하였다.
○ 데이터 모델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정의어(DDL : Data Definition Language)를 생성하였고, 작성한 DDL을 데이
터베이스 정의 제어블록을 생성하는 유틸리티에 입력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
를 생성하기 위하여 작업제어언어(JCL : Job Control Language)를 작성하였
고, 작성된 JCL을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였다.

(다) 프로그램 소스코드 생성
○ User Interface 설계 단계에서 작성한 자료흐름도와 User Interface Layout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소스를 작성하였다.
○ 시스템의 가동에 앞서 프로그램들이 설계서와 현업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만
족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로직 에러, 설계서
와의 불일치, 과부하 에러, 처리용량 및 처리능력 에러,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에러 등에 대한 에러를 테스트 및 보완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였
다. Table 2.2 에 프로그램의 모듈명과 내용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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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모듈명과 내용
frmEquipMaininfo
frmEquipStat_Exhaust
frmInput_Code
frmInput_Nuclear
frmInput_NuclearSteam
frmInput_Piece
frmInput_PiecePerson
frmInput_PieceWork
frmInput_Steam
frmInput_SteamWork
frmInput_Tool
frmInstruList
frmLogin
frmOrgList
frmPersonList
frmPersonStat_Com
frmSteam_List
frmToolList
MAIN_API
MAIN_FUNC
MAIN_MDI

계략정보, 구조도, 동영상을 뿌려주는 모듈
시설물별 폐기물발생현황
코드관리 모듈
방사학적정보등록
페기물방사학적정보등록화면
해체작업관리화면
해체작업자등록화면, 모듈
해체작업일보등록화면, 모듈
해체작업자등록화면, 모듈
폐기물정보등록화면, 모듈
해체장비정보등록
용기정보등록화면, 모듈
로그인화면, 모듈
기관정보화면, 모듈
인력정보관리화면, 모듈
연도별 총 인원 투입 계획대비실적
폐기물관리화면, 모듈
장비정보관리화면, 모듈
API모음 모듈
기타함수들 모음모듈
MDI 메인화면

(4) 해체 DB Prototype 구축
(가) 해체 Graphic User Interface 설계
○ 해체 업무에 대한 명령어 (commands), 기능키 (function keys), 표시특성
(display properties), 템플리트 (templates), 메시지 (messages) 등에 대한 시
스템 표준을 정의하였고, 시설물 코드(시설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
분류), 폐기물 구분코드, 장비 코드, 유틸리티 코드, 단위 코드, 측정단계 코
드, 기술등급 코드, 용기 코드와 작성된 자료 흐름도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user interface layout을 설계하였다.
○ 사용자의 편의성과 보안성을 위하여 client/server 형태로 설계하였으며, 최소
한의 접근으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user interface 설계하였
으며 사용된 도구는 다음과 같다.
- 개발언어 : Visual Basic
- 운영환경 : Microsoft Windows 2000 Server
- DBMS : Microsoft SQL Server 2000

(나) 해체 DB prototype 설계 및 테스트
○ Prototype은 시설정보 영역, 작업정보 영역, 폐기물/방사선학적 정보 영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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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보 영역을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Prototype의 설계 절차는
해체 자료 관리와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출력사항을 결정하고, 이 출력
결과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입력 자료 항목을 도출하였다. 초기 prototype을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를 선택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
발된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하여 수정사항을 도출하여 프로그램을 개선 및 보
강하였다.
○ 해체시설정보는 시설물 위치를 기준으로 동위원소 생산실과 실험실, 작업자
정보와 방사선학적 및 폐기물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연구로 해체 대상물의 제원, 특성을 등록하고 시설구역별, 설치위치별로 조회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Fig. 3.2.5에서처럼 동위원소 생산실 중 실험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
고, 시설 및 작업자 정보와 방사선학적 및 폐기물 정보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
를 Fig. 3.2.6과 같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3.2.5 해체 DB 초기화면

Fig. 3.2.6 해체 DB 개략 정보화면

① 입력 정보
해체 입력 자료는 정보관리 중 작업관리를 선택할 수 있게 개발되었고, Fig. 3.2.7
과 같이 해체 작업 관리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자료를 입력 및 수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현 화면에서 하나의 레코드를 선택하게 되면 해체 폐기물 정보 입
력 화면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화면에서는 폐기물 종류별로 이미 등록
된 자료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데이터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머지 다른 해체 주요 정보들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료
가 입력된다. 해체 폐기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Fig. 3.2.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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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해체 작업 관리 입력 화면

Fig. 3.2.8 폐기물 정보 입력 화면

② 출력 정보

Fig. 3.2.9 실험실 132호 폐기물 현황

Fig. 3.2.10 실험실 132호 폐기물데이터

Fig. 3.2.9는 동위원소 생산실 내 실험실 132호실의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에 대한 실제 데이터는 Fig. 3.2.10에 나타내었다.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해체 주요 정보는 해체 대상물별 표면 오염도 현황 및
방사선량률 그리고 폐기물 종류별 현황, 방사능 준위별 현황, 용기별 함유 핵종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해체정보조회를 선택한 후 해당
정보를 선택하면 상세한 출력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③ 해체 정보 분석
년도별 해체 작업자의 해체 현장 투입 계획 대비 실적 현황을 Fig. 3.2.11에 5개의
직종별로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 그림으로부터 해체 현장에 투입된 해체 작업
자의 총 근무 일수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에 이어 작업자의 인건비 현황
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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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해체 DB prototype에 대하여 설계를 하였고, 설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발생한 로직 에러, 자료 모델링과의 불일치,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에러 등에 대하여 보완하여 시스템을 최적화하였다.

Fig. 3.2.11 년도별 작업자 투입 계획 대비 실적
다. 해체 DB Structure 구축

(1) 해체 DB Structure User Interface 구현
(가) 해체 DB 프로그램 개발
해체 DB 시스템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해체자료가 저장될 수 있도록 해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성하였고, Prototype 설계를 통하여 얻은 개선사항을 적용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① 해체 데이터베이스 생성
해체 자료흐름도와 자료개체관계도를 통하여 최적화된 해체자료 구조를 이용하
여 데이터베이스 정의어인 DDL(Data Definition Language)를 이용하여 해체 자료가
저장되는 공간인 해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SQL Query 문과 SQL-Server에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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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이터베이스 위저드를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해체 데이터베이스 파일은 데이터
파일과 로그 파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파일은 자료가 실제 저장되는 파일이
고 로그 파일은 데이터베이스를 복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트랜잭션 로그 정보가 저
장되는 파일이다. Fig. 3.2.12는 해체 데이터베이스 파일이 생성되는 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Fig. 3.2.12 해체 데이터베이스 파일 생성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실제 자료가 각 정보 영역별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해
체 각 정보 영역의 테이블(Table)을 생성하였다(Fig. 3.2.13). 테이블 생성은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작성된 해체 자료개체관계도(ERD)에서 정의된 엔티티를 이용하여 테
이블을 설계하였다. ERD에서 정의된 엔티티는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해서 테이블
로 전환(Mapping) 하였고 테이블 명칭은 영문으로 표준화된 체계에 맞게 너무 길지
않게 정의하였다. ERD에서 정의된 속성은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위해 칼럼으로 전환
하였으며, 칼럼의 명칭은 속성의 명칭과 혼동되지 않도록 표준화된 약어를 사용하였
다. ERD에서 정의된 식별자는 테이블의 기본키로 전화하였고, 엔티티내에 있는 모
든 속성과 기본키에 대한 지정을 완료한 후 해체 자료간의 중복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외부키로 지정하여 제약조건(Constraints)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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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의 칼럼에 데이터 타입과 길이를 설정하였다. 데이터 타입은 먼저 문자 타입인
지, 숫자 타입인지를 확인하여, 문자 타입은 데이터 특성에 따라 고정길이와 가변
길이로 설정을 하였고, 숫자 타입은 자료 특성에 따라 소수점 자리까지 관리되도록
지정하였다. 이미지 정보는 LONG 타입으로 설정하였으며, 날짜 처리를 위해서 자
료의 특성에 따라 날짜타입과 문자 타입으로 설정을 하였다. 데이터 타입을 결정한
후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길이를 확정하였다. 위와 같이 데이터 타입에 대한 체계
적인 지정을 한 이유는 적절하지 못한 데이터 타입의 선정은 수행속도를 나쁘게 하
고,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료 액세
스 경로 선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하기 때문에 해체 자료에 대한 원하는 정보
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각 테이블에 대해서 적절한 데이터 타입을 설
정하였다.
해체 데이터베이스에는 총 19개의 시스템 운영관련 테이블과 91개의 자료 저장 테
이블, 총 110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다.

② 해체 DB 저장관리 프로그램 개발
해체 DB Prototype을 바탕으로 하여 입출력 및 저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하였다.
입력정보는 해체 자료의 보안성을 고려하여 Prototype에서 사용된 User Interface
화면을 사용하였고, 조회 및 출력을 위한 User Interface는 해체 관리자나 일반 사용
자들이 Web 기반 하에서 원하는 해체 정보들을 조회 할 수 있도록 ASP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Fig. 3.2.13 해체 자료 테이블 생성
해체정보 영역별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입력 모듈을 개발하였으며, 입력된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하였고,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도표를 이용하여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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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하는 자료를 조합하여 자료를 취합할 수 있도록 해체대
상물 시설정보, 해체작업정보, 방사선학적 정보, 폐기물 정보에 대한 자료저장관리
프로그램을 체계화 하였다.
해체 시설물에 대한 특성자료를 입력할 수 있도록 Fig. 3.2.14와 같이 화면을 설계
하였으며, 사용자가 입력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화면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Fig. 3.2.15와 같이 프로그램 하였다.

Fig. 3.2.14 해체대상물 시설 자료 입력 화면

Fig. 3.2.15 해체대상물 시설 조회 화면
해체작업 정보에서는 주요 해체시설에 대한 해체 작업내용별, 해체 작업분류별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해체작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주요 해체 시
설의 투입인력에 대한 분야별, 직종별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체
투입장비에 대해서는 해체장비 투입 상세 내역과 특수한 목적의 해체를 위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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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비에 대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해체작업 정보 프로그램은 먼
저 해체작업에 대한 자료를 입력 후 해체작업자 자료, 해체 투입 장비 자료를 입력,
갱신 그리고 삭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Fig. 3.2.16은 해체 작업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Fig. 3.2.16 해체 작업정보 입력 화면
방사선학적 정보에서는 연구로 1, 2호기 시설, 부속시설과 방사선관리 구역내에 존
재하고 있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시설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방사성물질이 시
설 외부로 누출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해 시설내의 공간방사성량률, 공기오염
도, 표면오염도 및 수중오염도를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로 감시한 결과에 대한 자료
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방사선학정 정보 프로그램은 해체대상 시설물 자
료를 이용하여 측정결과를 입력, 갱신 그리고 삭제할 수 있도록 화면을 설계하였다.
방사선학적 정보와 해체 폐기물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의 예를 Fig. 3.2.17과 Fig.
2.13.8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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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7 방사선학적 정보 입력화면

Fig. 3.2.18 폐기물정보 입력 화면

해체 폐기물 정보에서는 해체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발생원부터 저장까지의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과정, 그 내역, 폐기물 발생시기, 용기 등에 대한 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
록 구성하였다. 해체 폐기물 프로그램은 해체 발생원인 해체대상 시설물 자료를 이용
하여 폐기물 자료를 입력, 갱신 그리고 삭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연구로 2호기 부속시설에 포함된 실험실, 납 핫셀, 콘크리트 핫셀 등을 해체하면서
해체현장에서 만들어진 사진, 그림 및 동영상 파일들을 해체 DB에서 관리할 수 있도
록 해체 DB

Structure에

추가하였다.

해체시설에

대한 주요

자료와

관련된

Multimedia자료를 활용한다면, 여러 해체시설 및 해체대상물의 해체 전, 해체과정 그
리고 해체후의 모습에 대한 자료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구성중
인 해체현장 멀티미디어 관련 정보의 구조를 Fig. 3.2.19 와 같이 설계하였으며, 해체
정보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예를 Fig. 2. 3.20에 나타내었다.

(2) 해체 현장자료를 이용한 해체 DB Structure 시험 및 평가
해체 DB Structure 시험 및 평가를 위해 작업일보와 월간진도 보고서에 기록된 납
핫셀과 콘크리트 폐기 선원 및 조사시편 자료를 선정하였다. 납 핫셀은 2002년 3월 2
일에 해체가 시작되어 2002년 5월 31에 해체가 완료되었으며, 콘크리트 폐기 선원 및
조사시편 작업은 2002년 3월 13일에 작업시 시작되어 2002년 4월 14일 종료되었다.
납핫셀 해체활동에서 발생된 자료의 현황은 참여인원, 작업자의 연간 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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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9 해체 정보 Multimedia View

Fig 3.2.20 해체 현장 동영상 파일

작업전, 후 오염검사, 해체 후 발생된 폐기물 량, 저장고 위치, 집단피폭선량(예상
vs 실제), 작업자의 작업별 출입 현황, 해체 시설 출입횟수, 작업시간, 피폭선량, 출
토물 및 반출 전 핵종 분석 등으로 되어있다. 이들 자료들은 입력 화면에서 입력이
되어 해체 DB Server 시스템의 테이블에 저장되며, 해당 테이블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출하여 조회 및 출력 설계에서 고려된 항목을 조회할 때 반영된다.
(가) 납 핫셀

① 방사선/능 현황
납 핫셀의 방사선/능 현황을 살펴보면 방사선/능 조사 당시는 단수명 동위원소 생
산을 위해 납 핫셀을 사용 중에 있었으므로 높은 방사능 및 오염도를 나타냈었으나,
납 핫셀의 해체 공사시에는 납 핫셀 사용이 중지 된지 오래되어 단수명 핵종 등의
붕괴로 인해 오염도는 현저히 떨어져 자연 방사선/능 수준이다.

② 데이터 분포 및 현황
2003년 3월 2일부터 2002년 5월 13일 해체가 완료된 납 핫셀은 해체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들로 구성되어 있다.
○ 시설 및 작업(작업자)정보와 방사선학적 정보
- 작업일자, 작업자 인적사항과 투입시간
- 해체 대상물:#6 상단 내외부 동쪽벽, #7 하단부 , #6~#7번 상단부, #8 하단
부 ,#7~#8번 상단부, #9 하단부 ,#8~#9번 상단부, 잔여물, 콘크리트 잔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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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핵종분석: 해체 시설 및 대상물 위치, 핵종, 농도, 제염 횟수(Table 3.2.3)

Table 3.2.3 납핫셀 해체 전 핵종분석 결과(예)
1차
2002. 4. 15
Co-60, Cs-137
0.08
1.4
6

제염 일자
핵종
핵종 농도
제염 시간
투입인원

2차
2002. 4. 18
Co-60, Cs-137
0.03
1.4
6

3차
2002. 5. 23
Co-60
0.015
1.4
6

- 해체 작업 전과 후 오염검사(해체 시설정보와 연계)
marking number, 해체 대상물, 유리성 오염도(알파, 베타), 고착성 오염도, 표면선
량률(Table 3.2.4)
Table 3.2.4 납 핫셀 해체 전/후 오염검사 결과(예)
marking no.

item

1
2
3
4
5
6
7
8
9
10

목재문짝
목재문짝

유리성 오염도(Bq/m2)
알파
베타

목재틀
나무조각
콘센트박스
전기배관
철재틀
철조각
철재배관

0
0
0
0
0
0
0
0
0
0

고착성

표면선량률

오염도(cpm)

(Usv/hr)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2
514
0
0
0
0
0
0

무게(kg)

사진

2.25
2.15
1.2
0.45
7
7
17.65
4.75
1.35

③ 해체 폐기물 현황
- 해체 폐기물 반출 전 오염검사
marking number, 해체 대상물, 유리성 오염도(알파, 베타), 고착성 오염도, 표면선
량률

④ 해체 폐기물 저장 현황
- 2가지 형태로 저장소에 반입되고 있다.
해체 작업 전 과 후 오염검사를 마친 후 검출치 하한 이하면 임시 야적장으로 반
입되며, 해체 폐기물 반출시 오염검사 후 검출치 하한 이하면 임시 야적장으로 반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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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크리트 폐기 선원 및 조사시편
① 방사선/능 현황
핫셀 내부의 공간선량률은 1번 핫셀에서는 작업 전에는 최대 68 mR/hr에서 내부의
선원을 모두 제거한 후의 선량률이 최대 0.46 mR/hr으로, 2번 핫셀에서는 작업 전
최대 34 mR/hr에서 작업 후 최대 0.9 mR/hr로 낮아져 내부의 방사성물질들을 모두
제거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② 데이터 분포 및 현황
2002. 3. 13부터 2002넌 4. 14 동안 제거된 폐기선원과 조사시편들은 4개의 소형 차
폐운반용기에 분산하여 대전 본소의 동위원소 생산시설로 운반하였다. 이 폐기선원들
은 본소의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대형 핫셀 내부에서 정확한 방사능을 측정한 후 선
원에 대한 이력을 만들어 폐기하거나 또는 재사용하게 된다.

③ 시설 및 작업(작업자)정보와 방사선학적 정보
- 해체 대상물: C1 콘크리트 핫셀, C2 콘크리트 핫셀, C1내부벽바닥, C2내부
벽바닥
- 작업자 피폭선량: 작업자와 작업 시간에 따른 피폭량(mrem/hr)(Table 3.2.5)

Table 3.2.5 콘크리트 핫셀내 조사시편 제거시 작업자가 받은 피폭선량(mrem/hr)
작업일자

2002. 3. 14

2002. 3. 19

2002. 3. 20

2002. 3. 21

박춘수

1

2

3

3

김영전

1

1

3

3

김동연

2

2

소요시간

7

4

4

4

오염검사

이송용기 6개

이송용기 4개

④ 해체 작업 전과 후 오염검사
marking number, 해체 대상물, 유리성 오염도(알파, 베타), 고착성 오염도, 표
면선량률(Table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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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6 콘크리트 핫셀내 조사시편 제거시 오염검사 결과(예)
marking no.

item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C1

유리성 오염도(Bq/m2)
알파
베타

1260
1360
5420
11000
1180
498
833
582
2140
1380
1730
438
470

고착성

표면선량률

오염도(cpm)

(Usv/hr)

0
0
0
0
0
0
0
0
0
0
0
0
0

0.3
0.8
0.6
0.5
0.5
0.5
0.5
0.2
0.5
0.5
0.4
0.2
0.2

147000
141000
538000
1220000
106000
65300
75400
61800
172000
109000
39200
30300
20300

무게(kg)

사진

2.25
2.15
1.2
0.45
7
7
17.65
4.75
1.35

연구용 원자로 1, 2호 해체활동에서 발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해체 데이터베이스
에 입력,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체 활동 중에 발생되는 해체작업 내용, 투입 인
력, 투입 장비, 방사선학적 정보 그리고 폐기물 정보에 대한 자료가 중복성 없이 자
료처리의 정확성을 확인하였고 저장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분석이 가능하게 되었
음을 확인함으로써, 해체 DB Structure 시스템 프로그램 구조에 대한 건전성을 검증
하였다.

(다) 해체 현장자료 시험 및 평가
연구용 원자로 해체활동은 실험실 내부의 실험기기 해체 및 철거작업, 납핫셀 해
체 및 철거 그리고 콘크리트 핫셀 해체작업으로 이루어져진다. 이 해체 작업을 통해
발생되는 현장자료를 입력함으로써 해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기능의 정확성을
검증하였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들이 현장 자료들과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하였다.

① 해체시설 자료 시험 및 평가
해체시설에 대한 자료는 해체 DB Structure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해체시설 대
상물에 대하여 대․중․소 별로 조회 및 검색이 가능하고, 해체 대상물의 용도, 재
원, 특성과 사진, 도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 2.3.21의 연구소 시
설 해체 대상물 현황에서 해당 해체 대상물을 선택하면 해당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가 있다. 예를 들면,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의 제원과 특성들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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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Fig. 3.2.22에 나타내고 있으며, 연구로 2호기 내 RSR에 대한 그림은 Fig. 3.2.23
에 그리고 연구로 2호기 도면은 Fig. 3.2.24와 같이 나타내었다.

Fig. 3.2.21 연구로 시설 해체대상물 현황

Fig. 3.2.22 연구로 2호기 원자로실

Fig. 3.2.23 RSR 사진 및 특성

Fig. 3.2.24 연구로 2호기 도면

② 해체작업 내용 자료 시험 및 평가
연구용 원자로 해체활동을 하면서 수행된 작업을 입력하여 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
록 하였고, 해체작업을 년도별, 월별(Fig. 3.2.25), 일별(Fig. 3.2.26)로 조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해체작업에

대한

입력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해체작업은

총

77.1

(Man/Month, 이하 M/M, 1Month=200 hour/1 Man)로 집계가 되었고, 해체작업 중에
배관 철거 및 피폭검사와 같은 해체활동작업이 22.5 (M/M)과 제염작업이 21.2 (M/M),
방사선 측정 및 분석 작업이 18 (M/M)로 큰 비중으로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3.2.27). 2002년도 해체작업은 제염활동작업이 16 (M/M), 방사선측정작업이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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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해체활동작업이 11.4 (M/M), 준비작업이 9.5 (M/M), 폐기물관리작업이 0.9
(M/M) 그리고 작업안전관리에 관한 해체작업이 0.3 (M/M) 순으로 해체작업이 이루
어졌음을 알 수 있었고(Fig. 3.2.28), 2003년도에는 해체활동작업이 11.1 (M/M), 제염
활동작업이 5.1 (M/M), 준비작업이 4.3 (M/M), 방사선측정작업이 4.2 (M/M), 폐기
물관리작업이 0.7 (M/M) 순으로 해체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2.29).

Fig. 3.2.25 월별 해체작업내용

Fig. 3.2.26 일일 해체작업내용

Fig. 3.2.27 해체작업 내용별 분류

Fig. 3.2.28 해체작업 분류별 전체 투입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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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9 년도별 해체작업 분류별 투입 시간
③ 해체작업 투입인력 자료 시험 및 평가
해체작업이 수행 되면서 투입된 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해체
시설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집계 및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해체작업
분야, 직종, 직급별 투입인력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력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해체작업 인력투입은 방사선작업분야 100.7
(M/M)과 방사선안전분야 72.5 (M/M)로 두 분야에 해체작업에 대한 인력 투입이 대
부분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3.2.30). Fig. 3.2.31에 해체 작업에 투입된 인력의
집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001년에는 방사선작업분야는 18.1 (M/M), 방사선안전
분야에서 14.9 (M/M)로 나타났고, 2002년에는 방사선작업분야 39 (M/M), 방사선안전
분야 29.6 (M/M), 폐기물분야 2.4 (M/M), 품질관리분야 2.4 (M/M)로 나타났고, 2003
년에는 방사선작업분야는 43.7 (M/M), 방사선안전분야는 28 (M/M), 품질관리분야는
9.9 (M/M), 폐기물분야는 9.7 (M/M)로 집계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3.2.32).
직종에 대한 분포로는 총 197.6 (M/M)으로 나타났고, 이중에서 중급기술자가 46.4
(M/M), 특별인부가 43.8 (M/M)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로 분석
한 결과는 2001년에는 중급기술자 13.2 (M/M), 특별인부 10 (M/M), 절단공 5.6
(M/M), 콘크리트공 1.7 (M/M) 그리고 현장관리 0.2 (M/M), 2002년에는 중급기술자
23.4 (M/M), 특별인부 13.7 (M/M), 절단공 9.3 (M/M), 작업반장 8.1 (M/M), 콘크리
트공 7.7 (M/M), 초급기술자 3.7 (M/M), 중급기증사 2.4 (M/M), 폐기물관리사 2.4
(M/M), 원자력품질관리사 3.2 (M/M) 그리고 조력공 0.2 (M/M), 2003년에는 특별인
부 20.1 (M/M), 원자력품질관리사 10 (M/M), 중급기능사 10 (M/M), 콘크리트공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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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중급기술자 9.7 (M/M), 폐기물관리사 9.7 (M/M), 작업반장 9.2 (M/M), 절
단공 4.6 (M/M) 의 순으로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3.2.35) Fig.
3.2.34는 직종별로 투입된 총인력 분포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Fig. 3.2.30 해체 분야별 인력 투입 집계 현황

Fig. 3.2.31 분야별 해체 인력 투입 현황

④ 해체작업 투입장비 자료 시험 및 평가
해체활동에 투입된 장비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특수한 목
적의 제염 및 해체를 위한 투입된 장비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주요 해체
장비 투입 정보에 대한 집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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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3 해체 인력 직종별 집계 현황

Fig. 3.2.32 년간 분야별 해체 인력 투입 현황

Fig. 3.2.34 해체 인력 직종별 총 투입 현황

Fig. 3.2.35 년도별 해체 인력 직종별 투입현황

입력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투입된 장비의 종류수는 71가지 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사선 측정에 대한 장비가 3,212 일로 가장 많이 투입되었고, 기타 해체
관련 장비가 2635일 투입이 것으로 집계 결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26). 년도별로 파악을 해보면, 2001년에는 방사선측정기 종류가 670 일 투입, 기타
장비가 646 일 투입 그리고 일반작업 관련 장비가 25일 투입이 되었고, 2002년에는
기타 장비류가 1290 일 투입, 방사선측정기류가 1290 일 투입, 공기구류가 177 일 투
입, 제염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장비가 122 일 투입, 그리고 일반작업 관련 장비가
100 일 투입된 것으로 분석되었고, 2003년에는 제염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장비가
1,285 일 투입, 방사선측정기류가 1,252 일 투입, 기타 장비류가 699 일 투입, 그리고
작업용 공기류가 648 일 투입된 것을 알 수 있다(Fig.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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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6 해체 장비 종류별 집계 현황

Fig. 3.2.37 년도별 해체 장비 투입 현황

⑤ 해체 방사선학적 자료 시험 및 평가
해체 방사선학적 정보에 있어서는 해체작업을 착수하기 전, 작업중 그리고 작업완
료 시점에 측정한 방사선/능 측정자료인 작업전/후 오염검사 자료와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시설, 부속시설과 부대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내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적으
로 측정한 공간방사선량률, 공기오염도, 표면오염도 및 수중오염도에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공간방사선량률 측정에 대한 자료는 방사성물질의 누설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출입
자의 방사선피폭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
력된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시설 내에서 측정된 공간 방사선량률 분포를 보아 시설
의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3.2.38, Fig. 3.2.39).
공기오염도 측정에 대한 입력된 자료는 해체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 동위원소 생산
시설과 관련된 측정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력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
설 내의 월평균 공기오염도는 대부분 최소검출방사능(Medium Detectable Activity:
MDA)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3.2.40, Fig. 3.2.41).
수중방사능농도 측정에 대한 자료는 수중 방사성물질로 인한 시설내의 오염의 정
도 및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회 자료 결과를
Fig. 3.2.42와 Fig. 3.2.43에 나타내었다.
표면오염도 측정에 대한 자료는 방사성물질의 누설 여부를 파악하고 시설의 건전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스미어 방법에 의한 간접법으로 채취된 시료를 계수기를 이
용하여 측정한다. Fig. 3.2.44와 Fig. 3.2.45에 조회된 결과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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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8 2001년 공간방사선량률 측정결과

Fig. 3.2.39 2002년 공간방사선량률 측정결과

Fig. 3.2.40 2001년 공기오염도 측정 결과

Fig. 3.2.41 2002년 공기오염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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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2 2001년 수중방사능농도 측정

Fig. 3.2.43 2002년 수중방사능농도 측정

결과

결과

Fig. 3.2.44 2001년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Fig. 3.2.45 2002년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Fig. 3.2.46 작업전/후 오염검사 현황

Fig. 3.2.47 작업전/후 오염도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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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작업전과 후의 오염현황 자료를 Fig. 3.2.46에 나타내었으며, Fig. 3.2.47은
해체 대상물별 측정된 오염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⑥ 해체 폐기물 자료 시험 및 평가
해체폐기물자료는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과정 등을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해체폐기물 현장자료는 현재 자료가 정리중인 관계로, 실제 현장자료를 이
용하지 않고, 임의의 자료를 생성하여 처리하였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체/액체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현황(Fig. 3.2.48, Fig. 3.2.49, Fig. 3.2.50, Fig. 3.2.51), 폐기
물 시설별 발생 현황 자료와 그래프(Fig. 3.2.52, Fig. 3.2.53),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Fig. 3.2.54), 그리고 반출 폐기물 현황(Fig. 3.2.55)에 대하여 무작위로 자료를 추출
한 결과와 비교 했을 때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2.48 고체폐기물 발생 현황

Fig. 3.2.49 고체폐기물 처리 현황

Fig. 3.2.50 액체폐기물 발생 현황

Fig. 3.2.51 액체폐기물 처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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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2 폐기물 시설별 현황 도표

Fig. 3.2.53 폐기물 시설별 발생 현황 그래프

Fig. 3.2.54 폐기물 종류별 발생 현황

Fig. 3.2.55 반출 폐기물 현황

4. 결과 요약
○ 해체 DB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해외 사례 자료를 수집한 후
검토 및 분석 하였고, 해체 DB 시스템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연구로 해
체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체 DB 정보
영역을 분류하였고, 시스템 개발 도구 및 운영환경을 설정하였다.
○ 연구로 해체활동에서 발생하는 자료를 해체 정보영역별로 분류하여 세부항목
을 도출하였으며, 자료흐름도(DFD)와 개체관계도(ERD)를 이용하여 연구로
해체 자료구조를 최적화하였다.
○ 해체 DB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해체시설 정보 영역을 중심으로
Prototype을 구축하여 테스트함으로써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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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 최적화된 해체 자료 구조와 Prototype을 통해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해체 자료가 체계적으로 저장관리 될 수 있도록 전체 시스템에 대한 프로그
램을 개발하였다.
○ 해체 DB 시스템에 해체 활동 중에 발생하는 현장자료를 적용한 결과 자료
처리 부분의

User Interface 부분과 해체 자료항목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발견되어 User Interface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다.
ꠂ 프로그램 기능의 목록상자나 콤보상자와 같은 리스트 기반의 컨트롤에서
해체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 보완
ꠂ 데이터 그리드로 표현되는 프로그램 부분

개선

ꠂ 하나의 해체시설에 관련된 여러 개의 해체 작업 정보, 방사선학적 정보, 폐
기물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Master/Detail 구조에서 자료 변경/삭제 자료
처리기능을 수정
○ 해체 자료항목 개선으로는 현재 해체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해체공정,
작업분류, Work Break-down Structure 기준 등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표준
화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표준화 작업에 맞게 자료항목을 개
선하여 해체 DB 시스템의 기능을 한 단계 높일 예정이다.
○ 해체 DB 시스템이 최적화된 상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튜닝을
수행 하였다.해체 데이터베이스의 크기를 적절히 할당을 하여, 물리적 최적화
튜닝을 하였고, 해체 DB 시스템이 최적의 수행 상태로 운영되는가를 확인하
는 모니터링 방법을 설정하였다.
○ 해체 데이터베이스 크기에 대하여 각 테이블의 수와 데이터 타입 그리고 데
이터 길이를 고려하고 예상 증가량을 포함하여 각 테이블의 최소 데이터양을
계산하여 물리적 최적화 튜닝을 하였으며, 해체 DB 시스템의 프로세서, 디스
크 입출력, 메모리 그리고 운영체계인 Windows 시스템 리소스, 디스크 관리
등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체 DB 시스템의 최적 수행 여부를 결

정하고 최적 상태에서 수행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원인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해체
DB 시스템이 되도록 하였다.
○ 현재(2001년6월부터 2003년12월)까지 연구로 해체활동을 통해 발생한 해체 현
장 자료를 이용하여 해체 DB 시스템의 성능을 시험하였으며, 시스템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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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해체 DB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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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로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1. 개

요

본 연구로 주요해체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에서는 서울 KRR-1&2기의 해체 작업
을 미연에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구현하여 해체절차의 오류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해체 전산모사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전산모사를 구현하기 위하
여 먼저 KRR-1&2의 무수히 많은 부품 중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분석 그리고 전산
모사가 요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5개의 주요해체대상물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대
상물에 대한 3차원 모델링 및 해체장비 및 주변 환경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해체 대상물에 대한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분석 및 3차원 모델링 자료를 통해 주요
해체공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요해체공정에 따라 전산모사를 구현하였고 전산모
사 구현 결과를 분석하여 각 공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간섭이나 충돌 부분을 발견
하여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었다. 또한 해체 전산모사 결과를 실제 해체현
장에 적용하여 전산모사 결과에 따라 해체한 결과 아무런 문제점 없이 해체가 이루
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과제에서는 실제 해체작업을 컴퓨터 가상공간에서 구현하여 해체절차의 오류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해체 전산모사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이다. 본 연
구로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산모사 개념 설정
- 전산모사 사례 조사 및 분석
- 전산모사 개념설정 및 모델 선정
- 전산모사 대상 주요해체공정 선정
○ 전산모사 대상 모델링 구축
- 해체대상물의 방사선학적, 물리적 특성 파악
- 주요해체 대상물 모델링
- 취급 장비 및 작업환경 모델링
- 각 대상물 별 해체공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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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대상물 별 주요해체공정 선정
○ 주요해체공정 전산모사 구현 및 현장 적용
- 해체 대상물 및 해체장비 Device 구축
- 조립 대상물에 기구학적 특성에 따라 동적 특성(Kinematics) 모사
- 각 Device를 가상공간에 배치하여 Layout 구성
- 해체절차에 따른 각 대상물 해체 전산모사 프로그래밍
- 전산모사 결과를 통해 충돌 및 간섭 현상 분석, 해체공정 문제점 분석
- 분석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도출, 설계 변경 및 공정 변경
- 전산모사 결과 해체현장에 적용

나. 연구방법
- 해외의 유사 사례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통하여 각 국의 전산모사 개발 현황
및 해체관련 자료를 조사 분석하여 본 연구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 전산모사 구현 소프트웨어로 다쏘 시스템의 ENVISION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으며 구매 업체에서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교육 및 유지보수를 지원 받
았다.
- 주요해체 대상물에 대한 모델링 작업에서 일부 대상물은 2차원 도면으로
AutoCAD 파일이 존재하여 이 파일을 ENVISION에 전환하여 사용하였으
며 2차원 도면이 없는 대상물은 일반 도면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수
행하였다.
- 도면이 없는 해체장비나 주변 환경의 모델링은 실제 해체 현장에서 실측치
를 측정하거나 육안으로 식별하여 가능한 실제 대상물과 유사하게 모델링
하였다.
- Kinematics를 부여하기 위하여 해체장비의 사양에 대한 분석작업이 이루
어졌으며 실제 장비의 모든 움직임에 대한 거동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였다.
- 해체대상물에 대한 다양한 해체공법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해체공법을
선정하여 전산모사로 구현하였다.
- 해체대상물의 해체공정을 세우기 위해 대상물에 대한 물리적, 방사선학적
분석 결과 및 모델링 자료, 해체공법 등을 통하여 각 대상물에 대한 해체공
정 순서를 설정하였다.
- 전산모사 구현을 위해 프로그램 작업을 수행하는데 일부 코딩에 문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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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련 업체의 지원 및 해외 전문가 초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였다.

3. 연구 결과
가. 전산모사 방법론 설정 및 주요해체 대상물 설정
(1) 전산모사 방법론
전산모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전 전산모사 개념 설정 및 전산모사 구현 순서를
먼저 설정해야 한다. Fig. 3.1.1은 연구로 해체공정 3D 전산모사 설계의 흐름도를 나
타내고 있다.
① 개념설계(Conceptual Design)
○ 3D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Elements)를 분류함.
- 원자로의 부품 및 기기 장비(작게는 나사부터 크게는 장비 자체)
- 구조물 및 구성 부품
- 원자로 해체 작업 환경
○ 모사 하고자 하는 해체공정의 시나리오를 구성함.
② 상세설계(Detail Design)
○ 요소들에 대한 3차원 모델링(Part의 구성)을 수행함.
○ 이동(Moving), 회전(Rotating), 연결(Joint)과 같은 기구학적 또는 기계적
Mechanism을 고려하여 Device를 구축함.
③ 레이아웃(Workcell) 구성 및 프로그래밍
○ 가상공간에서의 작업환경이 실제 환경과 일치되도록 구성하고 Device를 적절
히 배치함.
○ Device의 기능 및 Device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프로그래밍함.
④ 해체공정의 시뮬레이션 수행 및 검증(설계 검증)
○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Device의 경로와 해체공간이 적합한지의 여부 등 작업
수행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보완함.
○ Device들 간의 간섭(Interference) 현상 등 서로 상충되는 사항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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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nceptual D esign
- D efinition of element and scenario

D etail D esign
- 3D modeling (C onstitution of part)
- D evice set up w ith kinematics endow ment
No

Inspection
- O peration of the device
- Suitability of the modeling
Yes

Layout and Program m ing
- A rrangement of the device
- A ssembling of the parts
- Scenario program m ing

O verall Sim ulation and O utput
- V erification of the sim ulated process
- Conversion of the output to computer files

Fig. 3.3.1. 연구로 해체공정 시뮬레이션을 위한 순서도

(2) 전산모사 Software
연구로해체공정을 전산모사 하기 위하여 전산모사 소프트웨어로서 ENVISION을
채택하였으며 소프트웨어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별도의 3D 모델링(Part 구성) 소프트웨어 없이도 모델링 가능
○ Part를 이용하여 Device 구성
○ 해체작업환경의 구성 및 해체공정 3D 전산모사
○ 결과를 동영상파일로 변환
○ 해체작업 경로와 순서 등 작업공정 검토․분석
- 공정상의 간섭 체크
- 절단면의 가시화
- 작업시간 체크
○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장비 착용을 통한 가상현실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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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 윈도우 환경에서 설치 및 작동

(3) 주요해체대상물 선정
KRR-2호기는 Fig. 3.3.2에서 나타낸 구성품 뿐만 아니라 각종 실험에 관련된 장치
등과 같은 무수히 많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부품 중에서 일부는
수년간의 운전과 실험을 통해 방사화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품의 해체작업은 작
업자의 안전등의 이유로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해체 대상물 중 주요해체 대상물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대상물을 선정하였다
(Table 3.3.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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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rizontal cross section

(b) Vertical cross section

Fig. 3.3.2 연구로 2호기 전체 모습
□ 고방사화된 재질을 취급해야 하는 작업
□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작업
□ 작업자의 예상피폭선량이 높은 작업
□ 안전에 대해 위험 가능성이 높은 작업
□ 수중이나 원격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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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하고 세부 작업 절차를 요하는 작업
□ 특별한 훈련이 요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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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전산모사를 위한 주요해체 대상물 분석표
Selection
criteria

Expected
dose
(man-mSv)

Risk

Work
difficulty

Detail
procedure

Special
training

Internal
component and
pipes

1.56

M

L

×

×

RSR

3.84

H

H

○

○

Reactor core

718.00

H

H

○

○

Drain the
reactor water

0.08

L

L

×

×

Thermal
column

4.80

H

H

○

○

Cooling system

0.50

L

M

○

×

Core bridge

0.86

M

M

×

×

Activated
concrete and
beam tube

105.83

H

H

○

○

Pit and distilled
water tank

2.51

M

H

○

×

Room wall and
floor

3.02

L

M

×

×

Dismant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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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해체대상물 특성분석
해체대상물의 해체부위 선정 및 Kinematic 특성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요해체
대상물에 대해 물리적 특성 분석 및 방사선학적 특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각 해체
대상물에 대한 특성 분석은 다음과 같다.

(가) 회전시료조사대(Rotary Specimen Rack)
- 회전시료조사대는 직경 86 cm 높이 55 cm의 반지모양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대부
분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부품인 볼트, 너트, 체인 등은 스테인레스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테인레스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은 방사능 준위가
높게 분석되어 스테인레스 부품만 해체하고 나머지 알루미늄 부품은 규제해제 폐기
물로 처리하여 폐기물 양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 회전시료조사대는 스테인리스 부품이 방사화되어 작업자로 하여금 피폭을 가장 많
이 일으키게 하는 Co-60 핵종이 생성된다. 연구로 2호기에 사용하였던 회전시료조
사대의 방사선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회전시료조사대 전체의 총 방사능은
12

1.28×10

Bq으로 평가되었고 이중 Co-60 핵종은 6.75×1011 Bq로 평가되었으며, 내
12

부 스테인리스 부품만의 총 방사능은 1.23 ×10

Bq, Co-60 핵종 6.7×1011 Bq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빔포트 및 Thermal column
- 빔포트는 방사형 빔포트(radial beam port) 4개와 관통형 빔포트(through beam
port) 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사형 빔포트는 직경 15.2 cm, 길이 400 cm 이며, 관
통형 빔포트는 직경 20.3 cm, 길이 840 cm 이며, 2개의 thermal column access
port가 thermal column의 hohlraum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다.
- Horizontal thermal column은 가로 122 cm, 세로 122 cm, 깊이 335 cm의 크기로서
0.3 cm 두께의 boral 및 5 cm 두께의 폴리에틸렌으로 라이닝된 알루미늄 라이너 안
에 10.2 ×10.2 cm 크기의 흑연블록과 납벽돌이 채워진 형태로 콘크리트 차폐체 내
에 묻혀있다. Horizontal thermal column 내에는 열중성자 조사를 위해 가로 91.4
cm, 세로 91.4 cm, 깊이 106.7 cm 크기의 공간(hohlraum)이 있다.
- Hohlraum 바로 위에는 vertical thermal column이 있으며, vertical thermal column
은 가로 91.4 cm, 세로 91.4 cm, 깊이 86.4 cm의 크기를 갖는 알루미늄 bracke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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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cm 길이의 graphite bar가 채워져 있다.

(다) 노심
- 노심은 2개의 알루미늄 지지챤넬에 의해 노심브릿지로부터 견고하게 매달려 있
으며, 각 챤넬은 알루미늄 형강에 의해 브릿지의 챤넬 및 원통형 알루미늄 상부
shroud에 직접 볼트로 연결되어 있다.
- 노심 shroud는 상부 및 하부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 Shroud는 6.4
mm의 알루미늄 원통이다. 하부 shroud는 노심부를 둘러싸고 있으며 알루미늄
안전판이 shroud의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다. 하부 shroud의 상단부에는
adapter ring이 용접되어 있어 스테인리스 스틸 볼트에 의해 상부 지지판을 고
정한다. 상부 shroud는 하단부 둘레에 40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어 하부 shroud
의 상단부에 용접되어 있는 adapter ring에 스테인리스 스틸 나사에 의해 고정
되어 있다. 하부 shroud에 고정된 상부 및 하부 지지판에 의해 핵연료봉, central
thimble 및 4개의 fission/ion chamber 등이 설치되어 있다.
- Fission/ion chamber는 대부분이 이미 제거되어 일부만이 노심에 남아 있으며
노심 내에는 일부의 모의핵연료가 장전된 채로 저장되어 있다. 이 모의연료는
핵연료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나 내부에는 전부 흑연으로 채워져 있으며, 노심
shroud 내부의 냉각을 위해 수조수 상부로부터 shroud 내로 water diffuser pipe
가 설치되어 있다. 이 pipe는 노심 지지챤넬에 U-볼트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

(라) 콘크리트 차폐체
- 콘크리트 차폐체는 원자로 수조, exposure room 및 hohlraum을 둘러싸고 있으
3
며 밀도는 2개의 수평 콘크리트 차폐문이 3.5 Ton/m 인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2.5 ～ 2.7 Ton/m3 정도이다.
- 차폐체 콘크리트 내부에는 각종 파이프들이 관통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냉각용
및 정화용 배관임. 콘크리트 차폐체는 수조와 맞물려 있고 빔 포트 8개가 콘크
리트 내부에 묻혀 있고, 전체 규격은 17602 × 9906 × 7823 mm3이며, 1500 mm
의 깊이로 기초가 형성되어 있다.
9
8
- 콘크리트 차폐체의 총 방사능은 3.3 × 10 Bq 이며 총 비방사능은 3.84 × 10

Bq/m3으로 평가되었다. 핵종별로 보면 Fe-55는 1.2 × 109 Bq, Eu-152는 1.2 ×
9
10 Bq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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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해체 대상물 모델링
Fig. 3.3.3은 해체대상물의 흐름도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주요해체대상물에 대한
물리적 특성분석 및 방사선학적 특성 분석을 통해 대상물의 해체부위를 선정하고
동적 움직임을 부여하기 위한 자유도(Degree of freedom)를 분석하였다.
일부 해체대상물은 AutoCAD로 제작된 2차원 도면이 있어 이를 ENVISON 소프
트웨어에 입력하여 MESH, EXTRUDE, REVOLVE,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3차원 모
델링으로 구현 하였다. 2차원 도면이 없는 부품은 Blue paper 도면을 이용하여
ENVISION내에서 3차원 모델링 작업 수행하였고 각각의 파트 모델링을 해체대상물
에 맞게 조립하여 최종적인 모델링을 완성하였다.

Fig. 3.3.3 해체대상물 모델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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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전시료조사대

Fig. 3.3.4 회전시료조사대 모델링

Fig. 3.3.5 회전시료조사대 pa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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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빔포트 모델링

Fig. 3.3.6 빔포트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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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7 빔포트 pa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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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rmal column 모델링

Fig. 3.3.8 Thermal column 모델링

Fig. 3.3.9 Thermal column pa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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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심 모델링

Fig. 3.3.10 노심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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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1 노심 pa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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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크리트 차폐체 모델링

Fig. 3.3.12 콘크리트 차폐체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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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3 콘크리트 차폐체 pa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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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체장비 모델링
(1) DARDA 장비 모델링

Fig. 3.3.14 DARDA 장비 모델링

Fig. 3.3.15 DARDA 장비 pa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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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rill 모델링

Fig. 3.3.16 Drill 모델링

Fig. 3.3.17 Drill part 모델링

- 177 -

(3)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모델링

Fig. 3.3.18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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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19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pa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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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크래인

Fig. 3.3.20 Crane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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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Crane pa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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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BROKK

Fig. 3.3.21 BROKK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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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1 BROKK pa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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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압 커터

Fig. 3.3.22 유압 커터 모델링

Fig. 3.3.21 유압 커터 pa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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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이어몬드 와이어 소

Fig. 3.3.22 다이어몬드 와이어 소 모델링

Fig. 3.3.23 다이어몬드 와이어 소 part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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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Nibbler

Fig. 3.3.24 Nibbler 모델링

라. 주요해체 대상물 해체공법 선정 및 Device구축
주요해체 대상물을 해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최적의 해체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대상물에 대한 공법을 분석작업이 미리 선행되어야 한
다.
(1) 주요해체 대상물 해체공법 선정
(가) 회전시료조사대
중준위 수준으로 방사화된 회전시료조사대는 원자로실의 약 4 m 깊이의 수중에 보
관되어 있어, 수중에서 절단 및 분해되어야 하고 원격제어가 가능해야함. 기술현황 분
석결과 적용 가능한 기술로 milling 절단 방법을 선정하였다.

(나) 빔포트 및 Thermal column
빔포트는 pipe와 같은 형태이며 알루미늄과 스테인리스스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계톱과 같은 기술은 스테인리스 스틸을 절단시 톱날이 상하므로 본 해체에는
nibber 절단기술을 채택하였다.

(다) 콘크리트 차폐체
콘크리트 차폐체의 절단기술은 diamond wire cutting, 성형폭약에 의한 발파공법,
abrasive water jet cutting, rock splitter 등의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어 있다. 이러한
기술 중 콘크리트 차폐체 해체에 적합한 기술로 rock splitter에 의한 절단방법이 채

- 186 -

택되었다.

각 해체대상물에 대한 적용 해체기술 분석은 아래와 같다.

Table 3.3.2 회전시료조사대 적용 해체기술
해체기술

장점

단점

∙Plasma는 전도성을 띤 고
온가스를

사용하며

모든 ∙오직 전도성 물질에만 국

정도성 물질 절단이 가능
Plasma Arc 절단 기술 ∙절단속도가 빠르고 두꺼운
재료의 절단 가능

한되며 고온 및 스파크와
같은 위해도 발생
∙절단부위가 항상 청결해야

∙수중 및 넓은 범위의 절단

함

작업 가능
∙가스의 발생이 적고 큰 비
기계톱 절단

용이 들지 않음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
Shear 절단

∙어떤 대상물도 절단 가능

∙절단 속도가 느리며 원격
작동에는 적합하지 않음
∙날이 쉽게 마모
∙일정한

규격의

대상물을

절단하기 어려움

∙비용이 적게 들며 에어졸
이 발생하지 않음
∙원격으로 조작이 가능. 회
전시료조사대와 같이 두께
Milling절단

가 얇은 구조물의 절단에
매우 용이
∙수중에서 절삭하기 때문에
별도의 냉각수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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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물의

두께에

제한을

받음
∙작동시 냉각용 액체가 필
요

Table 3.3.3 빔포트 해체기술
해체기술

장점

단점

∙가스의 발생량이 적다
기계톱 절단

∙구매 및 사용에 큰 비용이 들지 않 ∙스테인레스스틸 절단시 톱
날이 상할 우려가 있음

음
∙1인이 충분히 작업 가능

∙절단속도가 느림

∙좁은 공간에서도 작업 가능

∙작은 크기의 금속뿐 아니라 연강, 알
루미늄, 스테인레스 강의 큰 규모의
금속 대상물도 절단 가능
∙전기, 압축공기, 유압으로 작동
Nibbler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수중에서도 절
단 가능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제거된 작은 금
속조각들의 수집이 용이
∙먼지 및 공기입자의 발생에 대한 우
려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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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 유발
∙제한된

두께의

대상물과

제한된 형태 만 적용 가능

Table 3.3.4 Thermal column 및 노심 해체기술
해체기술

장점

단점
∙카본 스틸 류의 절단이 어

∙어떠한 전기 전도성 물질의 절단
에도 가능
Arc Saw Cutting

∙대상물의 강도 및 연성에 대해
빠르고 깨끗하게 절단
∙대기중에서도 절삭 가능

려움
∙Blade의 직경에 따른 공간
필요
∙상당한 소음과 연기 발생
∙수중 작업시 물이 혼탁하
여 작업 광경을 주시하기
어려움

∙절단 부위가 매우 좁아 발생 부 ∙많은 비용 소요
Laser Cutting

스러기가 거의 없음

안전성이

확보되지

∙절단 부위가 깨끗함

않아 향후 많은 연구가 필

∙빠른 절삭 가능

요함

∙크기가 작아 작업이 용이
∙적은 공간을 차지함
유압 Shear

∙아직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숙
련공이 필요없음
∙큰 비용이 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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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큰 힘의 반력이 작용
에 유의해야 함
∙두껍고 강도가 높은 구조
물은 절단이 어려움

Table 3.3.5 콘크리트 차폐체 해체기술
해체기술

장점

단점

∙일련의 다이아몬드 볼이 연결된
줄이 풀리에 의해 회전하면서 절 ∙냉각이나 윤활을 위해 물
Diamond Wire
Cutting

을 사용하므로 2차 폐기물

단
∙유연성이 있어 다양한 모양이나

발생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도 절단 ∙2차폐기물 처리비용이 추
가로 듬

가능
∙소음과 진동이 적음
성형폭약에

의

한 발파공법

Abrasive Water
Jet Cutting

∙폭약의 발파에 의해 생성되는 폭 ∙덩어리가
압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하

여 대상물을 제거하는 공법

큰

제거에는 용이하나 작업중
소음과 진동을 초래

∙고압의 물을 Chamber에 통과시켜 ∙많은 양의 물이 사용되며
연마재와 함께 대상 물질을 절단
∙열 발생과 화재의 위험이 없음

연마재

가루를

하는 단점이 있음

∙소음 및 진동이 없고 절단시 먼지
가 거의 발생되지 않음
Rock Splitter

콘크리트의

∙작동이 쉬워 숙련공이 필요 없음
∙고강도 물체일수록 파쇄가 용이
∙좁은 실내에서 작동 가능
∙파쇄량, 파쇄방향 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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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고가

수집해야

(2) Device 구축
3차원 그래픽 모델링은 장치의 기능 및 요건에 따라 설정된 개념을 그래픽
설계 툴을 이용한 전산모사를 통하여 장치개념의 적합성 및 동작의 적정성 등 설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수행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장치 개념에
따라 세분화된 부품(parts)을 3차원으로 그래픽 모델링한 후, 이를 부분 조립하여 모
듈을 완성하고, 기능 및 동작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분류
된 부분 조립품들은 동작특성에 따라 Kinematics(joint, DOE : degree of freedom
등) 특성이 설정되어 디바이스를 구성한다.

(가) Core drill
① 기능
드릴 공구는 콘크리트 차폐체 해체 작업시 DARDA 장비가 콘크리트 내부로
삽입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기 위한 공구이다. 드릴 가공은 한 면에 30 cm 간격으
로 2~3개의 구멍을 뚫어 3개의 DARDA 장비가 들어가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작
업은 콘크리트 외부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방사선에 대한 위험이 없으므로 작업자에
의해 수동으로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② 부품 구성
드릴의 부품 구성은 Table 3.3.6다음과 같다.
Table 3.3.6 Core drill 구성 부품
Device 명

장치 주요 부품

비고

- Drill body
- 이동 블록
Core drill

이동

- 핸들

블록에

따라

body가 상하로 이동

- Drill 날
- body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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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

③ Joint 구성 및 Kinematic 부여

Table 3.3.7 Core drill Kinematic 설정 값
3차원 그래픽

Device 명

Kinematic 설정 값

모델링

비고

⇨Joint 1 = translation x (전체 x축 이송)
⇨Joint 2 = translation y (전체 y축 이송)
드릴

5자유도

⇨Joint 3 = translation z (전체 z축 이송)
⇨Joint 4 = translation z (drill이송)
⇨Joint 5 = rotation z

(나)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이송대
① 기능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이송대는 회전시료조사대를 고정하여 가로 및 세로
방향으로 이동하는 장치이다.

② 부품 구성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이송대의 부품 구성은 Table 3.3.8과 같다.

Table 3.3.8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이송대 구성 부품
Device 명

장치 주요 부품

비고

- 회전시료조사대 고정 클램프
회전시료조사

- 유압모터

대 해체장비 이

- 이송 플레이트

송대

- 스크류

서보 모터에 의해 가로 및
세로방향으로 이송

- 모터 박스

③ Joint 구성 및 Kinematic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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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9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이송대 Kinematic 설정값
Device 명

3차원 그래픽 모델링

Kinematic 설정 값

비고

⇨Joint 1 = translation x (이송대

회전시료조사

x축 이송)

대 해체장비

⇨Joint 2 = translation y (이송대

이송대

2자유도

y축 이송)

(다)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주축
① 기능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주축은 회전시료조사대의 부품을 절단하기 위한 공
구가 부착되는 곳으로 공구의 회전 및 상하방향으로 이동하는 장치이다. 주축의 상
하 이송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축의 무게와 같은 Balance weight가 부착되어 있어
상하 이송 모터의 부담을 줄여 주도록 설계되었다.

② 부품 구성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주축의 부품 구성은 Table 3.3.10과 같다.

Table 3.3.10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주축 구성 부품
Device 명

장치 주요 부품

비고

- 회전시료조사대 주축
회전시료조사

- 스핀들 주축 이송 블록

서보 모터에 의해 주축이 회전운동

대

- 주축 회전 링크

을 하며 메인 모터에 의해 주축 상

- 스크류

하 이동

주축

해체장비

- Balance weight

③ Joint 구성 및 Kinematic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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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1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주축 Kinematic 설정값
Device 명

3차원 그래픽 모델링

Kinematic 설정 값

비고

⇨Joint 1 = translation x

회전시료조사

(주축 z축 이송)

대 해체장비

⇨Joint 2 = rotation y (주

주축

2자유도

축 y축 회전)

(다)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회전판
① 기능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회전판은 회전시료조사대의 원주방향으로 절단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전시료조사대를 원주방향으로 회전 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다.

② 부품 구성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회전판의 부품 구성은 Table 3.3.12와 같다.

Table 3.3.12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회전판 구성 부품
Device 명

회전시료조사

장치 주요 부품

비고

- 회전시료조사대 회전 플레이트

대 해체장비 회

- 유압모터

전판

- 베어링

서보 모터에 의해 원주방향
으로 회전 이송

③ Joint 구성 및 Kinematic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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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3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회전판 Kinematic 설정값
Device 명

3차원 그래픽 모델링

Kinematic 설정 값

비고

⇨Joint 1 = translation z (회
회전시료조

전판 z축 이송)

사대 회전판

⇨Joint 2 = rotation z (회전

2자유도

판 z축 회전)

(라) 유압커터
① 기능
연구로 노심이나 콘크리트 차폐체 해체시 많은 철근 및 파이프 절단이 필요
하게 된다. 이때 이러한 철근 및 파이프들을 절단하기 위해 유압커터를 사용한다.
이 유압커터는 수중에서 작업 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장비이다.

② 부품 구성
유압커터의 부품 구성은 Table 3.3.14와 같다.

Table 3.3.14 유압커터 구성 부품
Device 명

장치 주요 부품

비고

- 유압커터 body
유압커터

- 핸들

중앙 유압 모터에 의해 커

- 커터 날

터 양날이 동시에 회전

- 링크

③ Joint 구성 및 Kinematic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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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5 유압커터 Kinematic 설정값
Device 명

3차원 그래픽 모델링

Kinematic 설정 값

비고

⇨Joint 1 = translation x (전체 x
축 이송)
⇨Joint 2 = translation y (전체 y
유압커터

축 이송)
⇨Joint 3 = translation z (전체 z축
이송)
⇨Joint 4 = rotation y (커터 y축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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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유도

라. 주요해체 대상물 전산모사
주요해체대상물에 대한 전산모사는 3차원 그래픽 모델링하고 작동이 가능하도록
kinematics값을 설정한 장치 모델을 컴퓨터 가상공간에 배치하여 주요해체대상물에
대한 해체 작업을 전산모사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요해체 대상물에 대한 전산모사를 통하여, 설정된 해체공정 개념
및 해체장비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작업의 효율을 분석함으로써 실제 해체가
수행되기 전에 공정 수행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러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사항들을 도출하여 해체장비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해체장
비 및 공정을 최적화하였다.

(1) 회전시료조사대 해체과정
회전시료조사대의 해체과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Fig. 3.3.25와 같은 그래픽 환경에
서 가상 작업장(workcell)을 구성하여, 구동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각각의 device들
을 배치하고 공정 흐름에 따라 전산모사를 수행하였다. 회전시료조사대 해체는
Co-60에 의해 고방사화된 스테인레스스틸 부품 즉, 볼트, 너트, 베어링, 체인 등을
제거하도록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가) 해체공정 시나리오
① 상부 부력 탱크 상부 볼트 및 너트 제거
㉮ 회전시료조사대 해체공구 첫 번째 상부 볼트 부근 이송
㉯ 볼트 주위 절단
㉰ 너트 주위 절단
㉱ 회전시료조사대 해체공구 두 번째 상부 볼트 부근 이송
㉲ 볼트 및 너트 주위 절단
② 상부 부력탱크 측면 볼트 제거
㉮ 상부 부력탱크 측면 볼트 부위로 이송
㉯ 볼트 주변 절단
㉰ 나머지 측면 볼트 제거
③ 구동 샤프트 절단 제거
㉮ 회전시료조사대 해체공구 구동 샤프트 중간 부분 이송
㉯ 샤프트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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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구 원위치 이송
㉱ 상부 부력탱크와 하부 부력 탱크 분리
④ 구동 샤프트 절단 제거
㉮ 회전시료조사대 해체공구 구동 샤프트 중간 부분 이송
㉯ 샤프트 절단
㉰ 공구 원위치 이송
㉱ 상부 부력탱크와 하부 부력 탱크 분리
⑤ 하우징 상부 제거
㉮ 회전시료조사대 해체공구를 하우징 상부로 이송
㉯ 하우징을 원주방향으로 회전시켜 상부 절단
㉰ 공구 원위치 이송
⑥ 구동 블록 제거
㉮ 회전시료조사대 해체공구를 구동 블록 상부로 이동
㉯ 블록 상부 절단
㉰ 공구 원위치 이송
⑦ 체인, 회전시료조사관 및 베어링 제거
㉮ 구동 블록 제거 후 체인, 회전시료조사관 및 베어링 분리
㉯ 작업 종료

Fig. 3.3.25 회전시료조사대 workcell

- 198 -

(나) 회전시료조사대 전산모사 해체과정

Fig. 3.3.26 회전시료조사대 전산모사 해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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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 차폐체 해체과정
콘크리트 차폐체는 연구로 2호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구성물로 대부분 비방
사화되어 있지만 일부 내부 콘크리트는 방사화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콘크리트 해
체는 DARDA장비를 이용하여 1m × 1m × 1m 크기로 절단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예상 발생량은 약 800개의 콘크리트 블록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 해체공정 시나리오
① 드릴 작업
㉮ 드릴을 콘크리트 상부에 위치
㉯ 30 cm 간격으로 드릴 작업
㉰ 나머지 3면 역시 30 cm 간격으로 드릴 작업
② DARDA 절단
㉮ 드릴로 뚫어진 홀에 DARDA 장비 삽입
㉯ 장비에 유압 펌프 연결
㉰ 콘크리트 절단
③ 앵커 설치
㉮ 절단된 콘크리트 상부 중앙에 앵커 위치시킴
㉯ 앵커 장착 공구를 이용 앵커 설치
④ 크레인 이송
㉮ 연구로 2호기 상부 크레인 이송
㉯ 크레인 후크와 앵커 연결
㉰ 콘크리트 블록 이송
⑤ 컨테이너 수납
㉮ 크레인을 통해 컨테이너에 이송
㉯ 컨테이너 커버 설치
㉰ 체결 볼트로 클램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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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크리트 차폐체 전산모사 해체과정

Fig. 3.3.27 콘크리트 차폐체 전산모사 해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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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심 해체과정
노심은 방사능 준위가 높아 연구로 2호기의 수조 내에 보관되어 있다. 노심 내의
핵연료 등은 이미 해체한 상태이고, 회전시료조사대와도 분리된 상태이다. 노심은 주
로 파이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압 절단기를 이용하여 수중에서 절단이 이
루어질 예정이며 상부 Shroud와 하부 Shroud는 볼트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수조
밖에서 특수 장비를 이용하여 해체할 예정이다.
(가) 해체공정 시나리오
① 클램프 해체
㉮ 클램프와 지지판넬과 연결되어 있는 볼트 제거
㉯ 노심과 클램프를 연결하고 있는 볼트 제거
㉰ 클램프 및 지지판넬 제거
② 파이프 절단
㉮ 유압절단기 이송
㉯ ion pipe 절단
㉰ water diffuser pipe 절단
㉱ 절단된 파이프 제거
③ 노심 컨테이너 이송
㉮ 노심 컨테이너 수조내 이송
㉯ 노심 수납
㉰ 컨테이너 수조 밖으로 이송
㉱ 노심 납 차폐체 앞으로 이송
④ 노심 분리
㉮ 납 차폐체에 특수공구 설치
㉯ 노심 상하를 고정하는 40개 체결 볼트 제거
㉰ Gride plate 제거
㉱ 노심 분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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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심 전산모사 해체과정

Fig. 3.3.28 노심 전산모사 해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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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rmal column 해체과정
Thermal column은 연구로 2호기 내부에 수직 thermal column과 수평 thermal
column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평 thermal column내부에는 사각형의 흑연블록과 납
차폐체가 채워져 있으며 수직 thermal column에는 bar형 thermal column이 채워져
있다. 현재 thermal column내의 흑연블록은 해체된 상태이며 해체작업은 방사선 준
위가 높아 다이아몬드 와이어 소를 이용하여 원격으로 해체될 예정이다.

(가) 해체공정 시나리오
① 연구로 2호기 상부에 Diamond wire saw 설치
㉮ 다이아몬드 구동 모터 설치
㉯ thermal column 절단 부위에 맞게 지지대 설치
㉰ 구동 모터와 지지대에 와이어 설치

② thermal column 절단
㉮ thermal column 전면 절단

③ Beam port 절단
㉮ thermal column 좌측면의 beam port 절단을 위해 지지대 설치
㉯ 좌측면의 beam port 절단
㉰ thermal column 우측면의 beam port 절단을 위해 지지대 설치
㉱ 우측면의 beam port 절단

④ Nibbler를 이용 thermal column 절단
㉮ Nibbler를 thermal column으로 이송
㉯ thermal column 상부부터 nibbler로 절단

⑤ thermal column 조각 용기 수납
㉮ RSR 이송용기 수조내로 이송
㉯ 절단된 thermal column 조각 수납
㉰ 용키 커버 이송
㉱ 볼트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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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용기 이송
㉮ 용기를 수조 밖으로 이송
㉯ thermal column 해체 종료

(나) thermal column 전산모사 해체과정

Fig. 3.3.29 Thermal column 전산모사 해체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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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산모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해체공정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해체장비 설계에 대한 신뢰도
를 높이기 위해 전산모사를 구현하였다. 즉 해체과정에 대한 공정순서를 컴퓨터 상
에서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운동 특성을 부여한 후, 실제 작업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그래픽으로 설정하고, 가상환경에서 해체를 수행하는 전산모사 기법을 통해 해체공
정의 타당성 검증 및 수정사항을 도출하고 모델링을 보완함으로써 기존의 물리적인
mockup를 이용하여 해체공정을 도출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해
체공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 할 수 있다.

(1) 회전시료조사대
회전시료조사대 해체과정은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과제" 에서 개
발한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를 모델링하여 전산모사로 구현하였다. 본 전산모사
결과를 통해 해체장비의 설계가 타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으
며 특히 이 장비는 고방사성 물질을 취급하기 위해 설계된 장비이기 때문에 설계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하였다.
상부 부력 탱크에 붙어 있는 볼트 제거시 기존의 엔드밀을 사용하면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핀들과 RSR이 충돌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현재 RSR 분해장비의 측면가공을 충돌 없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스핀
들이 수직 상태에서 수직, 수평 절단이 가능한 새로운 공구를 개발하였다. (아래
Fig. 3.3.30 과 Fig. 3.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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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0 회전시료조사대와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 주축과의 충동 발견

Fig. 3.3.31 새로 설계한 회전시료조사대 공구
(2) 콘크리트 차폐체
연구로 2호기의 콘크리트 차폐체 해체 과정을 Rocksplitter 공법을 적용하여 해체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전산모사로 구현하였다. Rocksplitter 공법에서 DARDA 장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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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특성상, 2면 이상 개방된 면이 존재해야만 절단을 수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초 절단 위치는 Fig. 3.3.32의 그림과 같이 연구로 2호기 상층부의 모서리 부분이 시
작점으로 타당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3.32 DARDA 공구의 절단 방향

Fig. 3.3.33 DARDA 절단 후 콘크리트 내 철근 모습

DARDA 장비로 콘크리트를 절단한 후,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절단작업을 수행해
야한다. 이 작업을 유압절단장비를 이용해 철근을 절단시 유압절단장비가 DARDA
장비로 절단한 콘크리트 사이에 삽입이 가능해야한다. 따라서 유압절단장비가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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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DARDA장비가 충분한 절단 폭이 유지되도록 절단을 수
행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3.34 유압커터의 삽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모습
(3) Thermal Column
Thermal Column의 해체는 방사선 준위가 매우 높아 원격해체 공법인 Diamond
wire saw를 이용하여 해체를 수행하였고 wire saw를 통해 절단된 Thermal column
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Nibbler 장비를 이용하여 세절하여 저장 용기에 넣어 이송하
였다. 전산모사를 통해 Nibbler 해체 공법으로 Thermal column의 해체 폐기물의 부
피를 줄여 저장용기 내에 수납이 가능함을 전산모사로 확인 할 수 있었다.
Diamond wire saw를 이용하여 Thermal column을 절단할 경우, 방사화된 칩의
비산에 의한 외부 오염을 유발하므로 문제로 장비위치 설정 및 와이어의 길이를 되
도록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Diamond wire saw는 절단 길이만큼 충분
한 공간이 확보되고 가능한 와이어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공간 선정하여 장소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Diamond wire saw
를 설치할 충분한 공간이 연구로 2호기 상층부에 존재하는지 확인하였고 또한 절단
할 Thermal column의 높이만큼 Diamond wire saw의 절단거리가 확보되는지 전산
모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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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5 Diamond wire saw 장비 설치 모습

Fig. 3.3.36 Thermal column의 절단 길이
Thermal column을 wire saw로 절단 후 RSR 이송용기를 Thermal column 이송에
재활용하기 위해 크기를 비교한 결과, 절단된 Thermal column의 크기가 용기보다
더 크다는 것을 전산모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Nibbler 공구를 이용하여
Thermal column을 작은 조각으로 절단하여 폐기물 부피를 줄여 이를 RSR 이송용
기에 수납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전산모사로 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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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7 RSR 이송용기에 절단된 Thermal column이 수납 가능한지 확인

Fig. 3.3.38 Nibbler 공구의 절단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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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39 세절된 Thermal column조각을 RSR 이송용기에 수납한 모습

바. 전산모사 현장적용
회전시료조사대는 해체는 전산모사 결과에서 지적되었던 절삭 공구와 RSR과의 충
돌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 절삭공구를 변경하여 해체를 수행하였다.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에 변경된 공구를 장착하여 연구로 1호기에 사용된 회전시료조사대를 해체
한 결과 어떠한 문제점도 없이 완벽하게 해체를 수행하였다.
노심 해체는 전산모사에서 제시한 방법과 같이 유압절단기에 원격 조작 장치를 장
착하여 작업자가 원격으로 파이프를 절단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전산모사에서 수행
한 상․하부 Shroud 분해 작업은 작업자 피폭 위험의 이유로 원자로 수조 내에서
Shroud를 분해하였다.

4. 결과 요약
본 연구로 주요해체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을 통하여 실제 해체작업을 미연에 컴
퓨터 가상공간에서 구현하므로서 해체절차의 오류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해체 전산모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전산모사를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KRR-1&2의 무수히 많은 부품 중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분석 그리고 전산모사가 요
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5개의 주요해체대상물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대상물에 대
한 3차원 모델링 및 해체장비 및 주변환경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주요해체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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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분석 및 3차원 모델링 자료를 통해 주요해체공정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주요해체공정에 따라 전산모사 구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구로 2호기의 콘크리트 차폐체 해체 과정을 Rocksplitter 공법을 적용하
여 해체과정을 전산모사로 구현하였으며 콘크리트 차폐체 해체시 가장 적
합한 시작위치(Start area)를 전산모사를 통해 선정하여 해체절차를 수립하
고 작업에 대한 예상 문제점 등을 확인하였다.
- 회전시료조사대 해체 전산모사를 통해 해체장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
한 문제점을 토대로 해체장비의 설계를 변경하여 장비를 제작하였다. 현재
개선된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를 통해 연구로 1호기에 사용된 실제 회전
시료조사대를 완벽히 해체하므로써 회전시료조사대 해체장비의 설계 타당
성 검증에 활용하였다.
- Thermal Column의 해체는 실제 방사선 측정 결과 방사선 준위가 매우 높
아 사람이 접근하여 해체가 곤란한 시점에서 전산모사를 통해 원격해체 공
법인 Diamond wire saw를 이용하여 해체가 가능함 제시하였다. 또한 절단
된 Thermal Column을 저장 용기에 보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공법
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전산모사 결과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해체가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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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발
1. 개

요

원자력시설의 해체작업 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대량의 시
료채취, 방사선/능 측정, 분석 및 평가이다. 이중에서 방사선안전관리 측면에서 행
해지는 간접법을 이용한 표면오염도 측정은 시료를 채취하는 사람에 따라 문지르
는 횟수, 강도, 면적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측정 자료의 재현성이 없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엄청난 양의 방사선/능 측정 시 이를 작업 요구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처리할 방법도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기다리기 위한 시간낭비도 매우 많다. 본
과제에서는 원자력시설의 해체 시 요구되는 대량의 표면오염도를 자동으로 측정하
기 위하여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를 개발하였다. Fig. 3.4.1에서와 같이, 표면오
염도 자동측정장비는 자동시료채취부, 방사선 검출부 그리고 제어/평가용 프로그램
을 포함하는 제어/평가부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한 장비를 이용하여 방사선관리구
역에서 현장 적용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3.4.1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념도

2. 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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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내용
본 과제에서는 표면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 시료채취 장치와 방사선
계측기 및 컴퓨터 계통을 일체화한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다. 표면오염도 자
동측정장비 개발의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측정 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 단위기술분석(시료채취부, 계측장치, 장비제어 및 측정자료 분석)
- 장비구성 및 개념설정
○ 자동시료채취기술 개발
- 시료채취 방법의 알고리즘 설계
- smear 용지의 문지르는 횟수, 강도, 면적 등 시료채취 방법 설계
- 시료채취장치 제어방식 개발
- 시료채취용지의 구동 및 이동 메커니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 표면오염 시료채취 및 측정용 신소재 개발
- 시료채취용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방법 도출 및 적용성 분석
- 표면오염도 측정/포집용 시료채취 함침막의 제조기법 확립 및 성능 평
가 시험
▹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 및 형상 분석.
▹ 무기섬광 함침막의 성능 평가 시험.
▹ 무기섬광 함침막을 이용한 방사선 측정장치 설계 및 제작
- 자동측정용 시료채취 및 측정용 소재 제조조건 규격화 및 시제품 제조
○ 방사선 계측장치 설계 및 제작
- 적용검출기의 분석 및 계측장치 구성
- 신호처리 방식 개발
▹ 알파/베타선 동시 계측 알고리즘 개발
▹ Background 저감을 위한 역동시 계측 알고리즘 개발
- 방사선 계측회로의 설계, 제작 및 시험
▹ 디지털 전자회로 기판을 이용한 통합보드 설계 및 제작
▹ 계측회로 동작특성 시험
○ 측정장치 통합 및 제어/평가 프로그램 개발
- 표면오염 자동측정장비 일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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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시료채취장치, 방사선 검출기 및 계측장치의 조립
▹ 장비 제어 및 측정/평가 프로그램 통합
- 계측장치 시험 및 평가
▹ 계측장치 특성 평가 시험(Plateau, Dead-band, Cross-talk)
▹ 알파/베타선 검출효율 결정
-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현장 적용

나. 연구방법

- 기본 개념설정 및 자동시료채취기술 개발
∙ ISO-7503-1 등 16건의 문헌을 조사하여 표면오염도 측정 및 시료채취
방법에 관한 기술기준과 계측장치의 구성, 장비의 제어 방법 및 측정자
료를 분석하였다.
∙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설계 제작되는 장비이므로 조사된 문헌을 토대로
장비의 구성에 필요한 요소를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설계하였다.
∙ 시료의 흡착 및 채취 실험을 통하여 smear paper의 흡착 및 시료채취
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시료흡착 및 채취부, 시료이송장치, 본체 및
제어부를 설계하여 3차원 simulation을 통한 동작 특성 및 알고리즘 설
계하였다.
∙ 진공을 이용하여 흡착된 시료를 사람의 손으로 눌러 시험하여 용지가
표면에 닿는 강도와 시료채취의 회전수를 결정하고 시료 채취되는 면적
2
은 조사된 문헌에 의하여 100 cm 으로 결정하였다.

∙ 시료채취장치 제어는 장비의 공급전원, 동작알고리즘 등의 특성을 고려
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80196을 채택하고 일련의 동작알고리즘을 구현
하였다.
∙ 장비의 구동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직류 모터를 조사․선정하여
시료채취용지의 구동 및 이동 메커니즘을 설계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
다.

- 표면오염도 시료채취 및 측정용 신소재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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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된 지역의 시료채취용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방법 도출을 위해 상용
성 고분자 재료들을 선택하여 방사성핵종과의 반응도, 내약품성 및 내용
매성을 조사하고, 고분자의 물리적 강도를 분석하였다.
∙ 무기섬광체를 포함하는 고분자 용액을 제막하여 비용매와 접촉시키는
실험을 통해, 제막용액이 상반전 공정을 거쳐 고형화하는 과정에서 작용
하는 열역학적 및 동역학적인 영향을 분석하였다.
∙ 치밀한 구조의 고분자 필름을 제조하고, 이의 표면개질을 실시하여 물리
적으로 우수한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의 가능성 여부를 실험하였다.
∙ 무기형광체가 함침된 막은 두차례의 제막과정과 고형화 과정을 거쳐 제
조하였으며, 지지체 역할의 1차막과 방사능 검출능력을 가진 2차막의 이
중구조로 제조하였다.
∙ 1차 제막의 제조는 메틸렌클로라이드와 폴리설폰을 혼합한 투명한 제막
용액을 만들고 Doctor Blade를 이용하여 유리판 위에 일정한 두께(≃
300 ㎛)로 제막한 뒤, 진공에서 증발 건조시켜 투명한 상태의 1차막을
제조하였다.
∙ 1차막 위에 디메틸포름아마이드 또는 메틸렌클로라이드와 폴리설폰으로
이루어진 균일한 용액에 CAYS(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를
분산시켜 2차 용액을 만들어 제막한 후, 비용매에 침지시키거나 용매의
증발을 통해 용액 필름의 최종 고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무기형광 함침막의 성능은 저에너지 베타선 방출핵종인 C-14을 이소프
로판올에 희석하여 제작한 표준선원을 함침막에 직접 도포하고 내부에
서 방사선과 무기형광체와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섬광을 계수하여 평
가하였다.
∙ 무기형광 함침막에서 생성된 섬광을 계수하기 위하여 광전자증배관을
이용한 측정장치를 개발하였으며, 함침막을 계수하는 동안 그리고 시료
를 교환하는 동안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완전히 밀
폐된 이중 구조로 제작하였다.

- 방사선 측정용 신호처리방식 개발 및 계측회로 설계․제작
∙ 알파/베타선을 구별하여 동시에 계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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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문헌을 조사하여 검출기를 선정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는 장
비와 유사한 장비의 특성과 계측장치의 구성, 계측 알고리즘, 자료송수
신 통신 방법 등을 분석하여 ADC를 이용한 알파선과 베타선의 구별 방
법과 자연준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동시계수 방법을 독창적으
로 수립하여 계측장치를 설계․제작하였다.
∙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계․제작되는 방사선 계측장치이므로 조사된 문헌
과 유사장비의 특성분석을 토대로 증폭부, 성형부, 파고선별기 및 고전
압 발생기, 역동시회로 등 개개의 기능을 일체화할 수 있도록 회로를 구
성하였으며,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의 이동성 및 현장 적응성을 고려
하여 개념을 설정하였다.
∙ 알파선과 베타선의 구분 방법은 검출기에 동일한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알파선에 의한 출력 펄스가 베타선에 의한 출력 펄스보다 크므로 임의
의 기준레벨을 정해놓고 그보다 작은 경우는 베타신호로 측정하고 기준
레벨보다 높은 경우는 알파신호를 계측하도록 하는 신호처리방식을 적
용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두 채널 사이의 cross talk이 발생하여 dead
band를 형성시킴으로써 계측효율이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검출기에서 출력되는 펄스의 파고를 직접 검출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인 ADC를 사용
하여 파고를 검출하여 알파선과 베타선을 구별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 또한 검출기의 입사하는 방사선에너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함
으로써 제작된 계측장치를 다른 방사선 검출기에서도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응용범위를 확장시켰다.
∙ 자연방사선에 의한 background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개의 검
출기를 평행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자연방사선에 의한 guard 검출기의
신호가 출력될 때는 시료를 측정하는 main 검출기는 신호를 출력하지
않도록 하는

역동시

계수회로를

구현하였으며,

역동시

계수회로는

EPLD(Erasable Programmable Logic Device)로 설계하였으며, 역동시
계수시 main 검출기 정지시간은 최소 200 nsec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
였으며, 신호 특성에 따라 사용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 방사선 계측회로는 4개의 전자회로기판으로 구성하였으며, 2개의 검출기
를 위한 아날로그 전자회로 기판과 디지털 신호처리를 위한 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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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으로 구성하였고, 아날로그 전자회로 기판은 2개의 검출기에 대해
각각의

전자회로

기판으로

구성하였으며,

3개의

기판을

연결하는

backplane 기판을 제작하였다.
∙ 아날로그 전자회로 기판은 펄스 성형 및 증폭기 회로, 펄스파고 분석기
와 고전압공급 회로로 구성하였고, 디지털 신호처리회로는 ADC, 역동시
계수회로, 타이머와 디지털 신호처리 회로로 구성하여 설계․제작하였
다.
∙ 제작한 방사선 계측회로의 동작특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스펙트럼을 측
정하여 평가하였으며, 기타 방사선 검출기에 대한 동작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NaI(Tl) 섬광검출기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32 bits DSP를 이용하여 고전압 발생부, 파고선별기부, 역동시 회로부
및 데이터 송수신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컴퓨터의 자료 송수신을
위하여 RS-232 또는 USB port로 통신하도록 구성하였다.

- 측정장치 통합 및 제어/평가 프로그램 개발
∙ 기존에 제작한 자동시료채취 장치 및 시료 이송부 그리고 방사선 계측
장치를 통합하여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로 일체화하였다.
∙ 개개 장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프로그램제작하여 성능을 평가
하였으며, 실제 조립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표
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를 완성하였다.
∙ 측정 및 평가 부분은 방사능 계측 회로에서 계측된 신호를 PC에서 측정
및 평가하기 위하여 방사능의 단위로 변환되어 화면에 표시 및 저장되
고, 장비운영을 제어하는 통합 프로그램도 개발하였다.
∙ 제작된 장치에 대한 방사선학적 성능평가는 관련 IEEE STD, ANSI 등
의 국제기준에 따라 연구소의 방사선 교정검사 시설을 이용하여 수행하
고,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공사 현장에 적용 시험하였다.

3.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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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요
모든 방사선방어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에게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불필
요한 피폭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표면오염도 측정은 일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표면오염은 직접법이나 간
접법으로 측정한다. 고착성 오염과 유리성 오염을 함께 측정할 경우 직접법을, 유
리성 오염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으로 측정한다.
표면오염의 측정시 직접법이나 간접법을 적용하기 전에 몇 가지를 고려하여 한
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의 형태 즉 알파 방출체나 베타 방출체가 단독 또는 혼
합되어 존재하느냐 이다. 이에 따라 적절한 검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일 핵종
만 취급하는 곳에서는 다른 핵종이 다른 지역에서 확산되는지를 고려할 필요없이
단일 핵종에 대한 오염에 대해서만 측정하면 되나 어떤 장소에서는 사용된 핵종들
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알파 방출체나 베타방출체는 직접법으로 모두 검출되지만 외부의 영향으로 인하
여 직접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법을 사용하여 바닥이
나 실험대와 같은 부드러운 표면의 알파 방출체를 측정할 때에는 외부 방사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 감마선이나 고 베타선 준위에 의하여 직접법에 의한
베타 방출체의 오염을 측정하기 어렵다.
직접법은 물체 표면의 요철은 검출기와 요철 바닥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방출되는
입자의 비정보다 크거나 검출기를 접근시킬 수 없는 등의 기하학적 요인으로 오염
을 측정하기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간접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간접
법은 고착성 오염을 측정할 수 없으나 검출되는 오염이 고착성인지 유리성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방법을 표면의 상태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간접법인 smear에 의한 표면오염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기술한다.
간접법은 기하학적 조건이 맞지 않거나 주변 방사선의 영향으로 직접법으로 측
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적용한다. 이 방법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표면의 유리성
오염에만 적용되며, 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여러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간접법에 의한 오염 물질의 전이율(removal factor)은 알려
져 있지 않다. smear test는 오염물질의 0 ～ 100%까지 시료채취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 ～ 20%의 전이율을 갖고 있으며, 표면의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평가할 수 있다. 전이율은 시료를 채취하는 동안 누르는 압력의 변화, 표면의 형태,
오염물질의 형태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람이 smear paper를 문지르면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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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smear paper에 묻는 오염물질은 사람의 손가락 자국에 따라 약 5 cm2의 면적
에 집중되고, 채취 면적은 오염도 측정에 사용되는 검출기의 면적과 비교하여 작
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대부분 방사선관리구역내에서는 smear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연속적으로 시료
를 채취하면 방사능 양이 감소하게 되고, 약간의 방사성 오염물질이 표면에 남아
있게 되므로 다시 시료를 채취하려면 24시간 후에 하여야 한다. 직접법과 간접법
으로 측정하여 고착성 오염만을 나타내는 곳은 제염 후에도 오염이 다시 검출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서는 smear paper에서 검출되는 유리성 오염도가 원래의 오
염 준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간접법으로 방사성 오염을 측정하여 오염이 없음이 확인되어도 고착성 오염이
존재할 수 있다. 오염 물질이 표면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 간접법으로 검출되지 않
는다 할지라도 표면을 갈거나 닦아낸다면 오염은 제거될 수 있다.

(1) 시료채취 방법
(가) 건식 smear법
2
건식 smear법은 일반적으로 건조된 filter paper로 약 100 cm 의 표면를 원으로

문질러서 smear paper에 전이된 방사능 양을 측정하는 것이다. 표면의 유리성 방
사성 오염물질의 양은 전이율을 적용하여 평가될 수 있으나, 표면의 면적이 클 경
우에는 균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 밀봉선원이나 고 방사성 표면에서 시료를 채취
할 때 smear paper를 tong이나 forceps로 잡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원격조정장치
로 쉽게 잡을 수 있는 고무와 같은 pad에 smear paper를 올려 놓을 수 있다.
건식 smear 방법은 방사성 물질을 측정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 방법은 접촉시키
거나 닦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염된 표면에서 깨끗한 표면으로 전이될 수 있는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나) 습식 smear법
습식 smear법은 건식 smear법과 비슷하다. 액체로 smear paper를 습하게 하여
시료를 채취하려는 표면을 문지르는 것이며, 방사성물질을 채취하는데 효과적이다.
비휘발성 트리크롤로에탄과 같은 저독성 유기 윤활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목적으
로 사용되는 좋은 용매이다. 상업용화된 용매는 부식 방지제가 포함되어 있다.
습식 smear법은 알파 방출체나 저에너지 베타 방출체의 방사능의 측정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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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되어야 한다. 습한 액체로 papaer에 채취된 방사성물질의 종류에 따라서는
smear paper에 존재하는 방사선의 감쇄로 인하여 방사능이 과소 평가될 수 있다.

(다) Large area swabs
많은 경우에 있어서 smear법은 시간적, 작업면에서 비경제적이다. 방사성 물질를
엎지르거나 공기중의 방출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넓은 면적이 즉시 측정되어야 한
다. 솜뭉치나 유사한 물질을 알맞는 액체로 습하게 하여 2 ～ 3 m2의 면적을 문질
러서 측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측정은 마루걸레나 유사한 청소도구가 사용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부드러운 패드, 비침투성 천이나 쉽게 건조되는 물질을 사
용하지 않으면 알파 방출체는 측정되지 않는다. 표면에 존재하는 방사능의 정량적
인 평가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정량적인 평가가 요구된다면 직접법이나 좀 더 상
세한 smear법이 수행되어야 한다.

(라) 접착테이프에 의한 시료채취
표면에 접착테이프를 눌러 유리성 시료를 수집할 수도 있다. 테이프에 묻은 오염
물질이 떨어져 오염측정기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측정한다. 이 방법은 hot cell과
같은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smear법의
경우에서 처럼 전이율은 표면의 형태나 오염물질의 물리적 형태에 따라 다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측된 결과는 같은 조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마) Smair 시료채취
Smair 채취 방법은 표면으로부터 유리성 오염물질을 비산시켜 공기를 채취하는
것이다. smair 채취는 특별한 채취기가 있는 공기 채취기이다. 채취기는 여러 개의
작은 구멍이 드릴되는 각도에 따라 조정되고 공기가 공급된다. 채취기의 열린 끝
부분이 표면에 눌러지면 공기는 여러 개의 구멍으로 흡입된다. 공기로 비산된 오
염물질이 여과지에 수집되면 일반적인 공기 시료와 같이 측정하면 된다. 이 방법
은 표면의 모든 형태에서 비교적 일정한 전이율을 보여 주며 smear 채취시 사람
에 의해 발생되는 오차에 의한 부정확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바) Sniffing 방법
이 방법은 smair 방법과 유사하나 표면에 흡착된 방사성 가스나 증기를 평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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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사용된다. 휴대용 공기중 삼중수소 측정기와 같은 유사한 측정기의 시료채취
기를 표면 위의 1 ～ 2 mm 거리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다. 방사성 가스나 증기는
분리형 여과지를 통과하고 계수를 위하여 이온 챔버로 들어간다. 자핵을 갖는 토
론과 라돈가스는 측정기가 반응하지 않도록 챔버에서 감쇄시켜야 한다.

(2) 표면오염도의 평가 방법
표면오염도는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평가된다. 직접법은 유리성과 고착성에 반응
하는 표면오염측정기나 감시기로 수행된다. 간접법에 의한 평가는 유리성 표면오
염만을 평가할 시 일반적으로 smear 방법으로 수행한다. 표면오염을 측정하는데
두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는 오염의 존재나 오염의 확산 여부를 결정하거나 높은
오염지역에서 낮은 오염지역 또는 비오염지역으로의 확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며, 둘째는 허용한도가 초과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면적당의 방사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맞도록 직접법 또는 간접법의 적용성 및 신뢰성
은 특별한 조건 즉 오염의 물리 화학적 형태, 표면 오염의 상태, 표면의 접근성이
나 간섭 방사선의 존재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표면에 비방사성 액체나 고체성 흡착이 존재하거나 간섭 방사선이 존재하면 직
접법에 의한 측정은 특히 어렵다. 간접법은 접근하기 어려울 때나 오염측정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간섭 방사선이 있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나 전이율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고착성 오염을 평가할 수 없으며 유리성 오염을 측정할
때 주로 사용된다.
표면 오염을 평가하는데 간법법이나 직접법의 고유한 단점 때문에 많은 경우에
두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에 맞는다. 에너지에 의한 측정기 효율의 변
화 때문에 베타오염 측정시에는 주의를 필요로 하며 표면의 방사능을 표시하는 측
정기에서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가) 간접법에 의한 평가
① 측정기의 요건
smear 시료의 측정은 차폐되고 펄스를 계수하는 고정계수장치를 사용하여 수행
된다. 측정기는 규정된 표면오염한도 준위이하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료채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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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오염의 평가는 건식이나 습식 채취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넓은 면적에서
smear를 시료를 채취할 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염의 분포를 결정하여야
한다.
2
- 가능하면 smear 면적은 100 cm 이어야 한다.

- 시료를 채취하는 넓은 면적의 평균표면오염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 smear 재질은 채취되는 표면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부드
러운 표면에서는 smear paper를 사용하며, 거친 표면에 대해서는 솜과 같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smear 재질을 습하게 하는데 사용되는 액체는 재질에서 스며 나와야 한다.
- smear는 손가락 끝 또는 가급적이면 균일하고 일정한 압력을 가할 수 있도
록 설계된 기구로 표면을 적당히 눌러야 한다.
2

- 100 cm 의 면적에서 균일하게 채취되어야 한다.
- smear 재질은 가능한 원형 smear paper를 사용하여야 한다.
- smear 시료의 오염된 면적은 검출기의 반응면적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
- 시료를 채취한 후에는 smear 재질의 방사능이 손실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건조되어야 한다.

③ 측정 절차
smear 시료의 측정은 직접법에 의한 평가에서 기술하는 측정절차에 따라 수행되
어야 한다. 시료 채취되는 표면의 유리성 오염은 단위면적당 베타나 알파의 방사
2
능 Asr은 Bq/cm 단위로 다음의 식과 같다.

A

sr

=

n-n b
ε ix F x S x ε

s

여기서 n은 초단위의 자연계수율과 표준선원에서 방출되는 총계수율의 합, nb는
초단위의 자연계수율, εi는 알파 또는 베타 방사선에 대한 계측기의 효율, F는 전
이율, S는 cm2의 단위로로 smear되는 면적, εs는 오염선원의 효율이다.
(나) 방사능 측정
① 비례계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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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계수기(Proportional Counter)의 구조는 중공원통형 전극(음극)의 중심선상에
가늘은 Wire를 집전극으로 배치한 것이 많이 사용되며, 이 전극 사이의 공간에는
불황성 가스나 메탄가스등으로 충진하여 봉인하거나 적절량을 흘려 보내면서 측정
하는 방식이 있다. 후자를 Gas-flow 방식이라 한다. 집전극에는 양의 고전압을 인
가하며 이러한 전극 사이의 공간에 하전입자가 입사하면 그 전리작용에 의해 이온
대가 생기며 전자와 이온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유동하여 가는데 이러한 작용은
전리함의 작용과 동일하다. 그러나 전극의 배치에 있어서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r에
있어서의 전계 E 는 다음 식과 같으며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급격히 전계는 강해진
다.

E=

Vc
r x ln ( r 2 / r 1 )

여기서 Vc는 인가전압, r1은 집전극의 반경, r2는 외측전극의 내경이다. 전자가 평
균자유 행정을 유동하는 사이에 다른 중성원자를 전리하기에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온대의 수는 급격히 증식하여 가는데 이러한 점이 전리함의
동작원리와 다르다. 이와 같은 증식과정을 가스 증폭이라 부르고 인가전압이 적당
한 경우 이 가스증폭은 대개 일정하며 일차이온대의 수와 최종적으로 생긴 이온대
의 수와는 비례관계가 성립된다. 이것은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온대의
수가 증식된 결과로 큰 출력펄스가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출력펄스를 앰프로
증폭할 때 신호대잡음비 등의 문제를 훨씬 간단하게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본래의
이온대 발생위치와는 거의 관계없이 가스증폭은 집전극 부근에서 행하여져 이온대
의 생성부와 전하유도부가 분리되어 있어 똑같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두 가지 장점
이 있어 출력펄스 파고는 일차 이온대의 수 즉, 방사선의 에너지를 반영하게 된다.

② 알파선과 베타선의 동시 계측법
위에서와 같이 비례 계수기는 일차 이온대와 최종적으로 발생한 이온대의 수가
비례관계가 성립되어 입사한 방사선의 에너지에 따라 출력 펄스의 파고가 다르게
된다. 비례 계수기에서의 알파선과 베타선의 분리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Fig. 3.4.2는 각각의 방사선에 따라 발생하는 출력펄스의 높이를 이용하는 펄스의
파고 판별법과 각각의 방사선에 따라 전하의 포집 시간이 다른 점을 이용하는 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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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형성 판별법이 있다.

Overflow
알파선 채널 상한치
알파선 계수
알파선 채널 하한치

출력
펄스
전압

Dead band

베타선 채널 상한치

베타선 계수
베타선 채널 하한치

Threshold
잡음

0 V

Fig. 3.4.2. 알파선과 베타선의 동시 계측을 위한 펄스파고 판별법.

알파선과 베타선 동시측정법에서 베타선 채널 상한치와 알파 채널 하한치를 조
절하여 deadband를 설정하여야 한다. Deadband는 각 핵종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보정을 cross-talk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cross-talk 값은 다음의 식과 같이
정의된다.

α into β =

β into α =

β Counts
x 100 : < 1.0%( Po -210)
Total Counts)

α Counts
x 100 : < 0.1%( Sr -90)
Total Counts

③ 측정기의 유효 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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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측정기로 직접법이나 간접법으로 표면오염을 측정할 때는 검출기의 유효
창면적에 대하여 직접법의 경우, 물체표면의 오염이 검출기의 유효 창면적보다 크
고 또한 일정하게 오염되어 있을 때에는 미리 정해 놓은 Bq/(cpm or cm2) 등의
환산계수를 이용하여 단위 면적당의 표면오염을 구하며, 물체의 표면의 오염이 검
출기의 유효 창면적보다 크고 불균일하게 오염되어 있을 때에는 오염의 범위를 주
사하여 파악하고 오염 범위안의 복수 개소의 유효 창면적당 평균적인 측정치로부
터 방사능을 구하고 오염면적으로 나누어 단위 면적당의 표면오염으로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는 표면오염의 최대치와 평균치와 오염면적을 기록하여 두면 좋다. 물
체표면의 오염부분 면적이 방사능 측정기 검출기의 유효 창면적보다 작을 때에는
유효 창면적 안에 있는 방사능량으로 간주하고 이를 유효 창면적으로 나누어 단위
면적당의 계수치로 한다. 간접법의 경우, smear 시료의 크기는 원칙적으로 검출기
의 유효 창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것으로 한다. smear 시료의 크기에 맞추어
미리 구해놓은 환산계수 등을 이용하여 시료에 묻은 전 방사능량을 구하여 이 값
을 Smear 한 면적으로 나누어 단위면적당의 계수치로 한다.

④ 선원 효율과 기기효율
표면오염측정 결과 얻어진 계수치를 방사능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ISO에서는 선
원효율과 기기효율의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 표면오염측정기 교정은 방사능 또는
단위면적당 방사능을 이미 알고 있는 교정용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기기의 계수효
율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원의 자기흡수나 후방산란으로 인하여 선원표
면으로부터의 단위시간당 방출되는 입자의 수가 다르므로 같은 방사능을 함유한
표준선원에 대하여 다른 교정정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선원의 구조에 따른 영
향을 작게 하기 위하여 선원효율과 기기효율을 구별하여 취급하게 된다.
선원효율은 ISO에서 어떤 에너지 이상의 주목하는 형의 입자가 단위시간당의 선
원내부 또는 포화두께로부터 방사되는 수와의 비로서 정의한다. 선원의 외부 표면
이란 표준선원의 표면 또는 직접법의 경우는 오염된 표면, 간접법의 경우는 smear
시료의 표면이다. 선원으로부터 등방향으로 방사되는 입자중에서 내측 및 수평방
향으로 방출되는 입자 또는 선원내부에서 자기흡수되는 입자는 선원효율에 기여하
지 않으며, 선원이나 용기에 의하여 후반산란된 입자는 선원효율을 증가시킨다. 따
라서 선원효율은 선원의 종류, 에너지, 표면의 성질 등 선원의 기본적인 성질에 따
라 결정되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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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효율은 어떤 기하학적 조건에서 선원의 표면방출율에 대한 측정기의 순계수
율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면으로부터 방출된 입자중 일부는 기하학적인 조건 때문
에 측정기에 입사되지 않으며 입자가 선원표면으로부터 측정기에 도달하는 도중에
공기 등에 의하여 흡수된다. 또한 측정기에 입사된 입자도 모두 계수되는 것이 아
니고 입자의 에너지에 따라 고유의 비율로 계수된다. 이것은 기기효율이라고 불리
며 기기의 특성과 측정 기하학적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수치이다.

나. 표면오염 자동시료채취기술 개발
(1) 자동측정 장비 구성 및 개념설정
표면오염도 측정 방법은 smear법을 적용한다. smear 시료의 측정은 차폐되고 펄
스를 계수하는 고정계수장치를 사용하여 수행되며, 방사능계측기는 규정된 표면오
염한도 준위이하의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smear로 시료를 채취할 때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오염의 분포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료 채취되는 표면의
유리성 오염은 단위면적당 베타나 알파의 방사능은 Bq/cm2 단위로 계산되어야 한
다. 계측 시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하여 표면오염의 smear 시료를 측정하는 경우
시료로부터의 계수와 자연계수를 구별하여 검출할 수 있는 방사능 측정기의 검출
한계 계수율(Nd)는 측정기의 자연계수율 표준편차의 2배에 상당하는 계수율로 정
의하고 있으므로 Nd - 2σ ≥ 0을 만족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표면오염도를 측정하는 계측장치는 알파 및 베타 방출체를 검출하기 위한 비례
계수 기, 검출기의 동작전압을 공급하는 고전압공급장치, 검출기의 신호를 증폭하
는 전치 증폭기, 전치증폭기의 신호를 처리하는 신호처리장치, 알파 방출체와 베타
방출체에

의한 신호를 구분하기 위한 단일파고분석기와 장비의 동작을 위한 전원

공급장치로 구성하였다.
장비의 제어방법과 측정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동작알고리즘을 설
정하고 PLC를 이용하여 장비를 제어하거나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장비를
제어한다. PLC에 의한 제어는 대형의 장비나 제어 알고리즘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
험용으로 사용하며, 제어 알고리즘이 확인되면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형
화하였다. 따라서 본 장비의 제어에도 실험을 통하여 저전력 및 소형화 구현이 용
이한 후자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측정 자료는 PC와 통신을 위한 데이터 프로토
콜을 설정하며 측정된 자료는 용이하고 편리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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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 표면오염 시료채취장치는 Fig. 3.4.3과 같이 동작전압을 공급하는 전원부,
smear paper를 흡착하기 위한 진공장치, 흡착된 smear paper로 표면의 시료를 채
취하기 위한 회전채취부, 채취된 시료를 이동시키기 위한 시료이송부로 구성하였
다.

진공 장치

자동표면오염
회전채취부

시료 이송부

시료채취장치

전원부

제어부

Fig. 3.4.3. 자동 표면오염 시료채취 장치의 구성도

(2) 시료채취기의 동작요건
방사성 표면오염 위에 올려놓고 작동 스위치를 조작하면 자동으로 smear paper
를 한 장 집어서 시료채취 대상 표면에 밀착한 상태로 100 cm2의 면적을 회전시킨
후 smear paper의 시료채취된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고 검출기가 장착되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계측이 완료된 시료는 시료수집관의 위에서 아래로 쌓아 올릴 수 있
는 구조로 한다. smear paper는 수 십장 보관하면서 여러 번의 동작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자동조작이 가능하게 한다.
시료채취 방법의 알고리즘은 직경이 5인치이고 두께가 0.1 mm인 smear paper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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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시키는 방안으로 공기에 의한 방법과 진공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하
였으며 진공에 의한 방법이 효율적임을 확인하여 장비 제작에 반영하였다. smear
용지의 문지르는 횟수, 강도, 면적 등 시료채취 방법에서는 용지를 바닥 표면에 문
지르는 회수는 10회, 표면을 누르는 강도는 센서와 스프링을 사용하여 표면의 상
2
태에 따라 자동 조절되게 설계하였으며, 시료는 100 cm 의 면적에서 채취되도록

하였다.

(3) 표면오염 자동시료채취장비의 설계 및 제작
(가) 자동 시료채취 장치 제작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정대상 표면에 smear paper를 문질러 시료
를 채취하는 시료채취 구동장치는 시료채취 구동장치를 측정대상 표면으로 이동시
키며, 필터 페이퍼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필터통 및 시료채취가 완료된 필터 페이
퍼를 수집하기 위한 수집필터통을 구비하는 측정장치 몸체, 그리고 측정장치 몸체
에 결합되어 있으며, 공급 필터통으로 이동하여 공급필터통으로부터 필터 페이퍼
를 흡착하고, 측정대상 표면으로 이동하여 측정대상 표면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
고, 수집필터통으로 이동하여 시료채취가 완료된 필터 페이퍼를 수집필터통에 위
치시키는 표면오염 측정 장치를 포함하는 시료채취 구동장치를 제공한다. 본 장비
는 표면오염 측정장치가 시료채취 이외에도 필터 페이퍼를 공급필터통으로부터 흡
착하여 수집필터통으로 보내는 기능을 행함으로써, 필터 페이퍼 공급 및 수집을
위한 별도의 구동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게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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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는 자동 시료채취 장치를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시료채취 구동
장치는 측정장치몸체와 측정장치몸체에 고정된 표면오염 측정장치로 구성하였다.

Fig. 3.4.4. 설계된 자동 시료채취 장치

Fig. 3.4.5는 시료채취장치의 몸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시료채취장치의 몸체는
베이스와 베이스에 장착된 바퀴, 베이스의 상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배터리를 포함
하는 컨트롤박스, 베이스로부터 상방으로 뻗어있는 3개의 지지대, 지지대에 고정되
어 있으며 시료채취장치의 몸체를 덮고 있는 덮개, 덮개의 상부에 장착된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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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되었다. 또한, 베이스에는 시료채취를 위한 개구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필
터 페이퍼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필터통과 시료채취가 완료된 필터 페이퍼를 수집
하기 위한 수집필터통으로 구성하였다.

Fig. 3.4.5. 자동 시료채취 장치의 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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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6은 시료채취 구동장치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동장치는 제1하우징, 제2
하우징과 실린더로 구성된다.

Fig. 3.4.6. 표면오염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구동장치

Fig. 3.4.7은 시료채취 구동장치의 내부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며, Fig. 3.4.8은 시료
채취 구동장치가 시료채취장치 몸체에 고정된 상태의 내부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서, 구동장치는 제1하우징이 지지대에 고정하여 시료채취장치 몸체와 결합하였다.
제1하우징은 제1모터 홀드에 의해 제1하우징에 고정되는 제1모터가 장착되었으
며, 제1모터는 제1피니언, 제1스퍼기어, 그리고 제1보조스퍼기어를 통해 제2하우징
을 제1하우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회전 운동시킨다. 제1스퍼기어는 제1스퍼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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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통해 제1모터홀드에 체결되어 있다.
이러한 제2하우징의 상대회전운동은 제1하우징에 구비된 가이드홈, 일단은 헤드
를 가지며 가이드홈을 관통하여 있으며 타단은 제1보조스퍼기어에 결합되어 있는
로드, 그리고 제1보조스퍼기어 및 제2하우징과 결합되어 있는 가이드부재에 의해
안내된다. 즉, 제1모터가 회전함에 따라, 제1피니언기어가 회전하게 되고, 이 회전
이 제1모터 홀드에 회전가능하게 고정된 제1스퍼기어를 통해 제1보조스퍼기어에
전달되어 제1보조스퍼기어가 회전하게 되며, 제1보조스퍼기어의 회전은 가이드홈
을 따라 이동하는 로드와 걸림턱을 따라 이동하는 가이드에 의해 안내되고, 가이
드의 회전에 따라 가이드부재의 하부에 결합되어 있는 제2하우징이 제1하우징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회전운동하게 된다.

Fig. 3.4.7. 표면오염 시료를 채취하기 위한 구동장치의 내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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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8. 시료채취 장치 몸체와 구동장치를 결합한 구조도

Fig. 3.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이드홈의 양 끝단은 로드의 회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며, 끝단에 로드가 위치할 때 실린더가 놓이는 지점의 아래에 공급필터
통이 베이스에서 장착되고, 끝단에 로드가 위치할 때 실린더가 놓이는 지점의 아
래에 수집필터통을 베이스에서 장착하였다.
Fig. 3.4.7에서 제2하우징은 제2모터 홀드에 의해 제2하우징에 고정되는 제2모터
를 구비하며, 제2모터는 제2웜기어, 제2스퍼기어, 제2랙을 통해 제2랙의 하부에 고
정된 제3하우징을 제2하우징내에서 상하로 이동시킨다.
제3하우징은 제3모터 홀드에 의해 제3하우징에 고정되는 제3모터를 장착하였으
며, 제3모터는 제3피니언기어, 제3스퍼기어, 그리고 제3스퍼기어 및 실린더와 결합
되어 있는 실린더 덮개를 통해 실린더를 제3하우징내에서 회전시킨다.
실린더는 제4모터 홀드에 의해 실린더에 고정되는 제4모터를 구비하며, 제4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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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4웜기어, 제4스퍼기어, 그리고 실린더 축 상부의 제4랙을 통해 실린더 축을
실린더 내에서 상하로 이동시킨다.
시료채취장치의 작동을 시작하기 위하여 Fig. 3.4.4와 같이 제2하우징은 헤드가
놓인 위치 즉, 가이드홈의 중앙에 위치하며, 제3하우징은 위쪽으로 이동되어 있고,
실린더 축은 아래로 내려져 있도록 시료채취 장치가 설저d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제1모터가 작동되면, 제2하우징은 끝단으로 이동하여 실린더가 공급필터통의 바로
위에 위치하게 된다.
다음으로, 제2모터가 작동되면, 제3하우징은 아래로 이동하여 실린더의 진공패드
가 공급필터통으로 향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제4모터가 작동하면, 실린더 축이 위
로 이동하여 실린더 축의 고무패킹과 필터 페이퍼 사이에 진공이 형성되고, 필터
페이퍼는 진공패드에 흡착된다.
다시, 제2모터가 작동되면, 제3하우징은 원위치로 복귀되며, 이 상태에서 제1모터
가 작동되면 제2하우징 또한 원위치로 복귀된다. 이 상태에서 제2모터가 작동되면,
제3하우징은 아래로 이동되어, 필터 페이퍼가 흡착된 실린더는 개구부를 통해 시
료채취의 대상이 되는 측정표면 상에 위치하게 된다. 다음으로, 제3모터가 작동되
면 실린더가 시계반대방향으로 10회 회전되어, 필터 페이퍼에 시료가 채취된다. 이
상태에서 제2모터가 작동되면 제3하우징은 원위치로 복귀된다.
제1모터가 작동되면, 제2하우징은 끝단으로 이동되어 실린더가 수집필터통의 바
로 위에 위치하게 된다. 이 상태에서, 제2모터가 작동되면 제3하우징은 아래로 이
동되어 실린더의 진공패드가 수집필터통으로 향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제4모터가 작동되면, 실린더 축이 아래로 이동되어, 실린더 축의 고
무패킹과 필터 페이퍼 사이에 진공이 해제되고, 시료채취된 필터 페이퍼는 수집필
터통에 적재된다.
이 상태에서 제2모터가 작동되면 제3하우징은 원위치로 복귀되며, 이 상태에서
제1모터가 작동되면, 제2하우징 또한 원위치로 복귀되고, 시료채취가 완료되게 된
다.
필터 페이퍼를 흡착하는 부위 즉, 진공패드는 고무와 같이 흡착력과 사방으로의
탄력성이 우수하여 표면의 경사진 면이나 울퉁불퉁한 면이 골고루 닦일 수 있는
재질이 사용된다. 실린더는 스테인레스(STS304) 및 알루미늄(AL6061)과 같은 재
질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강하고 우수한 진공력이 되도록 한다. 진공의 용량은 필
터 페이퍼가 부착된 상태에서 바닥을 닦을 시에도 떨어지지 않도록 진공의 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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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여 실린더 내에 구비된 스프링에 의해 조절될 수 있다. 즉, 진공패드와 고무
패킹 사이의 진공의 용량은 압축의 정도를 달리하는 스프링을 사용함으로써 조절
될 수 있다. 또한, 스프링은 진공해제시 실린더 축을 빨리 원위치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시료채취장치의 회전부의 원활한 회전을 위하여 중심축 위아래 부분은
베어링을 사용하며, 시료채취장치의 몸체는 열처리 강화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각
각의 조립되는 부분은 M5볼트를 사용하여 체결될 수 있다.
또한, 진공패드와 필터 페이퍼의 흡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터 페이퍼의 진공패
드와 흡착되는 면은 비닐로 코팅하였다.

(나) 시료채취용지의 구동 및 이동 장치
방사성 오염도 측정용 시료채취용지 이동장치는 방사성 오염도 측정용 시료가
채취된 시료용지를 내부로 안내 이송하는 시료채취용지 인입측 컨베이어, 이 시료
채취용지 인입측 컨베이어가 위쪽으로 직교하며 시료채취용지가 안착된 접시를 절
환위치로 이송하는 접시 인입측 컨베이어, 이 접시 인입측 컨베이어의 상류측단에
수직하게 설치된 접시 보관탑, 접시 인입측 컨베이어의 하류측단과 절환위치에서
직교하고 있는 시료용지 검사측 컨베이어, 절환위치를 사이에 두고 접시 인입측
컨베이어의 대향측에서 일직선상에 설치된 시료접시 인출측 컨베이어, 및 시료접
시 인출측 컨베이어의 상류측단에 수직하게 설치된 시료접시 보관탑으로 구성하였
다.
방사성 오염도 측정용 시료채취용지 이송장치는 Fig. 3.4.9와 3.4.10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전체적으로 총 4개의 컨베이어 조립체와 2개의 접시 보관탑이 인접 설치
된 장치로서, 크게 시료 페이퍼 인입측 컨베이어, 접시 인입측 컨베이어, 시료 페이
퍼 검사측 컨베이어, 시료접시 인출측 컨베이어과 접시 보관탑 및 시료접시 보관
탑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 먼저 시료채취용지 인입측 컨베이어는 방사성 오염도 측정을 위해 사
용되는 시료 즉, 시료가 채취된 용지를 이송장치 내부로 송입되도록 하는 하나의
컨베이어 조립체로서 전체적으로 구조체 역할을 하는 상하 구조 프레임과 컨베이
어 벨트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외부에서 송입되는 시료 페이퍼를 시료 접
시 위의 정확하게 안착시켜주는 안착유도부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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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9. 시료채취용지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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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0. 시료채취용지 이동장치의 3차원 구조도

여기에서 다시 상부 구조프레임은 Fig. 3.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ㄱ자 모양으로
된 좌우 한 쌍의 평판으로서, 양 판 사이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며, 전후방
하단에는 구동모터와 시료 페이퍼 안착 유도부가 각각 설치된다. 또한, 하부 구조
프레임은 단순한 지지용 평판으로서 상부 구조프레임에 볼트로 결합되어 시료 페
이퍼 인입측 컨베이어 전체를 지지하도록 하였다. 상부 구조프레임에 의해 인입측
컨베이어 상단에 장착된 컨베이어 벨트는 전동 벨트의 형태로 폭이 좁게 되어 있
는 한 쌍의 이송용 벨트로서 프레임 전후방 내측면 상에 회전 가능하게 축지지된
전후방 벨트풀리 둘레에 감겨져 있으며 모터 회전축에 결합된 구동풀리와 풀리 회
전축 일측단에 결합된 종동풀리 사이에 결합되어 있는 구동벨트에 의해 전달되는
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궤도운동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시트페이퍼 안착유도부는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되어 온 시료채취용지를 접시로
안내하기 위한 유도로가 상단에 형성되어 있으며, 이 유도로는 안쪽 부분이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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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경사면으로 바깥쪽 부분이 원호 형태로 만곡된 경사면이 되게 하였다.

Fig. 3.4.11. 시료채취용지를 장비로 이동시키는 인입장치

Fig. 3.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채취용지 인입측 컨베이어 전방단 아래쪽에
직교하도록 설치되는 접시 인입측 컨베이어는 시트페이퍼 안착유도부를 통해 시료
채취용지가 투입되어 안착된 접시를 절환위치까지 이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크게
지지 구조를 형성하는 프레임과 컨베이어 벨트와 단속캠 조립체로 구성하였다. 여
기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지지하도록 되어 있는 상부 구조 프레임은 좌우 한 쌍의
긴 평판으로서 양 판 사이에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였으며, 전후방측 좌우 외측
면에 전후방 한 쌍의 구조 프레임이 볼트로 결합되어 접시 인입측 컨베이어와 접
시 보관탑 전체를 지지하도록 하였다.
상부 구조 프레임의 전후방 양단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벨트풀리 둘레에 감겨
져 있는 좌우 한 쌍의 컨베이어 벨트는 컨베이어 벨트와 마찬가지로 폭이 좁은 전
동 벨트의 형태로 되어 있으며 구동모터의 회전축에 결합된 구동풀리와 벨트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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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축 일측단에 결합된 종동풀리에 감겨져 있는 구동벨트를 통해 전달되는 모터
의 구동력에 의해 궤도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인입측 컨베이어의 이동경
로 하류측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캠 조립체는 시료 페이퍼 인입측 컨베이어와 직교
하는 위치에 접시 보관탑으로부터 이동되어 온 접시를 일시적으로 대기시키는 역
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한 쌍의 걸림핀 이 걸림핀을 상하 왕복운동시키는 편심캠
그리고 편심캠의 회전을 감지하는 각도 센서부로 구성하였는데 이 중 걸림핀은
Fig. 3.4.12에서 처럼, 컨베이어 벨트 위로 약간 돌출되도록 안내봉에 삽입 설치되
며, 둘레에 반발 스프링을 끼웠다. 또한 편심캠은 걸림핀의 하단면에 밀착되어 핀
의 상하 왕복운동을 일으키도록 회전축에 편심 장착되어 있으며, 회전축의 일측단
에는 회전축의 회전위상을 확인하기 위한 각도 센서부를 장착하였다.

Fig. 3.4.12. 시료채취용지를 담는 접시 이동장치와 접시 보관탑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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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관탑은 접시 인입측 컨베이어의 후방측에 수직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내
부에 시료채취용지를 안착하기 위한 빈 접시가 적층된 상태로 보관되어 컨베이어
에 순차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접시가 포개져 장입되어 있는 사각통 모양
의 수납통과 이 수납통 하단 출구측에서 컨베이어로의 접시 투입을 단속하는 부품
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단속부품는 다시 크게 회전 구동모터, 신축 링크조
립체와 미끄럼 걸림봉으로 구성하였다. Fig. 3.4.12에서 회전 구동모터는 수납통의
하단에 설치되어 있으며, 모터의 회전축 상단 즉, 수납통의 하단에는 신축 링크조
립체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신축 링크조립체는 모터 회전축 상단에 결합된 크랭
크부, 이 크랭크부의 좌우단에 일단이 핀결합된 커넥팅 로드, 이 커넥팅 로드의 타
단에 핀결합된 푸시로드 그리고 푸시로드의 위쪽에 조인트 블록을 통해 연결된 복
수의 미끄럼 걸림봉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모터의 회전에 따라 좌우로 신축 가
능하도록 되어 있고, 각각의 미끄럼 걸림봉은 자유단이 위쪽으로 경사지도록 가공
되어 수납통 안쪽으로 수축되었을 때 접시 에지면에 접촉하여 일시적으로 접시를
지지하게 된다. 반대로 미끄럼 걸림봉이 수납통 바깥쪽으로 신장되는 경우 접시는
낙하하여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이게 된다. 이와 같이 미끄럼 걸림봉은 모터의 회
전에 따라 신축을 반복하도록 왕복 운동함으로써 접시를 반복해서 일시적으로 지
지함에 따라 접시 인입측 컨베이어에 순차적으로 접시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접시 인입측 컨베이어와 시료접시 인출측 컨베이어가 만나는 절환위치에 시료페
이퍼 인입측 컨베이어 반대쪽에서 직교하도록 설치된 시료페이퍼 검사측 컨베이어
는 Fig. 3.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상하부 구조프레임, 상부 구조프레임 안쪽
에 상하로 피벗 가능하게 설치된 피벗 프레임, 이 피벗 프레임의 중간 부분에 회
전 가능하게 설치된 구동풀리 그리고, 피벗 프레임의 상하 피벗운동을 일으키는
편심캠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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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3. 접시를 계측장치로 이동시키는 장치의 구조

여기에서 상하부 구조프레임은 다른 구조 프레임들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T
자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일단에 회전핀이 결합되어 컨베이어 벨트가 감
기는 고정풀리를 회전 가능하게 지지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피벗 프레임은 상하
로 피벗 가능하도록 고정풀리에 힌지식으로 결합되며, 중간부분에 컨베이어 벨트
의 궤도운동을 발생시키는 구동풀리가 구동모터에 의해 회전 가능하게 장착하였으
며, 자유단 부분에 컨베이어 벨트를 지지하는 또 다른 고정풀리가 장착되어 있다.
따라서, 고정풀리는 피벗 프레임 상승 시 외주면에 감긴 컨베이어어 벨트가 접시
와 접촉하여 벨트를 따라 방사선계측위치로 이동하게 한다. 이 피벗 프레임의 저
면에 밀착된 상태로 설치된 편심캠은 회전 시 피벗프레임의 상하 피벗 운동을 일
으키도록 회전 구동모터의 회전축에 편심 상태로 장착하였다.
Fig. 3.4.14는 방사능 계측이 완료된 접시는 반대편 접시 보관탑에 저장하는 장치
이다. 이 장치는 접시 인입측 컨베이어와 동일 선상에 대향하도록 설치된 시료접
시 인출측 컨베이어는 컨베이어와 마찬가지로 상하부 구조 프레임과 상부 구조 프
레임 안쪽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그리고 이 컨베이어 벨트 상류측 즉, 후방측에
설치된 단속캠 조립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상부 구조 프레임은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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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쌍의 긴 평판으로서 양 판 사이에 좌우 한 쌍의 컨베이어 벨트를 회전 가능하
게 지지하고 있으며, 하부 구조 프레임은 평판 형태로 된 한 쌍의 구조체로서, 상
부 구조 프레임의 시료접시 보관탑 대향측 하단에 볼트로 체결되어 바닥면까지 연
장됨으로써 시료접시 인출측 컨베이어를 지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상부 구조 프레임의 안쪽에 설치되는 좌우 한 쌍의 컨베이어 벨트는 프레
임의 내측면 전후방 양단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벨트풀리에 감겨져 있으며, 모
터로부터 구동벨트를 통해 전달되는 구동력에 의해 계속해서 궤도 회전운동을 하
도록 하였다. 컨베이어 벨트의 상류측의 전방측에 장착된 단속캠 조립체는 단속캠
조립체와 마찬가지로 접시 보관탑으로부터 이송되어 온 접시를 일시적으로 정위치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한 쌍의 걸림핀, 이 걸림핀을 상하 왕복운동시키는 편
심캠 그리고 이 편심캠의 회전을 감지하는 각도 센서부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걸림핀은 안내봉에 끼워져 벨트 상면 바로 위쪽까지 돌출되어 접시의 이동을 저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외주면에 복귀용 반발 스프링이 삽입되어 있다. 또한,
걸림핀의 상단에 밀착되는 편심캠은 구동모터에 의해 회전 구동되는 회전축에 편
심 장착되어 핀을 상하로 반복해서 왕복 운동시키게 된다. 그리고 이 회전축의 한
쪽 끝부분에는 회전 위상을 감지하기 위한 각도 센서부를 장착하였다.
최종적으로 시료접시 인출측 컨베이어의 상류측단에 수직하게 설치된 시료접시
보관탑은 시료채취용지의 검사가 끝난 다수의 접시를 수납 보관하기 위한 부분으
로서, 크게는 수납통과 상승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납통은 시료가 안착된 복
수의 접시를 아래에서부터 차례로 적층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사각통 모양의
수납부재이며, 상승부품는 이 수납통의 하부로 인출측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되어
온 접시를 밀어올려 수납하는 기구로서, 크게 편심캠, 푸시로드, 탄성 걸림돌기, 각
도 센서부로 구성하였다.
여기에서, 먼저 편심캠은 수납통의 아래쪽에 설치된 구동모터의 회전축에 편심
상태로 장착되어 편심 회전하도록 하였으며 이 편심캠의 외주면에 밀착되어 상하
로 왕복운동 하도록 되어 있는 푸시로드는 상부 구조프레임에 가로질러 설치된 안
내봉에 관통 삽입되어 상하로 안내된다. 상단 부분에는 위쪽으로 가압되는 접시와
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지지판을 부착하였다. 또한 수납통 하단 입구측 외벽면
에는 한 쌍의 걸림돌기가 서로 마주보도록 탄력적으로 힌지 결합되어 푸시로드에
의해 접시가 밀려올라올 때만 사이가 벌어지면서 접시를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시
료접시 인출측 컨베이어를 통해 이송되어 온 접시를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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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모터의 회전축 끝부분에 장착된 각도센서부는 다른
각도센서부와 마찬가지로 회전축과 동기 회전하면서 편심캠의 회전각도를 감지하
도록 구성하였다.

Fig. 3.4.14. 계측이 완료된 접시를 이동하는 장치와 접시 보관탑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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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용지 이동장치가 작동을 하기 위하여 시료채취용지 인입측 컨베이어의
입구로 시료채취용지가 도착하면, 구동모터가 작동을 개시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용지를 유도로까지 이동한다.
이와 동시에 구동모터 M5가 작동 개시되어 Fig. 3.4.12에서와 같이 크랭크부가
1/4 회전하여 커넥팅 로드와 동일선상에 위치함으로써 미끄럼 걸림봉을 최대한 벌
려 수납통 내에 적층되어 있던 접시를 컨베이어 벨트 위로 낙하시킨다. 그리고 나
서 모터 M2가 작동되어 벨트가 궤도운동을 시작하면 접시는 벨트를 따라 절환위
치 쪽으로 이송되어 일단 단속캠 조립체의 걸림핀에 걸려 시료채취용지 대기 위치
에 정지된다.
이때, 모터 M2의 작동에 의해 시료채취용지는 유도로를 통과하면서 180°회전하
여 뒤집어진 상태로 컨베이어의 출구측 대기 위치에 정지되어 있는 시료접시 위로
안착된다. 그리고 나서 구동모터 M4가 작동하여 걸림핀을 아래쪽으로 이동시키면
시료접시는 다시 이동하여 절환위치에 도착한다.
Fig. 3.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접시가 절환위치에 도달하면, 먼저 모터 M6
가 작동하여 편심캠을 180° 회전시켜 편심캠에 접촉하고 있는 피벗 프레임을 가압
함으로써 프레임이 회전핀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피벗 이동되도록 한다. 이와 같이
피벗 프레임이 상승하여 고정풀리가 절환위치에 놓여 있는 접시와 접촉하게 되면,
모터 M5가 작동하여 컨베이어 벨트를 궤도 운동시킴으로써 시료접시를 방사능 계
측 위치로 이동시키게 된다.
방사능 계측 위치에서 시료의 검사가 완료되면 모터 M5가 역방향으로 구동되어
접시를 다시 절환위치로 복귀시킨다. 이어서 편심캠이 이동하면 피벗 프레임이 아
래쪽으로 피벗 이동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와 접시의 접촉이 떨어진다.
그리고 단속캠 조립체의 구동모터 M8가 작동하여 핀을 상승시킴으로써 절환위
치에 접시를 구속하고 있던 핀의 구속을 해제한다. 그리고 모터 M3를 구동시키면
접시는 다시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한다. 접시가 도달하면 모터 M7가 작동하
여 편심캠에 의해 푸시로드을 상승시킴으로써 접시를 수납통 안으로 밀어 넣게 되
는데, 이 때 접시로부터 가해지는 가압력에 의해 탄성 걸림돌기가 벌어졌다가 닫
히면서 압입된 접시를 지지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일련의 시료 접시 입출 및 검사, 보관 절차가 종료되며, 위와 같은
각 부분의 작동은 서로 연계하여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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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료채취장치 제어방식 개발
표면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자동으로 시료를 채취하는 시료채취장치의 제어
부는 직류 24 V로 인가되는 전원에 의해 작동하며, 조작스위치의 조작시 1회 작동
하도록 되어 있으며, 스위치는 램프형식으로 기기들이 정위치에 도달시 작동하도
록 구성하였다. 동작 설정은 자동과 수동이 있으며, 작동 정지시까지는 계속 일정
공정을 거치며 동작하게 되어 있고, 수동은 1회 조작시 1회의 채취 동작을 하고,
이를 완료하면 동작 정지되도록 제작하였다. 광센서는 모터가 작동되는 지그에 연
결되어 일정각도 회전시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제어하며 모터는 제동모터를 사용
일정한 위치에서 정지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모터의 회전수에 따라 5회전에서 10회
전 기준으로 회전하도록 하였다.
전자회로는 CPU회로, 모타 제어 회로, 센서회로와 RF 회로로 구성하였다. CPU
회로에서 사용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로서 80196을 이용하여 Fig. 3.4.15와 같이 설
계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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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5. 장비의 동작을 제어하기 위한 CPU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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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타 제어회로는 모타 구동용 IC Chip을 사용하여 모터의 회전방향을 제어하도
록 다이오드로 구성되는 브리지회로를 작성하고, Fig. 3.4.16과 같은 회로를 설계
제작하였다.

Fig. 3.4.16. 모타 회전 방향 제어용 회로

센서회로는 시료채취장치 및 이송장치의 동작 위치를 감지하는 회로로서 사용
된 센서는 광센서를 이용하여 Fig. 3.4.17과 같은 회로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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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7. 시료 채취 및 이송장치의 동작위치 감지회로

RF회로는 향후 장비에서 계측된 측정자료를 On-line 전송을 위하여 통신 IC
Chip을 사용하여 Fig. 3.4.18과 같이 제작하였다.

Fig. 3.4.18. 측정 자료의 송수신을 위한 통신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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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작 알고리즘 및 계측 전자회로 설계 및 보완
시료채취장치는 자동 표면오염 시료채취부, 시료이송부, 제어부로 구성하였다. 시
료채취부는 smear paper를 흡착하여 회전시키는 회전채취부와 배터리의 장착을 하
는 몸체부 smear paper의 저장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면서 바닥에서 3 mm 이격
시켜 수평을 유지하는 튜브, 조작스위치의 조작으로 인가되는 전원을 인식하여 구
동부를 제어하는 제어부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두개의 접시 보관탑은 깨끗한 시
료채취용지의 공급과 시료채취된 용지의 저장이 이루어지고 적재가 이루어지며,
제어부는 조작스위치의 조작으로 인가되는 전원을 인식하여 구동부를 제어한다.
몸체부는 열처리 강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며, 회전채취부, 지지부, 배터리 장착부
로 구성하였다. 회전채취부는 진공실린더와 모터로 구성하였다. 진공실린더는 베어
링으로 조립되어 상하이동 및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진공실린더는 모터와
연결되어 smear paper를 흡착하여 패드에 부착하고 바닥 표면을 회전하면서 닦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진공패드의 착․탈을 위해 위아래로 이동이 가능하
도록 하며, 이때 일정한 강도가 걸리도록 스프링을 채용하였다. 상하로 작동시에는
모터에 설치된 지지봉을 사용 작동시키고 회전은 모터에 의해 회전하게 되며 광센
서에 의해 회전위치가 감지되면 회전을 정지하게 하였다.
진공실린더는 강화 프라스틱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경량화를 도모하며 슬라
이드부분은 동작이 원활하도록 매끄럽게 가공하였다. 모터는 직류모터를 사용하면
서 센서를 설치하여 일정 위치 도달시 제어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smear paper가 부착된 상태에서 바닥을 닦을 시에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흡인력을
보유하고, 전원은 배터리로부터 공급받도록 구성하였다. 몸체부에는 상부에 핸들을
구비하여 이동시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 개의 접시 보관탑에는 내부에 깨
끗한 시료채취용지가 들어있으며, 다른 접시 보관탑은 최종적으로 시료 채취가 완
료된 용지가 적재되는 보관탑으로서 내면을 부드럽게 하여 바른 적재를 도모하였
다.
장비가 작동되기 전에 깨끗한 smear paper가 200～300장이 tune에 장착되어 있
고, 시료 채취된 smear paper가 놓여지는 접시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시료이송
장치는 접시를 이송하는 이송부분과 계측이 완료된 접시를 보관하는 holder부분으
로 구성된다. 접시 holder는 장․탈착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였다. 시료이송부는 시
료채취부에서 시료 채취된 용지를 접시에 안착시키게 되면 접시는 제어부의 제어
순서에 의해 계측을 위하여 검출기가 설치된 위치로 이송되고, 설정된 측정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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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접시는 holder에 이송 보관되도록 하였다. Fig. 3.4.19는 시료채취장치와
이송장치가 결합된 최종 설계 제작 완료된 장비의 완성도이다.

Fig. 3.4.19. 완성된 자동 표면오염 시료채취 장치와 시료이송장치

다. 표면오염 시료채취 및 측정용 신소재 개발
(1) 개요
방사성 물질을 산업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원자력 에너지를 얻는 것으로부터
인체 내부에 투여된 물질의 경로추적을 위한 약품 제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
에 걸쳐 폭 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에너지 생산, 제품의 제조 및 연구 과정
에서 방사성 물질의 광범위한 사용에 따른 오염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방사성
물질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사용 지역에서 이들의 오염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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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히 제어되지 않고 방치될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수준까지 도
달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적정 사용기간이 경과된 방사능 처리 시설의 폐기 또는
수리 등의 과정에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 폐기 공정의 방법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 취급자의 안전 및 주변지역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들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또한 신속하게 측정함과
아울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핵규제위원회(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의 규정에 따르면, 방사성 핵종을 취급하는 모든 지
역은 방사능 오염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실험실 및 방사능 관련 시설의
방사선학적인 상태를 감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표면오염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USNRC에서 규정한 wipe test에 적합한 특
성을 지니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핵규제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방사성 핵
종을 사용하는 현장은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wipe test를
수행하여 이들 오염지역의 제염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ipe
test는 오염 예상 지역의 표면을 일정하게 모니터할 수 있는 방법이면 매체나 적용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장 방법 중의 하나는 오염 예상 지역
으로부터 오염된 물체의 표면을 smear paper 등을 이용하여 문지른 후, 이들 채취
된 시료를 액체섬광계수기나 저준위 알파/베타 계수기를 이용하여 표면오염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간접법은 직경 5 cm의 여과지로 검사하려는 표면 약 100 cm 를 여과

지를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문질러 여과지에 전이된 오염을 GM 검출기 또
는 비례계수관을 검출기로 사용하는 방사능 계수기로 측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
사능 계수기도 검출기의 입사창이 있어 알파입자나 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에 널리
3
사용되는 H나

14

C처럼 약한 에너지의 베타입자를 측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들 핵종, 특히 트리튬의 방사능을 측정하려면 스메어 여과지를 용매로 침출하거
나 가용성 스메어 매체를 유기용매에 녹여 액체섬광계수기로 계측하는 방법이 사
용된다. 그러나 액체섬광계수기는 고가의 장비이며 측정절차도 까다로워 보편적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섬광물질을 함침한 스메어 매체와 같은 새로
운 스메어 매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표면오염도 자동시료채취장치와 호환성을 지니며, 효율적
인 방사능 검출 능력을 지닌 표면오염도 채취용 고분자막의 설계를 목표로 한다.
채취용 막의 기본적 성능으로는 장비에서 진공방식을 통한 탈․부착이 용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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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측정기로 이송이 용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채취
용 막은 진공을 통해 시료채취부에 부착되고, 부착된 막은 원격조정에 의해 시료
채취에 사용되며, 탈 진공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 장치로 이송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능에 적합한 고분막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분자
막이 진공에 의해 쉽게 장비에 흡인될 수 있도록, 치밀한 구조를 포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표면오염도 측정용 막을 제조하기 위하여 smear paper 자체에 방사선
과 직접 상호작용에 의해 오염도를 평가할 수 있는 smear 매질 제조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smear 매질 또는 측정막은 고분자로서 방사성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형광을 방출하는 무기 형광체를 함침시켜 제조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막용액을 비용매 욕조에 침지시키는, 상전환 공정
을 이용하여 고형화된 막은 막 전체에 다공성의 형상을 지님으로써, 진공에 적용
하였을 때 막 표면에서 진공압의 손실이 불가피하여 시료채취부에 적용하기 어렵
다. 또한, 고농도의 고분자 용액에 과량의 무기 반응제를 분산시킨 제막용액을 진
공 증발에 의해 고형화시킨다면, 생성된 막의 기계적 성질이 급격히 저하되어 부
서지는 단점이 있다.
또한, 이들을 이용한 wipe test 결과에서 기공을 포함하는 비대칭형 막의 효율은
기공을 포함하지 않는 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현
상은, 고분자 첨가제를 제막용액에 추가하여 제조된 다공성 측정막을 이용하여
wipe test를 시행하였을 때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즉, 측정막에 형성된 기공은 분
획특성을 필요로 하는 분리공정에는 바람직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나, wipe test
에 사용되는 측정막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는 기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방사
선과 형광체의 상호작용이 막표면 가까이에서 일어날 경우는 계수기인 광전자증배
기에 계수될 확률이 증가하나 함침막의 기공을 통해 측정막 내부로 확산되어 막
내부에서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빛은 섬광소멸효과(quenching effect)로 인하
여 광전자증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이는 측정효율의 감소를 초
래한다.
본 과제에서는 자동시료채취기에 적용 가능하며, 표면오염도 시료채취 및 저에너
지 베타선 방출핵종에 대한 방사선 검출 능력이 있는 기능성의 복합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고분자 막에 무기섬광체를 함침시킨 무기섬광 함침막을 개발하였다. 폴
리설폰에 무기섬광체가 함침된 표면오염도 측정막을 제조함에 있어, 기존의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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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고분자막의 단점을 보완하고, 방사능 자동측정 장치에 적용될 수 있는 특
성을 지니는 이중구조 고분자막을 제조하였고, 이를 위해 비흡습성 및 저비점의
용매를 포함하는 폴리설폰 용액을 제막하고 이로부터 용매 증발을 통해 폴리설폰
의 유리화에 의해 형성된 1차 고분자 지지체를 만들고, 이에 2차 제막용액을 도포
하고 이를 용액의 상분리 현상 또는 유리화에 의해 고형화된 막을 제조하고 이들
의 형상 및 방사성 핵종의 탐지 특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시료채취용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방법 도출
고분자 막 제조를 위한 고분자 구조재로 polysulfone을 선정하였고, 방사선 검출
을 위하여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섬광이 발생하는 무기섬광체인 CAYS
(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를 선정하였다. 폴리설폰 고분자는 무기섬광체
의 함침을 위한 제조 방법의 안정성 및 실제 적용에 요구되는 재질의 특성에 적합
함을 확인하였으며, 제막인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반전 fluor 함침막의 제조 방
법 도출 및 비다공성막의 표면개질을 통해 새로운 기능성막의 제조 방법을 도출함
으로써, 용도에 부합하는 물성을 지니는 시료채취 용지를 개발하였다.

(3) 단일구조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 및 성능 평가
(가) 단일구조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 방법
단일구조 함침막의 경우는 메틸렌클로라이드(MC) 80 g과 폴리설폰(PSF) 25 g의
균일한 혼합 용액에 무기섬광체인 CAYS (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 5 g
을 분산시킨 제막 용액을 만들고, Doctor Blade (Sheen applicator, England)를 이
용하여 유리판 위에 300 μm의 이격 두께로 제막하여 용액 필름이 형성되도록 하
였다. 용액 필름은 물 또는 메탄올의 비용매에 침지시켜 고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비용매 욕조에 침지되어 고형화한 막은 24시간 경과 후 대기로 옮겨져 비
용매가 증발되도록 하였다.

(나) 단일구조 무기섬광 함침막 형상 분석
제조한 무기섬광 함침막의 형상은 전자주사현미경 (SEM, Hitachi S-800)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샘플들은 액체질소를 사용한 심냉 조건 아래에서 준비하였고, 대
기 중에서 건조하였다. 모든 시편들은 촬영 전에 금-팔라디움 (6:4) 합금을 도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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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0은 침지용 비용매로서 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함침막의 단면(a)과 표면
(b)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함침막의 내부에 CAYS 입자들이 폴리설폰에 둘러싸
여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용액 상태의 고분자 용액이 용매-비
용매의 상호교환에 의하여 고형화하는 과정에서 막의 형상은 막 내부에 다공성 구
조의 비대칭형 구조를 포함하여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a)

(b)

Fig. 3.4.20. 물에 침지한 단일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단면(a) 및 표면(b) SEM 사진

마찬가지로, Fig. 3.4.21은 메탄올 욕조에 침지하여 제조한 함침막의 형상을 나
타낸 것이데, 물에 침지하여 제조한 함침막과 유사한 형태의 단면(a)과 표면(b)의
형상을 볼 수 있다. Fig. 3.4.20과 3.4.21에서 고형화 과정에서 비용매인 물 또는 메
탄올과 접촉한 표면 영역은 상대적으로 조밀한 형상을 나타낸다. 함침막의 내부영
역은 손가락 형태의 큰 기공을 지니는데, 이는 일반적인 상전환 공정에서 나타나
는 전형적인 비대칭형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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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4.21. 메탄올 욕조에서 침지한 단일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단면(a) 및
표면(b) SEM 사진

물 욕조 침지하여 제조한 함침막의 경우(Fig. 3.4.20 (a))가 메탄올에 침지하여 제
조한 막(Fig. 3.4.21 (a))보다 내부 영역에서 연속적이고 상대적으로 큰 기공 형태
를 보여준다. 또한 표면영역에서는 물 보다는 메탄올에 침지하여 제조한 막이 상
대적으로 두터운 형상을 보인다. 물과 메탄올 욕조에서 침지하여 제조한 함침막
모두 막 전체적으로 무기섬광체인 CAYS가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다) 단일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방사선 검출 성능 평가
방사선과 무기섬광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방출된 광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3.4.22에

보인

것과

같은

PMT(광전자증배관,

Hamamatsu

Photonics

K.K.,

R329-02)를 이용한 측정장치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PMT는 함침막에서 발생된
섬광을 전기적인 신호로 바꾸는 장치로서 외부의 빛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PMT에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외부의 빛이 입사하면 한꺼번에 광전자로 전환되
는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료
교환 시 외부에서 빛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Fig. 3.4.22에서 시료교환 창구
가 닫친 상태에서만 계측 창구를 열도록 하였다. PMT 출력 펄스는 증폭을 거쳐
계수기에서 계수된다.

- 256 -

600 mm

Sample holder

Door for
sample changing.

300 mm

Door for measuring

Photomultiplier tube
Electronics
Fig. 3.4.22. 무기섬광 함침막 측정장치

제조한 무기섬광 함침막의 방사선학적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수 베타선
방출핵종인

14

C를 이용하였다. 방사성 핵종인

14

C는 베타선의 최대에너지가 156.6

keV인 순수 베타선 방출핵종으로서 반감기는 5730년이며, 붕괴도식은 Fig. 3.4.23
과 같다. 준비한

14

C 방사선원에 이소프로판올로 희석하여 방사성 용액을 제조하였

다. 서로 다른 공정에 따라 제조한 무기섬광 함침막에 방사성 선원 30 μL(70 Bq)
를 도포하였다. 방사성 용액을 도포한 함침막은 실온에서 하루 동안 건조시킨 후,
제작한 계수기로 측정하였다. 측정이 끝난, 동일한 함침막은 실제 도포된 방사성
핵종의 농도를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저준위 알파/베타 계수기(LB, Canberra,
S5XLB)로 계수하였다. 실제 제작된 무기섬광 함침막은 사각 형태이나 기존의 스
메어 매질로 이용되는 여과지와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 전에 직경 2“의 원형으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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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3. 저에너지 베타선 방출핵종인 C-14의 붕괴도식

(라) 단일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제조조건에 따른 성능 비교
고형화 조건을 달리하면서 제조한 단일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에 동일한 양의

14

C

방사성 용액을 도포하여 건조한 뒤 발생된 섬광을 PMT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를 Fig. 3.4.24에 (■)로 나타내었다. 물에 침지하여 제조한 함침막이 메탄올에 침
지하여 제조한 함침막보다 좀더 우수한 방사선 검출 능력을 보였다.
또한, 도포한

14

C의 방사선 양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측정방법인 LB를 이용

하여 베타선을 직접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Fig. 3.4.24에 (□)로 나타내었다. 메탄
올에 침지한 함침막이 물에 침지한 막보다 많은 방사성 핵종이 도포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물에서 고형화한 함침막의 연속적이고 큰 기공으로 인하여 방사성
핵종이 함침막을 투과하여 외부로 손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258 -

CPM

100

50

0
single/water

single/methanol

Fig. 3.4.24. PMT(■)와 LB(□)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 침지 및 메탄올 침지
단일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방사선 계수율

(4)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 및 성능 평가
단일구조 함침막은 막 전체에 걸쳐 다공성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조적으
로 약한 단점을 가진다. 이것은 실제 현장에서 표면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무기섬
광 함침막을 이용하여 오염된 표면을 문지를 때에 찢어질 수 있으며, 또한 방사선
과의 반응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기섬광체인 CAYS를 다량으로 첨가할 경우 함침
막이 부서지는 단점이 있다[6].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지체로서의 역할
을 담당할 1차 지지막을 제조하고, 그 위에 CAYS가 함유된 용액을 도포하여 2차
로 제막함으로써 이중구조의 함침막을 제조하였다.

(가)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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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된 막은 두 차례의 제막 과정과 고형화 과정을 거쳐 제
조하였다. 지지용 1차막의 제조를 위해, 메틸렌클로라이드 80 g과 폴리설폰 25 g을
혼합한 투명한 1차 제막용액을 만들고, Doctor Blade를 이용하여 유리판 위에 300
μm의 이격 두께로 제막하여 용액 필름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를 30 ℃ 진공오븐
에서 48 시간 증발 건조시켰을 때, 투명한 상태의 폴리설폰 필름은 유리판 위에
고착된 상태를 유지하였다. Fig. 3.4.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 제막에서 얻어진
폴리설폰 필름 위에,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 또는 메틸렌클로라이드(MC) 20 g
과 폴리설폰 4.5 g으로 이루어진 균일한 용액에 CAYS 5g을 분산시킨 2차 제막용
용액을 만들고 유리판과 200 μm 이격 두께로 도포함으로써, CAYS를 포함하는 용
액이 1차 고형화 필름 위에 덮여지도록 제막하였다. 1차 지지용 폴리설폰 고형화
필름과 CAYS를 포함하는 2차 용액 필름으로 이루어진, 2중 구조를 지니는 용액
필름은 물 또는 메탄올의 비용매에 침지시키거나, 용매의 증발을 통해 용액필름의
최종 고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비용매 욕조에 침지되어 고형화한 막은 24시
간 경과 후 대기로 옮겨져 비용매가 증발되도록 하였다. 즉, Fig. 4.3.26에서와 같
이 제조한 함침막은 1차막과 확연히 구분되는 이중구조의 형상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매와 고분자로 이루어진 1차 제막용액으로부터 고형화된 폴리설폰 필름은 균
일하고 치밀한 구조를 나타내는 용액 상태의 투명함을 지니고 있으며, 이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유리판 위에 도포하였을 때, 고형화된 필름은 유리판 위에 고착되
어 평균 45 μm의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였다. CAYS가 분산된 2차 제막용액은 고
형화된 폴리설폰 투명 필름 위에 유리판으로부터 200 μm, 즉 고형화된 필름으로부
터 155 μm, 이격 두께로 도포되었으나, 이격 두께를 낮출 경우 2차 제막용액이 1
차 필름 위에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는 호환성 결여 현상을 보여주었다. 또한, 디메
틸포름아마이드를 2차 용액의 용매로 하여 제막하고 대기에 방치하였을 경우, 막
표면에서 일어나는 액체-액체 상분리 과정에서 CAYS 입자들이 막으로부터 유리
되어 효율적인 고분자 함침막을 얻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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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5.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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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26.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고형화 방법에 따른 형상 변화

(나)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제조조건 및 형상 분석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고형화 방법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Table
3.4.1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제조하였다.
제조한 무기섬광 함침막의 형상은 전자주사현미경(SEM, Philips XL30W)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샘플들은 액체질소를 사용한 심냉 조건 아래에서 준비하였고, 대
기 상태에서 건조하였다. 모든 시편들은 촬영 전에 금-팔라디움 (6:4) 합금을 도포
하였다. 물과 메탄올 욕조에서 침지하여 고형화한 2차막의 단면 형상(Fig. 3.4.27
(a) 그리고 Fig. 3.4.28 (a))은 단일구조 함침막과 동일한 기공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용매 증발을 통하여 고형화한 2차막(Fig. 3.4.29 (a))의 경우는 손가락 형태
의 기공이 아닌 스폰지 형태의 기공을 볼 수 있다. 또한 표면의 형상에서 물 침지
(Fig. 3.4.27 (b))와 메탄올 침지(Fig. 3.4.28 (b))의 경우는 무기 섬광체인 CAYS가
폴리설폰에 완전히 둘러쌓여 표면에 노출되지 않으나, 용매 증발을 통하여 고형화
(Fig. 3.4.29 (b))한 경우에는 표면에 CAYS 입자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용매 증발을 통하여 고형한 막은 막 표면에서 일어나는 액체-액체 상분리 과
정에서 CAYS 입자들이 막으로부터 유리되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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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침지 조건
구조

이중구조

1차 제막용액

2차 제막용액

침지 방법

PSF/MC

PSF/DMF/CAYS

물 침지

PSF/MC

PSF/DMF/CAYS

메탄올 침지

PSF/MC

PSF/DMF/CAYS

용매 증발

Fig. 3.4.27 ～ 29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2차 제막용액에서 디메틸포름아마이
드(DMF)를 용매로 사용하였을 경우, 2차 용액으로부터 생성된 CAYS 함침막 구
조는 1차 지지체 구조로부터 확연히 구분되는 형상을 보여준다. 즉, 치밀한 구조를
보여주는 지지체 부분과 다공성 구조의 비대칭형 구조를 포함하는 지역으로 나누
어진다. 2차 제막을 통해서 이루어진 CAYS 함침 지역은 침지용 비용매를 접했던
표면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밀집된 형상을 보여주고, 밀집 지역의 바로 밑에는 손
가락 형태의 큰 기공을 지니는 일반적인 상전환 공정의 고분자 막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비대칭형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메타놀에 침지되어 제조된 막은 물 침
지 욕조에서 제조된 막보다 상대적으로 두터운 표면 지역과 표면 아래 부분에서
발달된 큰 형태의 기공을 보여주며, 기공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게 존재하는 것이
보인다. 한편, 물에 침지되어 제조된 막은 상대적으로 밀집된 표면으로부터 아래쪽
으로 점차적으로 막의 기공이 확대되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비용매 침지
에 의해 고형화된 함침막들은 곳곳에 CAYS 입자들이 고분자 구조 내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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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4.27. 물 욕조에 침지하여 제조한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단면(a) 및
표면(b)의 SEM 사진

(a)

(b)

Fig. 3.4.28. 메탄올 욕조에 침지하여 제조한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단면(a) 및
표면(b)의 SEM 사진

(a)

(b)

Fig. 3.4.29. 용매 증발을 통하여 제조한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단면(a) 및
표면(b)의 SE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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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고분자막의 구조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두 구조 사이의 연결 부
분에 상대적으로 균일한 스폰지 형태의 둥근 구조의 기공을 포함하는 부분이,
CAYS 함침 지역과 치밀한 폴리설폰 지지층 사이에, 존재함이 보여진다. 이러한
고립된 스폰지 형태의 구조에서 보여지는, 둥근 형태의 기공은 열역학적 평형에
가까운 조건에서 비용매의 핵형성에 의해 형성되어 진다.
따라서, 이러한 연결 부분의 구조적 특성은 2차 제막용액에 존재하는 디메틸포름
아마이드가 제막 후 1차 고형화 필름의 접촉 부분에서 폴리설폰 필름에 침투하여
고농도의 폴리설폰 용액이 형성되고, 이 고농도 지역은 2차 제막필름의 표면으로
부터 필름 내부로 확산하여 도달된 침지용 비용매, 물 또는 메타놀에 의해 비교적
열역학적 평형에서 상분리가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한편, 이러한 구조는 1차 구조
와 2차 구조가 연결 부분에서 완전히 혼합되어 서로 완전히 결합되었음을 확인시
켜 준다.

(다)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 성능 평가
단일구조 함침막과 동일하게 이중구조의 함침막에 베타선 방출핵종인

14

C 방사성

용액을 도포하여 방사능 탐지 능력을 평가하였다. 측정결과는 Fig. 3.4.30에 나타내
었는데, 개발된 계측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단일구조 함침막에서와 같
이 물에 침지하여 고형화한 폴리설폰 막이 방사선 탐지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용매 증발을 통하여 고형화한 막의 경우는 앞의 형상 분석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무기섬광체인 CAYS의 유리화에 의하여 광전환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물 욕조 침지하여 제조한 함침막의 경우가 다른 고형화 방법에 의하여 제조한
함침막 보다 높은 계수율을 보였는데 이것은 함침막 내부의 기공 형태가 연속적이
고 상대적으로 큰 기공 뿐만 아니라, 표면 영역이 상대적으로 얇은 형상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방사선과 무기섬광체인 CAYS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섬광이 PMT에 도달하기 까지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를 거치기 때
문이다. 용매 증발을 통하여 고형화한 함침막의 계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2차 막의 고형화 과정에서 CAYS 입자의 유리화뿐만 아니라 내부 영역의 기공이
스폰지 형태로서 막 내부에서 생성된 섬광이 PMT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다른
막들보다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므로 섬광소멸 현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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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0. PMT(■)와 LB(□)를 이용하여 측정한 물 침지, 메탄올 침지 그리고
용매증발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방사선 계수율

LB를 이용하여 측정한 계수율을 Fig. 3.4.30에 (□)로 나타내었다. Fig. 3.4.30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도포한 방사능의 계수치는 모든 함침막에서 오차범위 이내이
다. 단일막의 경우는 물에 침지하여 고형화한 막의 경우 방사성 용액의 손실 가능
성이 있었으나, 이중막의 경우는 치밀한 구조의 1차 지지막으로 인하여 방사성 용
액의 손실 없이 함침막 내부에 포집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지지체 역할을 하는 1
차막은 함침막 전체의 기계적인 구조적인 안정성과 방사성 핵종의 포집 능력을 향
상시킨다.
앞에서 언급한 단일구조와 이중구조 함침막의 계수율을 비교해 보면, 단일구조
함침막의 계수율이 더 높은데 이것은 막의 두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단일막
의 경우는 CAYS가 함침된 막의 두께는 약 50 μm이고, 이중막은 약 40 μ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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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방사선과 상호작용하는 CAYS의 양과 관련된 것으로 막의 제조 시 CAYS의
양을 늘리고 2차 막의 두께를 증가시킴으로써 방사능 측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
다.
다른 방사성 핵종에 대한 함침막의 검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일
3
반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H과

137

Cs에 대하여 방사선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

다. Table 3.4.2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3H과
방사선 검출 능력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137

Cs에 대하여도 무기섬광 함침막의

14

C를 이용한 방사능 평가에서와 마찬가지

로 물에 침지하여 제조한 함침막이 상대적으로 방사선 검출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제조된 무기섬광 함침막은 순수 베타선 방출핵종인 3H와
아니라 감마선 방출핵종인

137

14

C뿐만

Cs에 대하여 표면오염 측정용 소재로서 이용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Table 3.4.2. 물 침지와 메탄올 침지 함침막의 3H 및

137

Cs 핵종 검출 성능 시험

계수율 (cpm)
방사성 핵종

고형화 방법
물 침지

3

H

137

Cs

메탄올 침지

6.5 ± 1.1

5.6 ± 0.5

121.0 ± 3.3

98.5 ± 4.4

무기섬광 함침막은 방사선을 직접 측정하여 표면오염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
라 무기섬광 함침막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함침막 내부에서 방사선과 무기
섬광체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을 측정하여 표면오염도를 측정한다. 그
렇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표면오염 대상 표면의 문지를 경우 스메어 매체가 더
러워져 생성된 섬광이 PMT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여 측정효율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시료 채취면과 측정 방향에 따른 계수율의 차이를 조사하기 위하
여 Fig. 3.4.31과 같이, 시료채취 면인 2차구조 함침막에 방사성 용액 C-14을 도포
한 후, 오염된 면과 반대측 면에 대해 측정한 계수율은 각각 127.9 ± 1.6 cpm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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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대면을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는 112.6 ± 3.6 cpm으로서 후면을 측정하는 경
우 13% 정도 낮은 계수율을 보임으로써 후면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하였
다.

2차면 측정

1차면 측정

PMT

PMT

섬광

섬광

2 차막
1 차막

1 차막

오염물

1278.6 ± 15.82

2 차막

1126.2 ± 36.40

Fig. 3.4.31.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시료채취면에 따른 계수율 비교

한편, 측정막의 방사성 핵종 탐지 특성에서 계수효율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막의 표면 지역에 형광체의 농도가 낮을수록, 또한 반응제를
감싸고 있는 고분자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형광체와 막에 부착된 방사성 핵종과의
상호작용은 떨어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섬광소멸효과에 의한 것으로, 형광체와 방
사성 핵종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형광이 측정기인 광전자증배관에 도달하기
위해 지나쳐야 할 경로가 복잡할 경우, 이 또한 전반적인 측정효율의 저하로 나타
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매체의 형상에 의해 크게 좌우되며, 측정막 내부에 형성
된 기공의 형상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효율 저감 요소들은 방사성 핵종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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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계수치의 저하 요인이 된다. 따라서, 디메틸포름아마이드 용액을 메타놀
에 침지시킨 막의 계수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표면층 부분의 측정값이 다른
세 가지 막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가정할 때, 막 내부에 침투한 방사성 핵종이
반응 후 섬광소멸효과가 물에 침지되어 생성된 막 보다 적은 것에 기인한다고 분
석될 수 있다.
단일구조 함침막과 비교해 많은 장점을 지니는, 이중 구조로 제조된 함침막의 구
조 및 탐지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안정성의 증대를 들
수 있다. 기존의 단일 구조의 막들은 막 전체에 다공성을 지녀 막의 기계적 물성
이 저하되거나, 과량의 첨가제인 CAYS에 의해 막이 부서지는 단점을 지녔다. 이
에 비해, 이중 구조의 막의 경우 지지체로 작용하는 1차 치밀 구조의 고분자 층이
약한 기계적 물성을 지니는 CAYS 함침층을 지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함침막의
기계적 안정성을 증대시킨다. 둘째, 1차 제막으로부터의 지지체 고분자층은 막의
안정도와 함께 탐지 효율의 증대를 주게 된다. 밀집 구조의 고분자 지지체층은 투
여된 방사성핵종이 침투할 수 없게 되므로, 방사성핵종과 CAYS와의 반응은 함침
막의 2차 제막으로부터 형성된 구조에서만 진행되므로, 반응 후 섬광 생성부분으
로부터 측정기로의 경로를 줄임으로써, 섬광 소멸효과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셋째, 제품의 안정성 및 비용 절감 효과를 들 수 있다. 동일한 조성의 CAYS 제막
용액을 도포하였을 때, 2중 구조의 막은 단일 구조를 지니는 막에 비해 현저히 얇
은 두께가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CAYS의 사용을 줄여 제조비용의
절감효과를 이룰 수 있다.

(라) 표면오염 시료채취 전이율 평가
표면오염 측정의 전이율은 제거성 오염을 평가하기 위하여 smear법을 실시하였
을 때, 대상면적의 전체 제거성 오염중 여과지로 옮겨진 방사능을 나타내고, 전이
율 F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F=

Smear paper 로 옮겨진 방사능
총 제거성 방사능

간접법에 의한 오염대상 물체의 표면으로부터 여과지로의 전이율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여과지는 오염물질의 0 ～ 100 %까지 시료를 채취할 수 있으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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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10 ～ 20 %의 전이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전이율은 시료채취시 표면에 가하는 힘, smear paper의 재질과 상태, 그리고 오
염 물질의 물리․화학적 성질 등에 의존하므로 실험적으로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
다. 통상적인 표면오염 감시는 신속하고 간편하게 표면오염도 정도를 추정하는 것
이 목적이므로 전이율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표면오염의 재질이나 상태에 따라
Table 3.4.3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이용한다. 침투성 및 비침투성의 구분을 설정하
지 않을 때에는 전이율을 0.1로 할 수 있다[3].

Table 3.4.3. 측정 대상 표면에 따른 전이율
표면 상태

비침투성

침투성

표면 재질

전이율(%)

염화비닐판, 유리, 스테인리스 스틸, 비닐시트,
표면처리한 콘크리트
목재, 무처리 콘크리트

50

5

간접법을 이용한 표면오염도 시료채취용 소재로서의 전이율을 평가하였다. 기존
의 표면오염도 측정법에 이용되는 스메어 매질인 여과지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
기섬광 함침막을 이용하여 코팅된 철판 위에 동일한 농도의 방사성 용액

14

C를 도

포하여 건조한 후, 각각의 스메어 매질을 이용하여 전이율을 평가하였다. 여과지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전이율은 약 85%였으며, 무기섬광 함침막을 이용한 전이율
은 약 89%였다. 기존의 스메어 매질과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기섬광 함침막의 전
이율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마) 무기섬광 함침막의 광학적 특성 평가
무기섬광 함침막의 섬광체로서의 광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가시광선에 대
한 투과도를 측정하였다. 함침막의 투과율은 Thermo Spectronic 사의 Spectro
Photometer (Genesys 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300에서 800 nm 파장 영역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Fig. 3.4.32에서와 같이 무기섬광체인 CAYS의 발광 파장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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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400 ～ 450 nm 영역에서 85% 정도의 투과율을 보였다.

100

발광파장 영역

투과율 (%)

80

60

40

20

0
300

400

500

600

700

800

파장 (nm)

Fig. 3.4.32. 무기섬광 함침막의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투과도

(바) 무기섬광 함침막의 기계적 강도 측정
무기섬광 함침막은 시료채취 용지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표면오염 측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오염된 표면을 문질러서 시료를 채취한다. 이 때 표면 오염 시료
를 채취하기 위해서 함침막은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요구되며, 기계적인 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LLoyd사의 LR-30K 인장강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인장강도를 측
정하였다. 길이 40 mm와 폭 10 mm로 절단하여 함침막을 준비하였고, 연신속도는
12.5 mm/min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3.4.4.에 나타내었으며, 인장강도
Tb와 연신율 Eb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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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b=

Load of break ( N)
Crosssectional area of the sample ( mm 2 )

E

b

=

L-L
L0

0

× 100

Table 3.4.4. 단일 및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인장강도 비교
구 조

단

고형화
방법
인장강도
2

(N/mm )

물 침지

4.31

일

구

조

이

메탄올

이소프로

침지

판올 침지

5.02

9.76

물 침지

24.61

중

구

조

비고

메탄올

이소프로

Smear

침지

판올 침지

paper

23.81

22.57

23.57

위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표면오염 측정용 매질인
2
스메어 용지인 여과지의 경우 인장강도는 23.57 N/mm 이었고, 본 연구에서 제조한
2
무기섬광 함침막의 인장강도는 24.61 N/mm 으로서 기존의 스메어 매질과 유사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표면오염 시료채취 및 측정용 고분자 신소재의 제조조건 규격화
표면오염 시료채취 및 측정용 복합소재인 무기섬광 함침막의 최종 시제품 제작
을 위하여, 기존에 도출한 제조 조건을 바탕으로 함침막의 두께, 무기섬광체인
CAYS의 첨가량, 그리고 고분자 구조재인 polysulfone의 양을 조절하면서 제조 인
자에 따른 무기섬광 함침막의 성능을 평가를 수행하여 제조조건 규격화를 통하여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가)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용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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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를 용매로 이용하여 제조한 다공성 함침막은 방사선과
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의 소멸효과(quenching effect) 때문에 방사성
검출 효율이 낮으므로, 실제 표면오염도 측정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
고 있다[11].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용매로서 비흡습성의 MC를 이용하여
함침막을 제조하였다.

2차막
(PSF/MC/CAYS)

1차막
(PSF/MC)

Fig. 3.4.33. 용매 MC를 이용하여 제조한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단면 SEM
사진

Fig. 3.4.33에서와 같이 MC를 용매로 하여 제조된 막은 CAYS가 함침된 지역과
고분자 밀집 지역의 두 지역으로 분류되나, 이전의 DMF를 사용하여 제조한 다공
성의 막들 보다 밀집된 구조를 보여준다. 용매증발을 통해 CAYS 제막용액을 고형
화할 경우, MC의 비흡습성 및 낮은 비점을 고려할 때, 대기에 방치된 제막 용액의
증발과정에서 상전환에 의한 고형화의 가능성은 배제될 수 있으며, 무정형 고분자
인 PSF의 유리화에 의한 응고화만이 가능하게 된다.

(나) 무기섬광 함침막 제조인자별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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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섬광 함침막의 제조조건 규격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조인자를 변화시키면서
방사선 검출 성능을 평가하였다. 함침막의 제조조건은 Table 3.4.5에 나타내었다.
Fig. 3.4.34는 Table 3.4.5의 제조조건에 따라 만든 함침막의 방사선 검출 성능을
비교한 것으로서 측정한 방사선과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을

PMT를 이

용하여 계수한 결과(□)와 LB를 이용하여 직접 방사선을 계수한 결과(■)를 비교
한 것이다.

Table 3.4.5. 이중구조 무기섬광 함침막의 제조조건 규격화를 위한 제조인자
1차막

2차막

시
료
번
호

PSF

MC

두께

PSF

MC

CAYS

두께

(g)

(g)

(㎛)

(g)

(g)

(g)

(㎛)

1

25

80

300

4.5

25

5

200

메탄올 침지

2

25

80

300

4.5

25

5

200

용매증발

3

25

80

150

4.5

25

5

300

〃

4

27.5

80

300

4.5

25

7.5

200

〃

5

27.5

80

300

4.5

25

7.5

300

〃

6

27.5

80

300

4

25

7.5

300

〃

고형화 조건

Fig. 3.4.34에서 시료 1과 2는 2차막을 비용매인 메탄올 욕조에 침지하여 고형화
한 경우와 용매 증발을 통하여 고형화한 경우의 방사선 검출 능력을 비교한 것이
다. 위의 그림에서 무기섬광 함침막의 고형화 조건에 따른 방사선 검출 능력(□)의
차이는 없었다. 이는 용매인 MC의 비흡습성으로 인하여 고형화 조건에 상관없이
유리화에 의한 응고만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형화 조건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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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거의 동일한 형상을 가진다는 것을 SEM 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방사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함침막의 고형화 조건은 처리가 쉬운 용매증발을 통한 고형
화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계수율(CPM)

600

400

200

0
1

2

3

4

5

6

시료번호

Fig. 3.4.34. 무기섬광 함침막의 제조조건별 방사선 계수율 비교

동일한 고형화 조건하(시료 2와 3)에서 1차막과 2차막의 두께 변화에 따른 함침
막의 특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 3과 같이 1차막의 두께를 150 μm로 줄이
고 방사선과 실제 반응이 일어나는 2차막의 두께를 300 μm로 높여서 함침막을 제
조하였다. 그림 4의 측정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시료 3의 경우가 시료 2번의 경우
에 비하여 방사선 검출 능력이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2차막의 두께 증가
로 인하여 방사선 측정 영역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지체 역할을 하는
1차막의 두께 감소로 인하여 함침막의 기계적 성질이 약화되는 단점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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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측정에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CAYS 양에 따른 함침막의 방사선 검출 능력을 비교하였다. 또한, CAYS 양의
증가에 따른 함침막의 기계적 성질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지체 역학인 1차
막의 고분자 소재인 PSF의 양을 증가하여 함침막을 제조하였다(Table 3.4.5의 시
료 2와 4). 이들 제조한 함침막의 방사선 검출 결과는 Fig. 3.4.34의 시료번호 2와
4에 나타내었는데, CAYS 양의 증가에 따른 방사선 계수율이 현저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1차막의 PSF 양을 27.5g, 2차막의 CAYS 양을 7.5 g으로 고정하
고, 방사선 검출 영역인 2차막의 두께를 200에서 300 μm로 증가하여 제조한 함침
막(시료 4와 5)의 경우도 방사선 검출 능력이 현저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실제 방사선 검출 영역의 증가에 따라 방사선과 상호작용하는 함침막의 두께
증가에 따른 반응성의 증가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2차막의 고분자 구조재인 PSF의
양에 따른 함침막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PSF의 양을 4.5 g에서 4.0 g으로 줄이고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함침막을 제조(시료 6)하였다. 방사능 평가 결과
이전의 조건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무기섬광 함침막의 검출 소재로서의 선형성 평가
무기섬광 함침막의 방사선 검출 소재로서의 요구사항인 방사능 농도에 따른 선
형성을 평가하였다. 함침막에 방사능 농도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방사선과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섬광을 PMT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Fig. 3.4.35에 나타
내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방사능 농도를 10에서 100 μL까지 증가시
키면서 계수한 결과는 아주 좋은 선형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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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율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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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35. 방사능 농도 변화에 따른 무기섬광 함침막의 계수율 변화

(6) 무기섬광 함침막 자동측정장비 제작
무기섬광 함침막으로 채취된 대량의 시료를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여 저에너지
베타선 방출핵종에 의한 방사능 표면오염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
측정장비를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무기섬광 함침막은 폴리설폰 고분자막에 무기섬
광체인 CAYS (cerium activated yttrium silicate)를 함침시켜 제조한 것으로서 방
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파장이 400 ㎚ 정도인 푸른빛의 섬광이 발생한다. 이
빛을 광전자증배관을 이용하여 수집하여 그 수를 계수함으로써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자동측정장치는 광전자증배관에 밀착되는 무기섬광 함침막 시료
로부터 섬광을 수집하여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광전자증배관과 이 광전자증배관
에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와 출력신호를 계수하는 계수기를
이용하여 방사성 오염도를 평가함. 이상과 같은 회로구성을 갖는 측정장치는 대량
의 시료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더불어 광전자증배기에 인가된 전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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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연속적인 측정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가) 간접법을 이용한 저에너지 베타핵종 표면오염 측정법
간접법을 이용한 저에너지 베타핵종 표면오염 측정은 크게 시료채취단계와 시료
측정단계로 구분된다. 시료채취단계에서는, 직경 2 인치(inch), 두께 0.1 mm인 시
2
료채취용 여과지를 측정대상 표면에 접촉시킨 상태에서 100 cm 의 표면을 작업자

가 직접 문지르거나 자동화된 시료채취장치를 이용하여 문질러서 시료를 채취하
며, 시료측정단계에서는 채취된 시료를 방사선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섬광을 발생
시키는 유기섬광체가 함유되어 있는 섬광용액(scintillation solution)에 넣어 액체섬
광계수기(liquid scintillation counter)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이상과 같은 액체섬광계수기를 이용한 표면오염도 측정방법은 대량의 시료를 각
각 하나씩 섬광용액에 넣어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노력과 시간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측정에 사용되는 유기 용매인 섬광용액이 2차 폐기물로 발생되어 처
리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측정장비인 액체섬광계수기는 외
부의 고에너지 백그라운드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한 두꺼운 납차폐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장비 자체의 무게가 무거워 이동이 용이하지 않으며, 시료채취
현장에서 표면오염도를 측정할 용도로는 그 사용이 부적합하고, 가격 역시 고가임
에 따라 폭넓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무기형광 함침막을 사용하여 채취한 시료는 실험실에서 광전자증배관을
이용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
한 시료의 측정은, 광전자증배관이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외부의 빛이 입사하면
한꺼번에 광전자로 전환되는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자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
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에 따라, 하나의 시료를 측정하고, 다음 시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광전자증배관에 인가된 높은 전압(약 700V 정도)을 차단한 후 시료를 교
체하고, 다시 광전자증배관에 전압을 인가해야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므로, 대량의 시료를 측정하기에는 역부족인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
다.

(나) 표면오염 자동측장장치 설계 및 제작
표면오염 자동측정장치는 방사선관리구역의 대상 표면에서 무기형광 함침막으로
채취한 시료를 계수하여 저에너지 베타선 방출핵종에 의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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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장치이다. Fig. 3.4.36은 자동시료교환 장치의 나타낸 개략도이고, Fig.
3.4.37은 신호측정용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광전자증배관
회전축
시료 홀더

시료이송테이블
시료 홀더

가이드 슬롯

지지 프레임

Fig. 3.4.36. 무기섬광 함침막 자동측정장치 개념도

자동측정장치는 Fig. 3.4.3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자체의 수광부에 밀착되는 무기
형광 함침막 시료로부터 섬광을 수광하여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광전자증배관과
이 광전자증배관에서 출력되는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는 증폭기와 증폭기의 출력신
호를 계수하는 계수기로 구성된다.
증폭기는 방사선 신호를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정형하고 계수기에서
측정 가능한 신호로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계수기는 증폭기에서 증폭된
입력신호를 계수하여 베타선 방출핵종에 의한 오염도를 양적으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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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회로구성을 갖는 방사능 오염도 측정장치는 측정수요가 많을 경우
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다수의 시료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더불어 광전자증배기에 인가된 전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연속적인 측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진다.

무기섬광 함침막

광전자증배관

전치 증폭기

증폭기

계수기

Fig. 3.4.37. 무기섬광 함침막 자동측정장치 회로도

(7) 고분자 필름의 표면개질을 통한 표면오염 시료채취용지 개발
(가) 표면오염 시료채취용지 개발 개요
표면오염 시료채취 매질로는 필터 페이퍼와 유리 섬유필터가 널리 이용되고 있
으며 필터 페이터가 더욱 일반적이다. 필터 페이퍼는 비용의 저렴함과 함께 매질
의 표면 거칠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매질에 비해 우수한 특성을 지님으로써
오염 현장에서 선호되고 있으나, 수분 또는 용매의 흡수 시 기계적 물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매질의 전반에 걸친 다공성 성질에 의해 채취 과정에서 채취자 또는 채
취기기에 2차적인 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전체적인 오염물의 증대를 야기하는 단점
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매질의 특성 개선을 위해 섬광제와 같은 물질을 부착시키
거나 함침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용해성 및 물리화학적 반응에 있어 취약한 물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필터 페이퍼의 다공성 구조 조직은 매질의 치밀도를 현저히 저하시킴으로
써 진공을 통해 매질의 탈부착이 요구되는 자동 채취 방사능측정기기에 적용시키
기에 아주 부적합한 물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필터 페이퍼의 다공성 구
조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필터페이퍼와 비슷한 채취 효과를 지니는 매질의

필요

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일반적인 고밀도 고분자 필름은 내약품성, 내수성, 내용매성 등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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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오염물의 채취 및 높은 기계적 물성이 요구되는 곳에서
적용될 수 있으나, 표면에서의 거칠기 조절이 용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다공성이
거나 고밀도의 매끈한 형상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으로 오염 현장에서 적용 시 채
취 효율이 현저히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기계적 및 화학적 우
수한 물성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의 채취를 위한 매질로 고분자 필름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분자 필름표면의 개질은 화학적 및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중 비교적 간단한 용매처리에 의해 표면의 개질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표면의
개질은 표면에서의 소수성 흡착을 방지하기 위한 표면거칠기의 감소에 대한 연구
가 주로 진행되어 왔으며, 표면거칠기의 증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
었다. 그러나 오염지역에서 오염물의 채취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매질 표면
에서의 거칠기와 표면에 한정된 다공성 형상의 증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방사능 오염물에 의해 오염된 지역에서 오염물을 채취할 수 있는 매질을 제조함
에 있어, 내용매성 및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채취 매질로서 기계적 물성을 지니고
있는 폴리설폰을 선택하여 고밀도 필름을 만들고 이를 채취 실험에 적용하였으나,
표면 거칠기의 균일함에 의해 채취매질로서 적합한 특성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고
밀도 폴리설폰 필름의 낮은 채취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용매처리를 통한 표면개질
방법을 사용하여 시료채취용지의 개질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 고분자 막 제조 및 표면개질 방법
오염물 채취를 위한 고밀도 폴리설폰 필름의 제조를 위해 메틸렌클로라이드
(MC) 80 g과 폴리설폰 (PSF) 25g을 혼합한 투명한 제막용액을 만들고, Doctor
Blade (Sheen applicator, England)를 이용하여 유리판 위에 150 - 300 μm의 이격
두께로 제막하여 용액 필름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를 30 ℃ 진공오븐에서 48 시
간 증발 건조시켜 투명한 폴리설폰 필름이 제조하였다. 유리판에서 떼어내진 필름
은 1초간 디메틸포름아마이드(DMF) 용매에 침지시킨 후 곧바로 비용매인 물, 이
소프로파놀 또는 아세톤을 포함하는 욕조에 집어넣어 침지시켰다. 24시간 후 필름
은 비용매 욕조로부터 꺼내어져 대기에서 건조시켰다. 제조조건 및 표면 개질 후
의 표면구조는 Table 3.4.6에 나타내었다.
메틸렌클로라이드, 디메틸포름아마이드, 이소프로파놀, 아세톤과 폴리설폰(Mn
22,000)은 Aldrich로부터 구입하였으며 별도의 정제과정 없이 사용하였다. 침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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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매로 사용되는 물은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Table 3.4.6. 표면개질을 통한 제조조건 및 표면 구조
시편 1차 제막용액

용매처리용액

응고화방법

필름구조

1

PSF/MC

디메틸포름아마이드

물침지

표면거칠기 (고)

2

PSF/MC

디메틸포름아마이드

이소프로파놀침지

표면거칠기 (고)

3

PSF/MC

디메틸포름아마이드

아세톤침지

표면거칠기 (저)

(다) 표면개질 고분자막 형상 분석 및 성능 평가
메틸렌클로라이드와 폴리설폰으로 이루어진 제막용액으로부터 용매의 증발에 의
해 고형화된 고분자 필름은 유리판 위에 고착되어 평균 60 ± 5 μm의 균일한 두께
를 유지하였으며, Fig. 3.4.38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균일하고 치밀한 구조를 나
타내며 표면거칠기가 거의 없는 매끈한 형상과 함께, 용액 상태의 투명함을 지니
고 있다.

Fig. 3.4.38. 표면개질하지 않은 고분자 필름의 표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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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필름을 유리판으로부터 떼어내어 디메틸포름아마이드에 침지시킨 후 비
용매에 담가 표면개질시켰을 때, Fig. 3.4.39에서 보듯이, 침지용 비용매로 물 또는
이소프로파놀을 사용하는 경우, 개질된 폴리설폰 필름의 표면은 최외각 지역에 표
면거칠기를 증대시키는 고분자 알갱이 입자들이 엉켜져 산포되어 있음을 보이며,
알갱이 구조의 바로 밑에는 둥근 형태의 기공들이 뚜렷하게 생성되었음을 보인다.
이에 비해, 침지용 비용매로 아세톤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질된 필름은 상대적으로
표면거칠기의 변화가 크지 않으며 필름 내부로 통하는 기공이 거의 형성되지 않았
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 3.4.39. 용매 처리에 의한 표면개질 고분자 막 : 비용매 물(위),
이소프로판올(중간), 아세톤(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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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0. 물(위)과 이소프로판올(아래) 침지한 용매처리 고분자막의 단면

또한, Fig. 3.4.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용매로 물 또는 이소프로파놀을 사용하
였을 경우, 표면에 고분자 입자의 형성과 함께 용액의 액체-액체 상분리에 의해
나타나는 둥근 형태의 기공들이 필름 내부로 성장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알
갱이 구조 및 스폰지와 같은 형상은 비용매와 제막용액의 열역학적 상분리 특성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용매에 침지되었을 때 고분자 필름의 최외각에서 고분자의 용
매로의 확산 및 용매의 필름으로의 침투에 의해 상대적으로 희박용액과 같은 성질
을 지닐 것이며, 필름 내부로 진행함에 따라 용매의 확산은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비용매에 침지되었을 때, 비용매를 직접 접하는 최외각에서는 고분
자의 급격한 고형화로 나타나는 spinodal 형태의 고분자 구조가 형성될 것이며, 필
름 내부로 진행할수록 비용매의 확산은 급격히 저하되어 열역학적 평형에 근접한
상태에서 액체-액체 상분리에 의한 고분자 희박지역의 핵형성이 진행될 것이다.
결국, 표면의 알갱이 구조와 함께 내부의 스폰지 구조는 이러한 열역학적 특성을
잘 나타낸다 할 수 있다. 이러한 필름의 다공성 구조는 용매처리 공정에서의 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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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겉보기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1차로 제조된 고밀도의 고분자 필름은 투명한 상
태의 특성을 보여 주지만, 용매처리를 통해 개질되었을 때 하얀색을 띄게 된다. 이
러한 불투명한 하얀색의 형상은 필름의 양 표면에 형성된 고분자 입자들과 기공에
의해 나타나는 빛의 산란효과에 의한 것이다.
필름 내부로의 기공의 성장에 있어 물에 의해 고형화된 필름과 비교해 이소프로
파놀에

의해 개질된 경우 필름 내부에서 액체-액체 상분리 후 고분자 희박 지역

의 성장에 의해 나타나는 스폰지 구조의 형상이 상대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물에 의해 침지된 경우 표면으로부터 비대칭형의 구조의 형
성과 함께 표면으로부터 내부로의 고형화에 있어 고형화 속도의 차이를 잘 보여주
고 있다.

열역학적으로 폴리설폰과 호환성이 낮은 물 또는 알코올에서 이러한 입

자 및 원형의 기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폴리설폰과 호환성이 좋은
아세톤을 사용 시 이러한 현상은 감소하게 된다.

(라) 표면개질 고분자막의 전이율 평가
표면개질한 고분자막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저에너지 β-선 방출핵종인
14

C를 이용하였다. 준비한

14

C 표준선원에 이소프로판을 첨가하여 방사능 농도가

2.3 Bq/㎕인 표준용액을 제조하였다. 표준용액을 일정한 크기의 강판에 도포시킨
후 24시간이 경과 된 후 강판을 문질러 도포된 방사성 핵종의 전이율을 평가하였
다.
Table 3.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 개질되지 않은 표면거칠기가 거의 없는 폴
리설폰 필름은 기존의 여과지와 비교하였을 때 약 1/2 정도의 낮은 채취 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물을 비용매로 사용하여 표면이 개질된 폴리설폰 필름
은 기존의 필터페이퍼 보다 우수한 채취 효율을 나타내었으며, 이소프로파놀에 침
지되어 개질된 필름은 여과지와 비슷한 채취 효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채취 과정에서 개질된 필름에 형성된 고분자 입자들에 의해 향상된 표면거칠기로
인해 강판에 부착된 방사성핵종을 효율적으로 탈착시키고 기공에 상대적으로 많이
부착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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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7. 시료채취매질의 전이율 비교
Smear 매질

전이율 (%)

여과지

57
물 침지

60

이소프로판올 침지

56

표면개질

표면개질 하지 않음

27

설명한 바와 같이, 고밀도의 고분자필름을 제조하고 이를 용매처리를 통해 개질
시킨 폴리설폰필름은 고분자의 고유성질인 내약품성, 내화학적 안정성과 더불어
치밀한 내부 구조와 다공성의 표면 및 표면거칠기의 향상으로 필름의 채취 효율을
향상시키고, 오염물의 채취 과정에서 야기되는 2차적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
적인 매질로 사용될 수 있다.

라. 방사선 계측장치 설계 및 제작
(1) 적용검출기의 분석 및 계측장치 구성
본 연구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장비와 가장 비슷한 사양으로 캔버라(Canberra)의
저준위 알파/베타 계수기에 대한 검출기를 분석하여 제작하였다. 검출기 부분은 백
그라운드 저감용 guard 검출기와 시료 측정용 main 검출기를 평행으로 배치하여
우주선과 같은 외부 방사선에 의해서 나온 신호를 제거하도록 설계함. 우주선과
같은 외부 방사선은 방사선의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guard 검출기뿐만 아니라
main 검출기에도 동시에 신호가 생성되므로 두개의 검출기에서 동시에 생성된 신
호는 외부 방사선에 의한 신호라고 가정하고 제거함으로써 백그라운드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우주선과 같은 고에너지 외부 백그라운
드를 99% 정도로 줄일 수 있다. 신호처리를 위해서 각각의 검출기에서 나온 신호
를 전치증폭기와 증폭기를 이용하여 출력 펄스를 성형하고 증폭하고, guard 및
main 검출기에 동시 들어온 신호를 제거하기 위해 마이크로프로세스를 이용하는
역동시 회로를 구성하였다. 알파선과 베타선에 의하여 형성된 출력 펄스의 차이를
이용하여 임의의 기준 준위를 설정함으로써 알파선 및 베타선을 분리해서 측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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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알파선과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출기는 비례계수기를 이용하며 guard 검출기와 main 검출기는 모두 아르곤과
메탄이 혼합 기체인 P-10 가스를 사용함. Fig. 3.4.41은 검출기 부분 개략도를 나타
낸 것이다.

Fig. 3.4.41. 검출기 부분 개략도

(2) 신호처리방식 개발
신호처리 장치는 검출기 바이어스를 위한 고전압 발생회로부, 신호 증폭 및 성형
부, 역동시 계수 회로부, 파고선별기부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통신부 등으로 구
성된다. 고전압 발생회로부는 온도나 습도 등 사용환경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동
작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용 DC-DC 변환기를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이를
제어하기 위하여 8 bits DAC(Digital to Analog Converter)로 사용하였으며 펄스
높이에 따른 베타와 알파를 구분하기 위하여 12bits ADC(Analog to Digital
Converter)를 이용하여 파고선별기를 구현하였다. 따라서 펄스 크기에 의한 베타와
알파를 일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베타와 알파 사이에 존재하는 dead-band까
지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역동시 계수회로는 EPLD를 이용하여 구성하였
으며, 역동시 계수시 guard 검출기에 신호가 발생하면 200 nsec의 시간동안 main
검출기가 동작하지 않도록 하여 background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호처리를 위한 보드는 4장으로 구성된다. 고전압 발생회로부, 신호의 증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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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 역동시회로부, 파고선별기부 등 아날로그 보드, 제어 및 신호전송을 위한
32 bits DSP 마이크로세서 회로가 실장된 디지털 보드, 두 보드의 연결을 위한
backplane 보드 등으로 구성된다. 아나로그 보드에는 작동전압이 틀린 두 대의 검
출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보드에 고전압 발생회로부를 장착하였다.
Guard 검출기와 sample 검출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고전압 공급장치가 필요하
다. 검출기에서 나온 전하신호를 전압신호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전하 민감형 전치
증폭기(CSPA: Charge Sensitive Preamplifier)를 이용하였으며, 신호주변의 잡음을
감소시켜 신호 대 잡음비(S/N ratio)를 높여 계측효율 증대시켰다. 전치증폭기에
나온 신호를 증폭 및 정형을 위해서 주증폭기를 이용하였다.

Fig. 3.4.42. 알파신호와 베타신호 분리방법

알파선에 의한 출력 펄스는 높은 출력으로 인하여 검출기의 낮은 전압에서도 측
정이 가능하고 검출기에 인가전압을 부가할 경우, Fig. 3.4.42와 같이 낮은 출력의
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높은 전압영역에서는 알파선에 의
한 신호와 베타선에 의한 출력 신호가 동시에 측정되기 때문에 베타선에 의한 신
호만을 검출하기 위해서는 알파선에 의하여 생성된 신호를 제거하여야 한다. 알파
선과 베타선에 의한 출력 신호를 구분하기 위하여 알파선과 베타선의 출력 펄스의
차이를 이용하여 어떤 기준레벨을 정해놓고 그보다 작은 경우는 베타신호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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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준레벨보다 높은 경우는 알파신호로 측정한다.
그러나 기준레벨의 설정에 관계없이 Fig. 3.4.43과 같이 cross talk이라는 현상이
생긴다. Fig. 3.4.43의 왼쪽을 보면 기준레벨(discriminator)을 한 개로 할 경우 알파
에 의한 베타신호에 기인한 것과 반대로 베타에 의한 알파신호에 기인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런 cross-talk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Fig. 3.4.43의 오른쪽과
같이 기준레벨을 두 개로 하면, cross-talk 현상은 많이 줄일 수 있으나 검출효율
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즉, 기준레벨을 두 개로 설정함으로 인하여 두개의 기준
레벨사이에

들어온

신호는

측정할

수

없는

dead-band가

생긴다.

이러한

dead-band와 cross-talk 사이에는 반비례관계가 있으며, 한 개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는 증가하기 때문에, 정확한 알파선과 베타선을 분리해야 하는 경우는
두개의 기준레벨을 설정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 개의 기준레벨을 설정하여
계측효율을 높일 수 있다.

Fig. 3.4.43. Cross-talk과 dead-band

기준레벨의 설정에 따른 cross talk과 dead band사이의 관계를 Fig. 3.4.44에 정
량적으로 나타내었는데, 기준레벨을 한 개로 했을 경우 전체 7개의 신호 중에서
알파신호로 5개, 베타신호로 2개를 계수된다. 그러나 기준레벨 근처에 있는 신호를
알파신호로 측정했으나 베타신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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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가 있다. 반대로 Fig. 3.4.44의 오른쪽은 두 개의 기준레벨을 이용한 경우인데,
알파선에 의한 신호 3개와

베타선에 의한 신호 2개로 측정된다. 그러나 dead

band에 두 개의 신호가 있기 때문에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측정
효율은 감소하게 되나, 알파선과 베타선의

신호는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

Fig. 3.4.44. Cross-talk과 dead-band 관계

기존의 수동형 시스템을 표면오염도 자동 측정장치에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부
분은 두께가 2인치가 넘는 납 차폐체 때문에 이동 사용이 불가능하다. 즉, 자동 측
정장치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게를 줄이면서 효율과 cross-talk, 백그운드를 해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제작해야 한다. 먼저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외부 납으
로 된 차폐체를 제거하였다. Fig. 3.4.45는 무게를 재설계한 부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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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5. 재설계한 검출기부분 차폐체

(3) 방사선 계측회로의 설계, 제작 및 시험
계측장치의 주요 사양은 파고분포에 따른 알파선과 베타선의 분리, 독립형 완전
통합 시스템, 불감시간 보정회로, 컴퓨터에 의한 고전압 제어, 역동시회로에 의한
백그라운드 제거 회로, 자동측정 및 분석(메모리 저장) 그리고 고속통신(USB)에
의한 실시간 측정이 가능하게 Fig. 3.4.46과 같이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사양
에 의해서 만들어질 주요 제작품은 고전압발생장치, 성형증폭기, 역동시회로,
ratemeter, ADC 보드, DSP보드, 통신 및 제어용 소프트웨어, PC제어 및 분석 소
프트웨어이다.

(가) 설계요건 설정
∙ 전치증폭기 출력으로부터 신호 정형 및 증폭회로 설계
∙ Guard/Main 검출기의 독립적인 펄스파고분석(Pulse Height Analyzer,
PHA)을 위한 시스템 구성
∙ 알파선과 베타선에 의한 각각의 계수율 측정하도록 파고선별기 및 역동시
계측회로 구성.
∙ 2개의 기판에 고전압용 소자를 이용한 고전압전원 제공.
∙ 3개의 전자회로기판으로 구성.
∘ 고전압 발생장치를 포함한 아날로그 회로 : 2 개.
∘ 디지털 신호처리회로 기판 board : 1개.
∙ 자료송수신 장치는 디지털 신호처리회로 기판에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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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측장비 계통도 설계

•GUI program for MCA
•Measurement and analysis

High
Voltage
Power
Supply

Time base
programmable

AntiCoincidence

Shaping
Amplifier

Guard

Peak
Detector

Preamplifier

Peak
Detector

Shaping
Amplifier

Main

Rate meter
(counter)

ADC

ADC

•0 ~ 10V input,
•4 us conversion time

Preamplifier
•Biploar shaping
•1 us time constant

Digital
Signal
Processing

Serial
communication

•32 bit, Floating point DSP
•UART interface
•Utilize 2 ch pulse height analyzer

Fig. 3.4.46. 방사선 계측장비 회로 계통도

(다) 계측장비의 제작
설계된 계측장비의 계통도에 따라 아날로그 전자회로 기판과 디지털 신호처리회
로를 3개의 전자회로기판으로 제작하고 housing에 조합하여 최종 완료하였다. 아
날로그 전자회로 기판은 펄스형성 및 증폭기회로, 펄스파고분석기와 고전압공급회
로를 포함하는 전자회로기판을 Fig. 3.4.47과 같이 2개를 제작하였다.
디지털 신호처리회로 기판은 아날로그-디지털 신호변환기(ADC), 역동시계측회
로, 디지털신호 회로와 자료 송수신 장치를 포함하는 Fig. 3.4.48과 같은 전자회로
기판을 제작하여, 최종적으로 Fig. 3.4.49의 방사선 계측장비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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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47. 제작된 아날로그 전자회로 기판

Fig. 3.4.48. 제작된 디지털 신호처리회로

- 293 -

Fig. 3.4.49. 최종 완성된 방사선계측장비

(라) 계측장치의 동작특성 평가 시험
제작된 방사선계측장비의 동작특성은 일반적으로 방사선 계측분야에 많이 사
용하는 동축형 비례계수기를 이용하여 평가되었다. 동축형 비례계수기는 입사창이
수 mm이기 때문에 베타선원을 이용해서 그 특성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베타선과 에너지가 유사한 Co-60 선원을 이용하여 계측장치의 계통 전체를
평가하였다. Fig. 3.4.50은 자연준위 상태에서에서 측정한 에너지 스펙트럼이며,
Fig. 3.4.51은 Co-60 표준선원을 이용하여 측정한 에너지 스펙트럼이다. Fig. 3.4.50
과 3.4.51로부터 제작한 계측장치는 입사입자의 에너지에 따른 에너지 선형성이 존
재함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제작한 계측장치가 장치가 양호하게 동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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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0. 제작한 계측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한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Fig. 3.4.51. 계측장비의 Co-60 측정 스펙트럼

Fig. 3.4.52는 제작된 방사선 계측장비에 비례검출기 대신 NaI(Tl) 검출기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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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Co-60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을 측정한 스펙트럼이다. 즉, 본 연구에서 제작된
계측장비는 NaI(Tl)과 같은 일반적인 섬광형 검출기에도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제작한 계측장치에 동시 계수기능을 추가하면 두 개의 섬광 검출기를
이용하여 H-3 또는 C-14에서 방출하는 베타선도 측정할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Fig. 3.4.52. NaI 검출기를 이용한 제작된 방사선 계측장비의 Co-60 측정 스펙트럼

마. 방사능 측정/평가 및 장비운영 프로그램 제작 및 장비 개발
(1) 장비의 프로그램 통합
장비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은 시료채취 프로그램과 방사선계측 프로그램을 통합
한 장비운영프로그램의 main 화면은 Fig. 3.4.53과 같이 다음의 기능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시료채취/이송을 위한 제어 프로그램
- 시료채취 시간 설정 기능
- 모터제어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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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계측을 위한 프로그램
- 자료 입출력 프로그램
- 계측제어 프로그램
- 선형증폭기 및 아날로그-디지탈변환기 이득 조정
- 계수시간 설정 기능
- 고전압 설정(～ 3000 VDC)
- 파고분석기의 설정
- 알파와 베타에 대한 각 계수율(counts per second)와 총 계수치(total
counts) 표시
2
- 알파와 베타에 대한 측정된 각 방사능량(Bq/cm ) 표시

- 스펙트럼 표시 기능

Fig. 3.4.53. 장비 운영 프로그램의 main 화면

(2)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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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표면오염 시료채취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된 휴대용 자동 방사성 표면오염 시료채취기로 표면의
smear 시료를 채취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Fig. 3.4.54와 같은 시료를 채취하였다.
Fig. 3.4.55에서와 같이 사람의 손가락으로 채취한 시료는 사람의 손가락 자국에만
시료가 채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Fig. 3.4.54에서와 같이 시료채취기로 채
취한 smear 시료는 표면에 대하여 균일하게 시료가 채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본 실험에서는 사람에 의한 수동적인 시료 채취방법은 시료를 채취하는 사람에
따라 문지르는 횟수, 강도 및 면적이 달라 표면의 오염이

smear paper로 전이되

는 율이 달라져 표면오염도 측정치의 정확도가 저하되고 시료 채취시 마다 측정치
의 오차가 많이 발생하여 측정치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오염도가 높은 곳에서는
오염시료 채취시 사람의 손이 오염될 수 있으며, 원전과 같은 대단위 원자력시설
에는 표면오염검사 지점이 수백개 지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시료를 채취하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설계 제작한 시료채취기로 smear 시료를 채취하면 사람에 의한 시
료채취방법에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균일한 시료채취로 인한 표면
오염도 측정치의 정확도 향상과 일관성를 유지하게 되고, 자동으로 오염시료를 채
취하므로 인체의 방사성오염을 방지하고, 다량의 시료 채취시 시료채취의 효율성
을 증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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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54. 자동 시료채취 장치로 채취한 시료

Fig. 3.4.55. 사람의 손으로 채취한 시료

(나) 방사선 계측장치 시험 및 평가
① 고전압의 변화에 따른 검출기의 Plateau 특성시험
비례계수기의 동작전압을 설정하기 위한 plateau 곡선은 알파선원 Am-241과 베
타선원 Sr-90을 이용하여 plateau 알고리즘에 따른 식을 적용하여 Fig. 3.4.56과 같
이 측정하였다. Fig. 3.4.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타선과 알파선을 동시에 측정하
기 위한 동작전압은 1450 V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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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4.56. (a) 베타선에 의한 plateau 특성곡선과 (b) 알파선에 의한 plateau
특성곡선

② 알파/베타선의 dead-band 영향 시험
방사선 계측장비의 채널은 4096 채널까지 설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
라서 계측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파선과 베타선을 판별하기 위한 채널을 설
정하여야 한다. 측정된 방사선이 알파 또는 베타 counting channel중 어느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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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스펙트럼 분석법을 사용한다. 베타선 채널
의 상측 채널과 알파선의 하측채널 사이에서 하강하는 모든 계수치를 무시하기 위
해 알파선과 베타선 채널 사이에서 설정되었다. 알파선 채널과 베타선 채널 사이
의 영역을 dead-band로 설정되었다. dead-band 영역을 증가시킴으로써 알파선 채
널과 베타선 채널 사이의 cross-talk은 감소되나 이는 계측효율이 나빠지게 된다.
따라서 cross-talk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인자를 최적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베타선에 의한 알파 채널에서의 cross talk이 0.1%이하이고, 알
파선에 의한 베타 채널의 cross-talk이 1%이하가 되도록 채널을 설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3.4.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타선 채널의 상측 채널은 측정
하기 위하여 계측장비를 4096채널로 설정하고 Sr-90 베타선원에 의한 계수치는 약
20,000counts 이상이 되도록 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베타선에 의한 알파선 채널
에서의 cross-talk (spillover)이 0.05%이하인 1610채널을 베타선의 상한채널로 설
정하고, 알파선에 의한 베타 채널의 cross-talk(spilldown)이 0.5%이하가 되는 1658
채널을 알파선 채널의 하한 채널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1610채널에서 1058까지 48
개의 채널이 dead-band 채널로 설정되었다. bead-band로 의한 계측손실을 보정하
기 위하여 시료의 방사능 계측시 검출기에서 측정되는 계수치는 다음 식을 적용하
여 방사능 계산 프로그램에서 보정되어 계산되도록 하였다.

베타선에 의한 알파선 채널에서의 계수율 : χ

→α ≡

Rα − net
R − net

R

net
알파선에 의한 베타선 채널에서의 계수율 : χα→ ≡ R −
α − net

베타선 채널의 보정된 계수치 : R

− corrected

=

알파선 채널의 보정된 계수치 :Rα − corr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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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B ) − (Rα − Bα) χα→ ]
[1 − χα→ χ →α ]

[(Rα − Bα)− (R − B ) χ
[1 − χ →α χα→ ]

→α ]

(a)

(b)

Fig. 3.4.57. 베타선 채널의 상한채널과 알파선의 하한 채널 설정

③ 자연준위 영향 실험
베타선 채널과 알파선 채널에 대한 주변 자연방사선의 의한 계측장비의 자연계
수치는 Fig. 3.4.58과 같이 각각 1.53 ± 0.42 cpm과 0.29 ± 0.2 cpm으로 측정되었
다. 검출기의 차폐체 두께를 1인치로 재설계하였음에도 EPLD로 구성된 역동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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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에 의하여 자연계수치가 낮게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4.58. 베타선 채널과 알파선 채널의 자연준위에 의한 background 계수율

④ 계측효율
계측장비의 효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에서 결정된 동작전압 1450 V에서 표준선
원 베타선원 Sr-90(498 Bq)과 알파선원 Am-241(1537 Bq)을 사용하여 Fig. 3.4.59
와 같이 계수시간 1분씩 10회 측정하여 베타선 채널과 알파선 채널의 계측효율을
다음 식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되었다.

효율 ;

1
→
=←
N

N

Σ

i=1

1
−−−→
불확도 ; σ2 = ←
N−1

여기서

i

=

i

=

1
N

N

Ri − calculated
S
i=1

Σ

N

Σ(

i−

)2

i=1

Ri − calculated
는 i번째 결정된 효율이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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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7에서 베타선 채널의 효율은 67.53%이며 알파선 채널의 계측효율은
50.75%로서 양호한 계측효율을 보여주고 있다.

(a)

(b)

Fig. 3.4.59. (a)베타선 채널의 계측효율과 (b)알파선 채널의 계측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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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장 적용성 시험
① 전이율 측정
전이율의 실험적 산출방법은 식 4.4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콘크
리트 바닥의 대상으로 표면오염검사를 수행하였다. 장비를 이용한 시료채취시험은
한 개의 지점에서 시료채취용지로 반복하여 10회를 시료 채취하였다. 10개의 시료
에 전이된 방사능은 표 4.2와 같이 측정되었으며 81.8%의 전이율을 나타내었다. 이
는 사람에 의한 시료채취시의 적용되는 전이율 50 %보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Table 3.4.8. 콘크리트 바닥의 표면오염이 시료채취용지에 전이된 방사능
시료채취 횟수

시료채취용지에 전이된 방사능(Bq)

1

3,470

2

440

3

180

4

80

5

50

6

20

7

0

8

0

9

0

10

0

총 유리성 방사능

4,240

② 표면오염도 측정
설계 제작된 시료채취기의 성능검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로 방사선관리구역
내의 정기적 표면오염도 측정 지점인 20개 지점을 대상으로 사람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제작된 시료채취기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α/β저준위계수기(LB5100,
Tennelec)를 사용하여 표면오염도를 비교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Table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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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Table 3.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료채취기에 의한 측정치는 사람에 의
한 측정치보다 대부분 지점에서 80 ～ 100%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시료채취기에 의한 시료 채취시 smear paper가 표면에 닿는 면적이 넓고 방사
성물질이 smear paper에 균일하게 채취되기 때문이다. 오염도가 적은 지점의 측정
치의 차이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본 실험에서 장비를 사용하여 시료를 균일하게 채취함으로써 표면오염도는 전반
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람에 의한 시료채취 방법에 의한 전이율의 차이,
측정치의 정확도 저하와 측정치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
타내었으며, 시료채취자의 오염 방지와 다량의 시료채취시 시료채취의 효율성이
증대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4.9. 시료채취 방법에 따른 표면오염도 비교
2

지점

표면오염도(Bq/m )
사 람

자동측정 장비

1

200

360

2

79

142

3

245

441

4

112

201

5

95

171

6

591

1063

7

154

277

8

108

194

9

216

388

10

113

203

11

50

108

12

541

973

13

129

232

14

254

457

15

83

149

16

4

5

17

337

606

18

200

360

19

241

433

20

67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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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요약
간접법을 이용하는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는 원자력시설의 해체와 같은 대량
의 표면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처음으로 개발되는 장비로서 오염된 표
면의 시료를 자동으로 채취하기 위한 자동시료채취부, 채취된 시료의 오염도를 측
정하기 위한 검출기와 측정회로로 구성된 방사선 검출부, 그리고 전체 측정장비의
운영 및 제어 그리고 방사선 측정 결과의 평가를 위한 제어/평가부로 구성된다.
시료채취부는 용지를 진공방식으로 흡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장치로 이송
하여 계측함으로써, 기존의 수작업에 비하여 시료채취 용지 전면에 걸쳐 골고루
시료가 채취되어 향상된 전이율을 확보하였으며, 자동시료채취기에 적용 가능한
시료채취용 소재로 개발한 무기섬광 함침막은 시료채취와 방사선 검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이중구조로 제조하였으며, 다양한 핵종들에 대하여 성능 평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장비 및 기술을 독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
였다. 또한, 방사선 계측장치는 디지털 신호 처리방식을 구현하여 기술적 진보를
달성하였으며, 계측회로를 일체화하여 측정장치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장비의 이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해체 현장에서 직접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 및 평
가할 수가 있다.
자동시료채취부 및 방사선 계측부를 통합하여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로 일체
화하고, 장비 제어 및 측정/평가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개개 장비들의 동작특성을 평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장
적용성 시험을 통하여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측정법에 비하여 측정결과의 일관성
및 정확도 그리고 해체작업의 효율성 및 신속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비의 자동
화로 작업자의 피폭 및 오염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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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제 1 절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1. 목표달성도
본 과제에서 개발된 수중분해장비는 해외에서도 기술 적용경험이 적은 기술로써,
연구로 해체시 방사능 준위가 가장 높은 회전시료조사대를 수중에서 원격으로 정밀
하게 절단․분해할 수 있도록 기술을 독창적으로 개발하여 설계․제작하였다.
수중분해장비는 회전시료조사대 전용 클램핑 장치를 가지고 있어 회전시료조사대
의 고정이 용이하며 3개의 이송축과 1개의 회전축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형상의 분
해 절단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였다. 전기장치가 수중에서 정전 등 비상시에도 안전하
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의 공기압 이용 방수기술을 보완한 새로운 개념의 수중기
기 방수장치를 개발하였으며, 회전시료조사대의 분해절차에 따른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모델링을 수행하고 운전제어코드인 NC (Numerical Control)
코드를 생성하여 수중에서 원격으로 자동절삭이 가능하도록 원격자동제어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절삭력 모델링을 통한 절삭력 일정제어기술을 개발하여 보다 안정
적인 절삭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절삭력 일정제어를 위해 수중에서 절삭력
을 간접 측정할 수 있는 전류신호 측정장치를 개발하였고, 진동 측정을 위한 레이저
진동 변위측정 장치를 개발하였다.
절삭속도 및 Feeding 속도 변화에 따른 모의 절삭실험을 통하여 장비의 성능을 평
가하였으며, 그 결과로 최적의 운전조건을 도출하였음. 연구로 1호기에서 사용되었던
회전시료조사대를 연구로 1호기 실험수조 내에서 원격절단을 수행하여 분해장비에
대한 현장적용 실증시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수중분해장비는 설계 요건부터 제작 후 성능 시험까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방수
기술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최종 목적인 연구로 해체현장에서 회전시료조사대의 수
중 해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당초 계획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였다.

2. 대외기여도

본 장비 개발에서 습득되는 기술들은 원자력시설 해체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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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에 보관되어 있는 고방사성장치 등의 정밀한 분해․절단에도 매우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산업체에서도 수중 금속가공이 요구되는 장비개
발에 본 기술의 응용이 가능하므로 산업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다.
해외의 유사한 연구로 시설 해체활동에 본 장비의 적용이 가능하며, 확보된 기술
력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연구로 시설 해체사업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과제에서 개발된 수중원격분해장비는 추후 수명을 다한 상업용 원자력발전
소나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응용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로 해체 시 작업자 방사선 피폭 위험성이 크고 고난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회전료조사대를 수중에서 절단 분해하여 고방사화된 내부의 스테인레스 부품만을
별도로 수거 처리함으로써, 작업자 피폭저감, 방사성폐기물 감용 및 최종 처분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진동측정시스템은 산업계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기계류의 진
동측정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치구성으로 저가의 Laser Sensors의 개발이
선행된다면 산업계에 보급이 가능하고, 또한 현재 각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
동수업에 실험장치로도 부족함이 없는 시스템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원격 절단기술은 원자력분야에서의 필요성이 매우 높아 향
후 활용 전망은 밝으며 제염 및 해체 수요가 큰 미국 연구소와의 I-NERI 국제공동
연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국내 기술진에 의해 자체 개발 사용하는 것이 개발과정에서의 Know-how
습득과 함께 연계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제 2 절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
1. 목표달성도
가. 해체 DB 정보 전략계획 수립
(1) 해체 DB 구축 사례 조사 및 분석
원자력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벨기에 및 일본 등에서 자국내 원자력시설 해체시
각종 자료 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 및 분석하여 본 연구의 DB 구
축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다.
(2) 해체 DB 구축 범위 설정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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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의 사용자요구사항은 해체활동을 위한 작업 정보,
폐기물 정보, 방사선 정보 등 크게 세부분으로 분류하였다.
○ 정보 및 자료의 중요도 분석은 해체 시설별, 공정별 및 분야별로 수행하
였다.
○ DB 구축 개념은 해체 업무 수행시 요구되는 정보체계구축, 업무 시스템
체계 구축 및 기술 체계 구축으로 구성된 정보전략 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으로 설정하였다.
(3) 정보 및 자료의 분류 체계 확립
○ 기 설정된 DB 구축 범위를 바탕으로 R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OODBMS(객체 지향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및 ORDBMS(객
체 관계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등 의 일반적인 DBMS 시스템중 연구
로 해체 데이터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RDBMS(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
리시스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 해체 대상 시설, 작업자, 폐기물, 방사선학적 현황 등의 정보를 DB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표시스템의 기능 예상표를 작성하였다. 또한
도출 항목들간의 관계를 분석한 후, 자료의 군집과 군집자료들간의 관계
도(ERD)를 작성하였다.

나. 해체 DB 정보 구현 계획 수립
(1) 해체 목적 시스템과의 연계성 분석
해체활동에 대한 자료관리 및 분석요건에 만족할 수 있도록 연구로 해체 데이터베
이스 시스템에 대한 출력 및 정보 분석 항목을 도출하였고, 연구로 시설 및 공정의
해체시 발생되는 수많은 자료들을 분석하여 시설정보, 작업정보, 폐기물 정보 그리고
방사선학적 정보로 대별하여 해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출력 및 정보 분석에 필
요한 입력항목을 선정하였다.
(2) 해체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및 최적화
해체 업무에 대한 자료 흐름도(DFD : Data Flow Diagram)를 작성하여 해체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데이터의 흐름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예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설
계하기 위해 개체 관계도(ERD)를 이용하여 해체 데이터간의 상호관계를 체계화한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완성된 ERD 모델은 데이터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정규화 작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ERD 결과를 데이터 구조 목록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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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최적화하였다.
(3) 해체 DB Prototype 구축
해체업무에 대한 자료 흐름도와 구조 설계를 바탕으로 입력․출력 및 분석항목에
대한 user interface layout을 설계하였고, user interface 설계 단계에서 작성한 자료
흐름도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소스를 작성하였다. 여러 가지 해체 정보 자료 중 시
정정보를 대상으로 해체 현장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시험 운영하여
수정사항을 도출하여 프로그램을 개선 및 보강함으로써 prototype을 구축하였다.

다. 해체 DB Structure 구축
(1) 해체 DB Structure User Interface 구현
○ 해체 자료가 체계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해체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생
성하였고, Prototype을 적용하여 전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해체 대
상물 시설정보, 해체 작업 및 작업자 정보, 방사선학적 정보, 해체 폐기물
정보 그리고 해체 자료 저장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2) 해체 현장 자료를 이용한 DB Structure 시험 및 평가
○ 납 핫셀과 콘크리트 폐기 선원 및 조사시편 자료를 선정하여 방사선/능
현황, 데이터 분포 및 현황 그리고 해체 폐기물 현황에 대하여 자료를 입
력하면서 시스템을 시험한 결과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검증하는데 필수
요소인 데이터의 중복성과 무결성에 오차가 없음을 확인함으로써, 해체
DB Structure의 건전성을 검증하였다.
○ 해체시설 대상물에 대하여 대․중․소 별로 조회 및 검색을 실행하여 해
체 대상물의 용도, 재원, 특성과 사진, 도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함을 검증
하였다.
○ 연구용 원자로 해체활동을 하면서 수행된 작업을 입력한 결과 해체작업을
년도별, 월별, 일별로 조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 주요 해체 시설에 투입된 인력에 대하여 집계 및 조회를 한 결과 해체작
업분야, 직종, 직급별 투입인력에 대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었다.
○ 해체작업을 착수하기 전, 작업 중 그리고 작업 완료 시점에 측정한 방사
선/능 측정자료인 작업 전/후 오염검사 자료와 연구용 원자로 1, 2호기 시
설, 부속시설과 부대시설의 방사선 관리구역 내에서 정기적 또는 수시 적
으로 측정한 공간 방사선량률, 공기오염도, 표면오염도 및 수중오염도에

- 311 -

자료를 조회한 결과 정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 해체폐기물 현장자료는 현재 자료가 정리중인 관계로, 실제 현장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임의의 자료를 생성하여 수행한 결과 폐기물 시설별 발생
량, 종류별 발생량, 고체/액체 폐기물 처리현황, 폐기물 판정 현황, 그리고
반출 폐기물 현황을 정상적으로 조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2. 대외기여도
○ 현재 추진중인 연구소내 변환시설 해체와 향후 원자력 관련 시설의 해체
활동에 해체 DB 시스템이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력연구소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시설에서 개발 중인 폐기물관리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해체
폐기물 발생부터 자체 처분에 이르기까지 폐기물 관리 평가에 도움을 줄
것이다.

제 3 절 연구로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1. 목표달성도
○ 전산모사 개념 설정 및 해체대상물의 특성 파악
- 전산모사 개념 설정을 위해 해외에 대한 전산모사 사례 조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여 전산모사 개념 설정을 확립하였다. KRR-1&2호기의 여러 대상물
에 대한 물리적 및 방사선학적 분석 자료를 통하여 5개의 주요해체대상물
선정하였다.

○ 전산모사 대상 모델링 구축
- 선정된 주요해체대상물에 적용 가능한 해체공법을 비교 분석하고 그 중에
서 최적의 해체공법을 선정하였다.
- 주요해체대상물에 대한 세부 모델링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취급 장비 및
작업환경에 대한 모델링 작업 또한 완료하였다.
- 주요해체대상물의 분석 자료와 모델링 자료를 분석하여 각 대상물의 주요
해체공정 선정을 완료하였다.

○ 주요해체공정 전산모사 구현 및 현장 적용

- 312 -

- 주요해체대상물 및 해체대상물의 각 part 모델링을 조립하여 Assembly를
수행하였고 각 운동 특성에 맞게 Kinematics를 부여하여 최종적인 Device
를 구축하였다.
- 구성된 Device 들을 가상공간에 적절히 배치하여 Layout을 완료하고 해체
절차에 따른 각 대상물 해체 전산모사 프로그램을 완료하였다.
- 전산모사 결과를 통하여 충돌 및 간섭 현상 등을 발견하는 등 해체공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설계 변경 및 공정 변경을
수행하였다.
- 마지막으로 연구로 전산모사 결과를 실제 해체현장에 적용하여 해체가 완
벽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므로서 본 연구 결과가 충분히 목표에 달성함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대외기여도

외국에서는 연구로 해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해체를 보다 안전하고 확실
하게 수행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과 같은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로 해체 전산모사 기
술 개발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산모사 기술이 일부 제조분야에만 국
한되어 사용되어 왔고 원자력 분야에서의 사용은 전무한 상태였다. 하지만 본 과제
에서는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사용된 전산모사 기술을 원자력 분야 특히, 해체 분야
에 응용하여 활용하므로서 국내의 연구로 해체 전산모사 기술을 확보하는데 큰 의
미가 있다.
1단계 연구에서는 주요해체공정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전산모사를 수행하여 해체
공정의 문제점 도출 및 해체장비의 설계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1
단계에서 확보된 연구결과는 2단계 연구의 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성에서 해
체 DB와 3D 모델링 통합, 해체일정 모사, 해체 폐기물량 산정, 해체 공정 평가 시스
템 개발에 직접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 같은 기반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고리1호기 상업용 원전 해체 및
동남아의 연구로 해체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구로 활용하여 국내의 원자력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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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발
1. 목표달성도
간접법을 이용한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는 원자력시설의 해체와 같이 대량의
표면오염도 측정이 요구되는 시설의 표면오염도 측정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처음으
로 개발되는 장비로서, 개발된 장비의 적용 시험을 통하여 기존의 수작업에 비하
여 측정결과의 일관성 및 정확도를 확보하였으며, 장비의 자동화로 작업자의 피폭
및 오염의 확산을 방지하므로서,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다.
자동시료채취기는 시료채취용지를 진공방식으로 흡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
장치로 이송하여 계측한다. 기존의 수작업에 비하여 시료채취 용지 전면에 걸쳐
골고루 시료가 채취되어 전이율 향상을 확인하였으며, 시료채취의 자동화로 인한
일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였다.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의 시료채취용 소재로 개발한 무기섬광 함침막은 시료
채취와 방사선 검출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신소재로써, 자동시
료채취기의 진공흡착 방식에 이용할 수 있도록 치밀한 구조를 가지며, 기계적인
안정성과 방사선 검출 기능을 동시에 이룩하기 위하여 이중구조 제조기법을 개발
하였다.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의 계측장치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신호
처리방식으로 구현하여 알파/베타선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외부 백그라운드
를 저감하기 위한 역동시 계수회로를 구성하여 역동시 계수시간을 기존보다
1/1000로 줄임으로써 계측장치 구성의 기술적 진보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계측회
로를 일체화하여 측정장치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임으로써 장비의 이동성을 향상
시켰다.
자동시료채취부 및 방사선 계측부를 통합하여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로 일체
화하고, 장비 제어 및 측정/평가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였으며,
개개 장비들의 동작특성을 평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됨을 확인하였으며, 현장 활
용성 시험을 통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 후 연구로 해체 현장에서 적용시험을 수
행하였다.

2. 대외기여도
표면오염도 측정시 시료채취방법을 자동화하고 새로운 개념의 측정막을 개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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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료채취의 균일성 및 효율성 증대, 측정치의 신뢰도 향상 등 기존의 수작업에
의한 시료채취방법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듈 타입의 측정장치들을
일체화하고, 디지털 신호처리 방식을 사용하여 계측 시스템의 자동화 기반을 마련
함으로써, 향후 원자력시설의 표면오염도 측정·평가 기술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표면오염도 시료채취 및 방사선 측정용으로 개발한 무기섬광 함침막은 다
양한 방사선에 대한 검출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원자력 관련 산업체에서 사용 가능
한 방사선 검출기 개발 분야의 국산화 기반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기존의 섬광검
출기를 대체할 새로운 고분자막 소재 섬광검출기로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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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 개발
○ 연구로 1, 2호기 운영 시 사용하였던 회전시료조사대를 수중에서 절단․분해
하여 고방사화된 내부의 스테인레스 부품만을 분리․수거하는 기술 및 장비
를 연구로 해체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유지․보수 및 부
품 교체 시나 수조 내의 고방사성 장치 등의 분해․절단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2 절 연구로 해체 DB 시스템 개발
○ 해체 DB 시스템은 향후 원자력시설 해체 시 모든 데이터 관리에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될 뿐만 아니라, 기존 원자력발전소 등의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성
폐기물 관리, 작업자 피폭관리 등에도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
로 예상된다.
○ 해체 DB 시스템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연구로 1, 2호기 해체로부터 발
생되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체 계획
중에 있는 원자력시설의 유지․보수, 수명연장을 위한 시설의 교체 더 나아가
해외 원자력시설의 해체사업 참여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3 절 연구로 주요공정 전산모사 기술 개발
○ 1단계에서 확보된 연구결과는 2단계 연구의 해체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성
에서 해체 DB와 3D 모델링 통합, 해체일정 모사, 해체 폐기물량 산정, 해체
공정 평가 시스템 개발에 직접 활용하여 전산모사를 통해 시각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분석 DATA를 산출하여 해체 공정 평가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산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 본 전산모사 기술은 서울의 KRR-1&2의 해체사업(노심 해체 (2003. 5), 콘크
리트 해체 (2003, 10), Thermal Column (2003, 11), 빔포트 (2003, 11), 회전시료
조사대 (2004, 2))에 직접 적용하여 수립된 해체작업의 타당성 검토 및 해체
공정의 문제점 분석하고, 해체대상물에 대해 다양한 해체공법을 적용하여 최
종적으로 최적의 해체공법 선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수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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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절차 및 해체기술을 사전 전산모사로 구현함으로서 작업에 대한 정확도
를 높이고 해체작업에 대한 사전 가상 교육을 통하여 작업자 피폭을 최소화,
작업공간 분석, 해체시간 단축, 작업실수 최소화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 본 전산모사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국내 원자력시설 해체뿐만 아니라 해외
해체시장 개척 시에도 유용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까지 2차원 상태로 남아 있던 연구로 1, 2호기의 도면을 컴퓨터 가
상공간 상에서 3차원으로 구현하므로서 향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
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로 1, 2호기의 각 부분에 대한 방사능 분포를 3D
모델 위에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고 방사선 지역을 한눈에 표현하는 등 향후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4 절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개발
○ 표면오염 자동측정장비는 국내 기술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연구 개발한
장비이며, 자동 시료채취장치와 표면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출기, 그리고
방사선에 의한 검출기의 신호를 처리하는 전자회로로 구성하였다. 자동시료
채취장치는 현재 운영중인 원자력시설의 방사성 오염도 측정을 위한 시료채
취 장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사선 계측장비는 평가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며, 가동 중 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자력시설의 오염검사 장비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개발한 장비의 성능 입증을 통하여 표면오염도의 측정 및 평
가 분야의 국제기준 설정에 활용될 수 있으며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1. 기술적 측면
ꠂ 국내 기술진에 의한 설계 개발에 의한 표면오염도 측정기술의 원천기술 확보
ꠂ 방사선계측기의 국내 제작기술 자립화 및 계측장비의 보수 유지 최적화
ꠂ 원자력 관련 산업체에서 사용 가능한 방사선계측기 개발의 국산화 기반기술 확
보

2. 경제․사회적 측면
- 원자력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방사선 계측기의 국내 기반 기술 확보
- 국내 해체 산업 기반의 부재로 해외 기술 및 장비의 도입이 불가피하나, 현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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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중인 해체사업과 연계한 해체요소기술의 확보를 통하여 수입대체 효과 및 습
득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외의 연구로 해체시설에 참여하여 해외 수출효
과도 기대할 수 있음.

3. 활용방안 및 용도
- 연구로 1, 2호기의 해체 시 건물의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로 활용
-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함으로서 원전이외의 원자력시설 즉 병원, 산업체, 연구기
관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면오염 측정장비로 보급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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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수중분해장비의 기본 조작법
수중분해장비의 기본 조작법
1. 컴프레서 작동
2. 방수장치의 압력 게이지 0.6 bar 이상 될 때 까지 공기 주입
3. 컨트롤러 전원 ON
① 뒷 패널 스위치

MCCB1 ON
MCCB0 ON
MCCB2 ON
MCCB3 ON
MCCB4 OFF

② 앞 패널 스위치

시동키 ON → 컨트롤러 패널 화면 작동

③ 비상 정지버튼을 RESET 방향으로 가볍게 돌려준다. 돌리면 비상정지버
튼이 올라옴.
→ 화면에 EMG 메시지가 사라짐.
→ 구동 가능 상태가 된다.
4. 클램핑
① 공작물 클램핑 버튼 ON
② Y축 클램핑 버튼 ON
③ C축 클램핑 버튼은 OFF 상태를 유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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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작물을 절단 위치로 이송한다.
① JOG를 이용한 이송 방법
1 Mode 선택 Switch 중에서 수동 연속 이송(JOG) Switch로 셋팅합니다.
2 이송축 방향 선택 Switch에서 이동시키려는 축과 방향 Switch를 누릅
니다.
Switch를 누르고 있는 동안, 공구는 이동합니다. Switch를 놓으면 이동
이 정지합니다.
3 JOG이송 속도 Override Dial을 돌리면 JOG이송 속도를 가감할 수 있습
니다.
4 이송축 방향 선택 Switch를 누르고 있을 때,
면

급속이송 Switch를 누르

급속이송 Switch를 누르고 있는 동안, 급속이송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급속이송 중에 급속이송 Override Switch에 의해 급속이송
Override가 유효합니다.
② HANDLE을 이용한 이송방법
1 Mode 선택 Switch 중에서 Handle Switch로 셋팅합니다.
2 Handle 이송축 선택 Switch를 누르고, 이동시키는 축을 선택합니다.
3 Handle 이동량 배율 Switch에 의해 이동량의 배율을 선택합니다. 1눈금
당의 이동량은 최소 설정 단위입니다.
4 Handle를 돌려 선택한 축을 이동시킵니다. 1회전으로 100눈금분 이동합
니다.
③ 컨트롤 패널 화면에서 좌표를 확인한다.(기계좌표로 확인)
6. 공구를 회전시킨다.
① MODE를 MDI에 셋팅
② 컨트롤 패널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M03S700 ‘EOB’ ‘INSERT’
③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누른다.
④ 공구가 회전한다.(700RPM)

- 326 -

7. 절단 작업을 수행한다.
① 컨트롤 패널에서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 G91G01X20.F10 ‘EOB’ ‘INSERT’
- G91 : 상대좌표를 의미함
- G01 : 이송 지시
- X20. : X방향으로 20 mm만큼 이송할 것을 지시함(포인트는 반드시 입
력해 줄 것)
- F10 : 이송 속도를 10 mm/min으로 지시함
- 위 명령은 절단 작업시마다 바뀌므로 지령값은 상황에 맞게 사용자가
입력해주어야 함.
②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누른다.
③ 공구가 이송하면서 절단작업을 수행한다.
8. 비상사태시 비상정지 방법
① 비상 정지버튼을 누른다.
- 충돌의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상황시 누른다.
② 주축 회전 및 이송이 정지된다.
③ 비상 정지버튼을 RESET 방향으로 가볍게 돌려준다. 돌리면 비상정지버
튼이 올라옴.
→ 화면에 EMG 메시지가 사라진다.
→ 구동 가능 상태가 된다.
④ 4번의 클램핑을 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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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절단 작업을 마친다.
① 컨트롤 패널에서 다음과 같이 주축 정지명령을 입력한다.
- M05 ‘EOB’ ‘INSERT’
② 프로그램 실행 버튼을 누른다.
- 주축 회전이 멈춘다.
③ 공작물을 안전한 위치로 이송시킨다.
- 5번의 공작물 이송 방법 참조
④ 비상 정지버튼을 누른다.
⑤ 시동키를 OFF시킨다.
- 컨트롤러가 꺼진다.
⑥ 컨트롤러 뒷 패널의 전원 스위치를 모두 OFF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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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회전시료조사대 해체 NC 코드
회전시료조사대 해체 NC 코드
1. O0001 : 회전시료조사대를 가공위치로 이송
G91 G01 Y115. F100;- 기계좌표로부터 회전시료조사대의 가공위치까지 공구를 이
송시킴
G91 G01 X-508. F100;
G91 G01 Z-433. F100;
G91 G01 C-32. F100;
G91 G01 X-30. F100;

- 가공 위치까지 미세 이송

G91 G01 Y-25. F100;
G91 G01 Z15. F100;
M30;

- 프로그램 종료

2. O0002 : 1번 부품의 해체
M03 S700;

- 주축 회전(700RPM)

G91 G01 Z155. F20; - 엔드밀 가공 공정 시작
G04 P1000;

- 1초간 정지

G91 G01 X75. F20;
G04 P1000;
G91 G01 Z-155. F20;
G04 P1000;
G91 G01 Z-90. F100; - 사이드 밀링 커터 가공을 위해 공구 위치 조절
G91 G01 X-30. F100;
G91 G01 Y-135. F100;
G91 G01 Z25. F100; - 사이드 밀링 커터를 공작물에 근접시킴
G91 G01 Z25. F20;

- 사이드 밀링 가공

G04 P1000;
G91 G01 Z-50. F100;
M05;

- 주축 정지

M30;
3. O0003 : 2번 부품의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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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3 S700;
G91 G01 C-88. F100;- 엔드밀 가공을 위해 공구를 이송 시킴
G91 G01 Y135. F100;
G91 G01 X-50. F200;
G91 G01 Z80. F200; - 엔드밀 공작물에 근접
G91 G01 Z110. F20;

- 엔드밀 가공 시작

G04 P1000;
G91 G01 X67. F20;
G04 P1000;
G91 G01 Z-110. F20; - 엔드밀 가공 끝
G91 G01 Z-85. F200; - 사이드 커터 가공을 위한 이송
G91 G01 Y-135. F200;
G91 G01 X-33. F200;
G91 G01 Z25. F200;
G91 G01 Z30. F20;

- 사이드 커터 가공

G91 G01 Z-30. F200;
M05;
M30;
4. O0004 : 3번 부품의 해체
M03 S700;
G91 G01 C-60. F100;- 엔드밀 가공을 위해 공구를 이송 시킴
G91 G01 Y135. F100;
G91 G01 X-25. F200;
G91 G01 Z70. F200; - 엔드밀 공작물에 근접
G91 G01 Z110. F20; - 엔드밀 가공 시작
G04 P1000;
G91 G01 X70. F20;
G04 P1000;
G91 G01 Z-110. F20; - 엔드밀 가공 끝
G91 G01 Z-85. F200; - 사이드 커터 가공을 위한 이송
G91 G01 Y-135. F200;
G91 G01 X-35. F200;
G91 G01 Z25. F200;
G91 G01 Z25. F20;

- 사이드 커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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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1 G01 Z-50. F200;
M05;
M30;
5. O0005 : 4번 부품의 해체
M03 S700;
G91 G01 C183. F200; - 엔드밀 가공을 위해 공구를 이송 시킴
G91 G01 Y135. F200;
G91 G01 Z80. F200;
G91 G01 X-35. F200;
G91 G01 Z120. F20; - 엔드밀 가공 시작
G04 P1000;
G91 G01 X70. F20;
G04 P1000;
G91 G01 Z-120. F20; - 엔드밀 가공 끝
G91 G01 Z-85. F200; - 사이드 커터 가공을 위한 이송
G91 G01 X-40. F200;
G91 G01 Y-135. F200;
G91 G01 Z25. F200;
G91 G01 Z15. F20;

- 사이드 커터 가공

G91 G01 Z-40. F200;
M05;
M30;
6. O0006 : 5번 부품의 해체
M03 S700;
G91 G01 C60. F200; - 엔드밀 가공을 위해 공구를 이송 시킴
G91 G01 Y135. F200;
G91 G01 Z80. F200;
G91 G01 X-35. F200;
G91 G01 Z110. F20; - 엔드밀 가공 시작
G04 P1000;
G91 G01 X70. F20;
G04 P1000;
G91 G01 Z-110. F20; - 엔드밀 가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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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91 G01 Z-85. F200; - 사이드 커터 가공을 위한 이송
G91 G01 Y-135. F200;
G91 G01 X-35. F200;
G91 G01 Z25. F200;
G91 G01 Z25. F20;

- 사이드 커터 가공

G91 G01 Z-50. F200;
M05;
M30;
7. O0007 : 6번 부품의 해체
M03 S700;
G91 G01 C89. F200; - 엔드밀 가공을 위해 공구를 이송 시킴
G91 G01 Y135. F200;
G91 G01 X-25. F200;
G91 G01 Z85. F200;
G91 G01 Z163. F20; - 엔드밀 가공 시작
G04 P1000;
G91 G01 X75. F20;
G04 P1000;
G91 G01 Z-163. F20; - 엔드밀 가공 끝
G91 G01 Z-85. F200; - 사이드 커터 가공을 위한 이송
G91 G01 Y-135. F200;
G91 G01 X-33. F200;
G91 G01 Z25. F200;
G91 G01 Z25. F20;

- 사이드 커터 가공

G91 G01 Z-50. F200;
M05;
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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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중분해장비 제어장치 매뉴얼
수중분해장비 컨트롤러 전체 구성도

1번 카메라 모니터

2번 카메라 모니터
컨트롤 패널

카메라 제어 패널

컨트롤러
조정키

1. 제어 반 입력전원 : 삼상 AC220V
2. I/O 전원 : AC110V & DC24V
3. RELAY 전원 : AC110 & DC24V
4. 일반MOTOR : AC220V
5. DC 전원 장치 : 12V - 누락감지기용
6. CP 분리 : PLC, 입력, 출력
7. 반 내 조명S/W : TOGGLE S/W, SURGE KILLER 취부
8. 전원보호장치 : NOISE FILTER
9. 전류계 설치 : I/O전원, MOTOR전원
10. PNL간 배선 : 콘넥타 방식
11. 배선사양 SIZE : 0.75SQ
12. 배선보호 : DUCT
13. LS, SOL : VSF + FLEXIBLE (일반)
14. SENSOR --> < ( )유 , (

)무 >

15. 동력배선 : KIV 2SQ이상
16. 통신선 보호 : FLEIBLE TUBE
17. PARE선수 : 5선 이상 15선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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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압착터미널 : O형
19. 예비SPACE ( 20%

)

수중분해장비 컨트롤러 매뉴얼
1. 컨트롤러 조정키의 구성

1

3

6

9

13
10

4

11

12

7

2
5
8

2. 세부 키 설명
1. 시동키 : 컨트롤러를 시동시킨다

2. 비상정지 버튼 : 비상사태시 모든 기능을 정지 시킨다. 주축회전과 이송이 모두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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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E 키 : 운전 상황에 맞도록 모드를 조정한다.
- EDIT : 자동 프로그램 작성 모드
- MEMORY : 작성된 자동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모드
- REMOTE : 외부 리모트 키로 컨트롤할 때 사용(사용안함)
- MDI : NC 코드를 하나의 블록 단위로 입력하고 실행시킴
- HANDLE : 이송핸들을 사용해서 수동으로 이송시킬 때 사용
- JOG : 이송 버튼을 사용해서 수동으로 이송시킬 때 사용
- ZERO RETURN : 원점 복귀 기능 모드(사용안함)
- TEACH : (사용안함)

4. FEED OVERRIDE : 이송시 속도를 수동으로 조절하는 기능.
- 권장 값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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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그램 실행버튼 + 이송정지 버튼 : MEMORY 모드 또는 MDI 모드에서 프로
그램을 실행하고 이송을 정지시키는 기능

프로그램 실행 및

이송 정지

정지된 이송의 재실행
6. RAPID OVERRIDE : 이송버튼으로 수동 이송시 속도 조절 기능
- 권장 값 : 100

7. POWER OVERRIDE : 주축회전속도 조절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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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장 값 : 100

8. 주축정지 및 회전 버튼 : 주축을 정지시키거나 정회전, 역회전 시킬 때 사용(사용
안함 권장)

정회전(시계방향)

주축 정지

역회전(반시계방향)

9. 이송버튼 : 각 방향으로 주축 및 공작물을 이송할 때 사용. JOG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 급속이송은 사용하지 말 것.
- X 방향 : 주축을 기준으로 좌(+)우(-) 이송
- Y 방향 : 주축 상(+)하(-) 이송
- Z 방향 : 주축을 기준으로 전(+)후(-) 이송
- C 방향 : 공작물 회전.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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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방향

+Y 방향

+Z 방향

-X 방향

급속이송

+X 방향

-X

+Y

-Y

-Z
+Z

-Z 방향

-Y 방향

+C 방향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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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X/Y 이송 핸들 ON/OFF 및 X축 이송핸들 : ON일 경우 핸들 조작 가능. OFF일
경우 조작 안됨. X축 이송 핸들에 의한 이송 방향은 이송 버튼과 동일.
HANDLE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

11. 이송 간격 조절 버튼 및 Y축 이송핸들 : ☓1은 1μm, ☓10은 10μm, ☓100은 100μ
m 간격임. Y축 이송 핸들에 의한 이송 방향은 이송 버튼과 동일. HANDLE 모
드에서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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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Z/C 방향 전환 버튼 및 Z/C축 이송핸들 : Z ON의 경우 Z축 이송, C ON의 경
우 C축 이송. Z/C 이송 핸들에 의한 이송 방향은 이송 버튼과 동일. HANDLE
모드에서만 사용 가능

13. 공작물 클램프 ON/OFF, Y축 클램프 ON/OFF, C축 클램프 ON/OFF

공작물
클램프 ON

공작물
클램프 OFF

Y축
클램프 ON

Y축
클램프 OFF

C축 클램프 ON/OFF
(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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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제어 패널
1. 카메라 제어 패널의 구성
1

2

3

2. 패널 키 설명
1. ON/OFF 스위치
2. 카메라 선택 버튼 : CH1과 CH2 중 선택.
- CH1 : 전체화면 관찰 카메라(좌측 모니터)
- CH2 : 주축에 설치된 카메라(우측 모니터)

3. 카메라 ZOOM 및 포커스 기능
- IN : ZOOM IN(확대)
- OUT : ZOOM OUT(축소)
- FAR : 초점을 멀게 맞춘다.
- NEAR : 초점을 가깝게 맞춘다.

4. 카메라 PAN/TILT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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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UP : 카메라를 위쪽으로 회전시킨다.
- DOWN : 카메라를 아래쪽으로 회전시킨다.
- LEFT : 카메라를 왼쪽으로 회전시킨다.
- RIGHT : 카메라를 오른쪽으로 회전시킨다.

컨트롤 패널 설명
1. 설정표시장치
- 컨트롤 패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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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설명

Reset(RESET) Key
RESET

Shift(SHIFT) Key
SHIFT

Alarm의 해제 등을 위해서, CNC를 Reset하고 싶을 때 누릅니다.

하나의 Key에 2개의 문자가 인쇄된 Address Key가 있습니다.
Shift Key를 누르면, 문자를 바꿔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문자를 입력할 수 있을 때에는 화면에 ∧가 표시됩니다.
Address 또는 수치 Key를 누르면, 입력한 Data가 Buffer로 입력되고,

입력(INPUT) Key
INPUT

CRT상에 표시됩니다.
Key입력 Buffer에 입력된 정보를 Offset Register등에 Set하고 싶은
경우에 <INPUT> Key를 누릅니다. Soft Key의 [입력] Key와 같고,
어느 쪽을 사용하여도 상관없습니다.

Cancel(CAN) Key
Key 입력 Buffer에 입력된 문자 및 기호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에 누릅
CAN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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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을 편집할 때 사용합니다.
ALTER

: 변경

편집 Key
ALTER INSERT DELETE

INSERT

: 삽입
DELETE

: 삭제
기능 Key
기능 등의 표시화면을 전환할 경우에 사용합니다.

PRGRM

POS

. . .

4종류의 Cursor 이동 Key가 있습니다

ꀺ
Cursor 이동 Key

ꀻ

ꀺ
ꀹ

ꀻ

➡

ꀹ
➡

: Cursor를 윗방향 또는 역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

: Cursor를 아래방향 또는 순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 Cursor를 왼쪽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 Cursor를 오른쪽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2종류의 Page절환 Key가 있습니다.
Page 절환 Key

ꀺ
PAGE

ꀺ
PAGE

니다.

PAGE

PAGE

ꀻ

ꀻ

: CRT화면의 Page를 윗방향으로 절환하기 위해 사용합

: CRT화면의 Page를 아래방향으로 절환하기 위해 사용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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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적인 화면의 표시순서
1 CRT/MDI Panel상의 기능 Key를 누르면, 그 기능에 속하는 Pa

POS

PRGRM

MENU
OFSET

ge 선택용 Soft Key가 표시됩니다.
2 Soft Key를 한번 누르면, 그 Page의 화면이 표시됩니다.
표시하고 싶은 화면의 Soft Key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연속 M

DGNOS
PARAM

OPR
ALARM

AUX
GRAPH

enu Key를 누릅니다.
Page 중에서는 여러 개의 Page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
니다.
3 이전의 Soft Key의 표시로 되돌아가고 싶은 경우, 복귀 Menu K
ey를 누릅니다.
이상은 일반적인 화면의 표시 순서입니다.
실제의 표시 순서는 개개의 화면에 따라 다릅니다.

기능 Key

구체적인 조작에 관해서는 각 조작 설명을 참조해 주십시오.
Soft Key가 없는 경우, 동일 기능 Key를 누르면 Page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Soft Key는 Option구성에 의해 자동적으로 표시됩니다.
또, Parameter(No.0048#7)에 의해 Option구성에 무관한 Soft Key
를 표시시킬 수가 있습니다.

3. 기능 KEY
기능 Key는 표시되는 화면의 종류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CRT/MDI Panel상에 아래의 기능 Key가 있습니다.
위치 표시 화면을 표시하고 싶을 때 누릅니다.

POS
Program 화면을 표시하고 싶을 때 누릅니다.

PROG
Offset/Setting 화면을 표시하고 싶을 때 누릅니다.

OFFSET
SETTING
System 화면을 표시하고 싶을 때 누릅니다.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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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화면을 표시하고 싶을 때 누릅니다.

MESSAGE

Graphic 화면을 표시하고 싶을 때 누릅니다.

CUSTOM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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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TA의 표시와 설정

위치표시화면

기능 Key

POS

를 눌렀을 때 화면의 변화

POS

현재위치화면

[ 절대 ] [ 상대 ] [ 전부 ] [HANDLE] [
Work좌표계

상대좌표계

각 좌표계

수동핸들

위치표시

위치표시

위치종합표시

Interrupt

가동시간과

가동시간과

가동시간과

가동시간과

부품수 표시

부품수 표시

부품수 표시

부품수 표시

실속도
조

표시

실속도

표시

조

실속도

표시

조

실속도
조

상대좌표치

잔여이동량

설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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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

프로그램 화면

기능 Key

PRGRM

을 눌렀을 때 화면의 변화

(MDI Mode의 경우)

PROG

프로그램 화면
AUTO(MDI)※

[PRGRM] [현재Block] [다음Block] [CHECK] [ 재개 ]
(MDI)※

프로그램
내용 표시

현 Block

현 Block,

프로그램

Modal Data 표시

다음 Block 표시

재개 화면

프로그램 번호
Seq.번호 표시

실행중 프로그램

MDI 운전용

절대/상대 좌표치

지령

※

잔여 이동량
Modal Data 표시

※

: MDI Mode시에 표시됩니다.

※※ : MDI Mode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화면
AUTO

※※

[BG-EDT] [FL.SDL ] [

Background

] [

(Schedule)

편집 화면
Schedule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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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프로그램 화면

기능 Key

PROG

을 눌렀을 때 화면의 변화

(EDIT Mode의 경우)

PROG

프로그램 화면
[PRGRM] [ LIB ] [FLOPPY] [

] [ 대화형 ]

프로그램

프로그램 Memory,

Floppy의

대화형

편집 화면

프로그램 일람 표시

File 일람 표시

입력 화면

프로그램 화면
EDIT

[BG-EDT] [

] [

] [

] [EX-EDT]

Background

확장 Tape

편집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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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 화면

기능 Key

OFFSET
SETTING

을 눌렀을 때 화면의 변

화
OFFSET
SETTING

공구보정량
[OFFSET] [MACRO] [MENU] [좌표계] [TOOLLF]

공구보정량

Macro변수

Pattern Menu

Work 좌표계

공구수명관리

표시

표시

표시

표시

Data 표시

공구보정량

Macro 변수

Pattern Data

Work 원점

설정

설정

표시

Offset량 설정 Counter Preset

공구수명

공구길이
측정

공구보정량
[

] [

] [

] [WORK48] [

Work 좌표계 추가
표시(48개)

Work 원점
Offset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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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meter/진단 화면

기능 Key

SYSTEM

을 눌렀을 때 화면의 변화

SYSTEM

Parameter 화면
[PARAM] [DGNOS] [

Parameter

진단 화면

화면 표시

표시

] [SV-PRM] [

Parameter
설정

Pitch 오차
보정 Data 설정
⇒11.5.2 참조
Setting Data
화면 표시

Setting Data

Seq.번호 대조/

소요부품수

설정

확인 정지 설정

설정

가동시간

시계 표시 및

부품수 표시

설정화면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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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Key
ALARM 화면

을 눌렀을 때 화면의 변화
MESSAGE

MESSAGE

ALARM 화면

[ ALARM ] [ OPR ] [

MSG

] [

Alarm 화면

Soft OP

Operator

표시

Panel 표시

Message 표시

Soft OP
Panel S/W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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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 WORK 좌표계에서의 위치 표시
5.1 절대좌표계에서의 위치 표시
Work 좌표계에서 현재 위치를 표시합니다.
현재 위치는 공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수치의 단위는 입력 단위입니다.
화면 상부의 Title은 절대 좌표가 됩니다.
1 기능 Key

POS

을 누릅니다.

2 Soft Key【절대】를 누릅니다.

5.2 상대좌표계에서의 위치 표시
Operator가 Set한 좌표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좌표계에서의 현재 위치를 표시합니다.
현재 위치는 공구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수치의 단위는 입력 단위입니다.
화면 상단의 Title은 상대 좌표가 됩니다
1 기능 Key

POS

을 누릅니다.

2 Soft Key [상대]를 누릅니다.

5.3 전체 위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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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좌표계, 상대 좌표계, 기계 좌표계에서의 현재 위치 및 남은 거리가 동시에 화면에 표시
됩니다.
또, 이 화면에 있어서도 상대 좌표값의 Setting을 행할 수 있습니다.
1 기능 Key

POS

을 누릅니다.

2 Soft Key [전부]를 누릅니다.

․ 표시되는 좌표

다음 좌표계에서 현재 위치를 동시에 표시합니다.
․ 상대 좌표계에서의 현재 위치 (상대 좌표)
․ Work 좌표계에서의 현재 위치 (절대 좌표)
․ 기계 좌표계에서의 현재 위치 (기계 좌표)
․ 남은 거리(남은 거리)

․ 남은 거리

남은 거리는 AUTO Mode 또는 MDI Mode에서 표시됩니다.
1 Block의 지령에서의 이동량의 나머지 분을 표시합니다.

․ 기계좌표계

기계 좌표계의 단위는 기계계의 단위이지만 Parameter (No.0063#0)의 설정
으로 입력계의 단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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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해체 DB 주요 정보들의 자료 흐름도(DFD)
○ 배경도 : 해체 DB 시스템과 외적사용자간의 자료흐름도
시설정보
폐기물정보
방사학적정보
장비정보

해
체
담
당
자

사
용
자

시스템

시
폐
방
장

시
폐
방
장

설정보
기물정보
사학적정보
비정보
사용자정보
코드 정보

설정보
기물정보
사학적정보
비정보

시스템통계정보

관리자
○ 시스템구성도 : 해체 DB 시스템내에서 전체적인 자료흐름도
시설정보
방사학적정보
폐기물정보
작업자정보

2.
해체정보
관리

관리DB

시설정보
방사학적정보
폐기물정보
작업자정보

사용자코드
기호, 코드정보 시스템통계정보

해체담당자

검색조건
해체DB

검색결과
검색결과
검색조건

1.
시스템

사용자통계정보
사용자코드
코드정보

관리자

검색조건

4.
해체정보
평가

검색결과
(시설정보
방사학적정보
폐기물정보
작업자정보)

검색조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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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시설정보
방사학적정보
폐기물정보
작업자정보)

3.
해체정보
조회

검색결과
(시설정보
방사학적정보
폐기물정보
작업자정보)

검색조건

사용자

○ 시스템관리
시스템관리자

코드

1 .1
코드관리

코드
코드

코드정보

○ 해체정보관리
인력정보

기관정보

시설정보

인력정보
시설정보

기관정보

장비정보

2.1
기관정보
관리

2.2
인력
정보관리

2.3
시설정보
관리

장비정보
2.5
장비정보
관리

인력정보
시설정보

기관정보

장비정보

해체담당자
용기정보
2.4
용기정보
관리

해체정보

용기정보

용기정보

방사학정보

2.6
해체정보
관리

폐기물정보
2.7
폐기물
관리

핵종정보
방사학정보

핵종정보

해체장비
해체장비정보

해체작업자
해체작업자정보

핵종정보

폐기물정보
폐기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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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방사학
정보
폐기물방사학정보

○ 해체정보조회
인력정보

기관정보
검색조건
인력정보

기관정보

검색조건

3.2
인력정보
조회

시설정보

검색조건

시설정보

폐기물정보
검색조건
3.1
시설정보
조회

기관정보
인력정보

검색조건

검색조건

시설정보
해체담당자

검색조건
폐기물정보

3.3
페기물
정보조회

사용자

○ 해체정보평가
해체작업

인력정보

작업
해체

검색조건
인력정보

검색조건

폐기
물정
보
검색
방사
학정
조건
보
검색조
건

정보

4.1
인력정보
평가

검색조건

폐기물방사학정보

폐기물핵종정보

사용자

4.2
폐기물
정보평가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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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건

폐기물정보

검
색

해체담당자

핵

종

정

보

기관정보
인력정보

폐기물정보

○ 기관정보관리
2.1.1
기관정
보조회

검색조건

기관정보

검색조건

기관정보

기관정보

2.1.2
기관정
보입력

기관정보

기관정보

해체담당자

기관명

2.1.3
기관정
보삭제

기관정보

기관정보
기관정보

기관정보
2.1.4
기관정
보수정

기관정보

○ 인력정보관리
2.2.1
인력정
보조회

검색조건

인력정보

인력정보

인력정보

2.2.2
인력정
보입력

검색조건

인력정보

인력정보

해체담당자

주민등록번호

2.2.3
인력정
보삭제

인력정보

인력정보
인력정보
인력정보

인력정보
2.2.4
인력정
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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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정보관리
2.3.1
시설정
보조회

검색조건

시설정보

검색조건

시설정보

시설정보

2.3.2
시설정
보입력

시설정보

시설정보

해체담당자

시설정보

2.3.3
시설정
보삭제

시설정보

시설정보
시설정보

시설정보
2.3.4
시설정
보수정

시설정보

○ 장비정보관리
2.4.1장
비정보
조회

검색조건

장비정보

검색조건

장비정보

장비정보

2.4.2
장비정
보입력

장비정보

해체담당자

장비정보
장비코드

2.4.3.
장비정
보삭제

장비정보

장비정보
장비정보
장비정보

장비정보

2.4.4
장비정
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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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작업관리
해체담당자

장비정보
시설정보
시설정보

시설정보
2.5.1
작업대상
선택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자정보

해체작업자정보

1.5.2
해체작업
정보

방사학정보

방사학정보
핵종정보

핵종정보

○ 폐기물관리

시설정보

해체담당자

시설정보

시설정보

시설정보

2.6.1
작업대상
선택

폐기물정보

해체작업정보

폐기물정보

폐기물방사학정보

2.6.2
폐기물
관리정보

폐기물방사학정보

핵종정보
핵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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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상선택
2.5.1.1
시설목
록출력

시설정보

시설정보

시설정보

해체담당자

2.5.1.2
시설목
록세팅

시설코드

○ 해체작업정보
2.5.2.1
해체작
업정보
조회

검색조건

검색조건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2.5.2.2
해체작
업정보
입력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해체담당자

2.5.2.3
해체작
업정보
삭제

해체작업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2.5.2.4
해체작업
상세정보

해체장비

방사학적정보
해체작업자

해체장비

해체작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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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학적정보

○ 작업대상선택
2.6.1.1
시설목
록출력

시설정보

시설정보

시설정보

해체담당자

시설코드

2.6.1.2
시설목
록세팅

○ 폐기물관리정보
2.6.2.1
해체작
업정보
조회

검색조건

검색조건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2.6.2.2
해체작
업정보
입력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해체담당자

해체작업

2.6.2.3
해체작
업정보
삭제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해체작업정보
2.6.2.4
폐기물
상세정보

해체작업정보

폐기물정보

핵종정보

폐기물방사학정보
폐기물정보

폐기물방사학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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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정보

○ 시설정보조회
3.2.1
시설물
현황

시설물목록

검색조건

검색조건
3.2.2
시설물별
폐기물발생
현황

폐기물정보

시설정보

해체담당자

사용자

3.2.3
시설물별
최대표면
오염도 및
최대공간
방사선량률

방사학정보

시설정보

검색조건
3.2.4
시설물별
공기오염도
방사학정보

3.2.5
시설물
내외부
방사선량률

시설정보

○ 시설물현황
시설물목록

시설정보

검색조건

해체담당자

3.1.1.1
시설물
조회
사용자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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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정보

○ 시설물별 폐기물 발생현황
시설물별폐기물발생

해체담당자

3.1.2.1
시설물별
폐기물
발생현황
조회

사용자

시설정보
검색조건
시설정보

폐기물정보
폐기물정보

검색조건
검색조건

○ 시설물별 최대표면 오염도 및 최대 공간 방사선량률
시설별장비

시설정보
검색조건

해체담당자

시설정보

3.1.3.1
표면 오염도
및 방사선량
률조회

사용자
해체장비
검색조건

방사학정보

검색조건

○ 시설별 공기오염도
시설별인력

해체담당자

사용자

3.1.4.1
시설별
공기
오염도

시설정보
검색조건
시설정보

인력정보
검색조건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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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학정보

○ 시설별 내.외부 방사선량률
시설별폐기물

해체담당자

3.1.5.1
내외부
방사선량
률

사용자

시설정보
검색조건

시설정보

방사학정보

방사학정보

검색조건

검색조건

○ 인력정보조회
인력정보

투입인력정보

해체담당자

사용자

해체장비
및 기술현황

단위작업
생산갯수

3.2.1
투입인력
정보

해체작업

3.2.2
단위작업
생산갯수
조회

3.2.3
해체장비
및 기술
현황조회

방사학정보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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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입인력정보
투입인력정보

해체작업
검색조건

해체담당자

해체작업

3.2.1.1
투입인력
정보조회
사용자

인력정보
인력정보

검색조건
검색조건

○ 단위작업 생산 갯수
단위작업생산갯수

해체담당자

3.2.2.1
단위작업
생산갯수
조회

사용자

해체작업정보

검색조건
해체작업

검색조건

○ 해체장비 및 기술현황
해체장비정보

해체담당자

사용자

3.2.3.1
해체장비
및 기술
현황조회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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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장비정보
검색조건
해체장비

○ 폐기물 정보조회
3.3.1
폐기물
종류별
분포

시설물목록

3.3.2
방사능 준위
별 폐기물
분포

검색조건

해체담당자

검색조건

폐기물방사학정보

시설정보

3.3.3
폐기물저장
용기별 함유
핵종분포

사용자

폐기물정보

핵종
3.3.4
방사화물질
의 방사능
및 핵종분포

검색조건

폐기물방사학정보

3.3.5
표면오염도
분포 및 공
간 선량률

시설정보

○ 방사능 준위별 분포
방사능준위별폐기물

해체담당자

사용자

폐기물정보
검색조건

3.3.2.1
방사능
준위별
조회
검색조건

폐기물정보

폐기물방사학적
정보
폐기물방사학적정보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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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저장용기별 핵종분포
저장용기별핵종정보

해체담당자

사용자

폐기물정보
검색조건

3.3.3.1
저장용기
별핵종
조회

폐기물정보

핵종정보
핵종정보

검색조건
검색조건

○ 방사화물질의 방사능 및 핵종분포
방사능 및 핵종조회

핵종정보
검색조건

해체담당자

3.3.4.1
방사능
및 핵종
조회

사용자

핵종

폐기물정보

폐기물정보

검색조건

검색조건

○ 표면오염도 분포 및 공간선량율
시설별핵종
검색조건

해체담당자

사용자

폐기물방사학정보

3.3.5.1
표면오염도
및
공간선
량률조회

폐기물방사학정보

핵종정보
핵종정보

검색조건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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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정보평가
종류별장비

폐기물정보
검색조건

해체담당자

폐기물정보

4.1.1
폐기물
정보조회

폐기물방사학정보

사용자

폐기물방사학정보

검색조건
검색조건

폐기물핵종정보
폐기물핵종정보

검색조건

○ 인력정보평가
인력정보

장비정보
검색조건

해체담당자

인력정보

4.2.1
인력정보
조회
해체작업

사용자

해체작업

검색조건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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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해체 DB 주요 정보 Table 내용
번호

Table 명

설

명

1

an_analysis

분석업무를 저장하는 테이블

2

ap_instru

용기신청한 내용을 저장하는테이블

3

ch_charge

저장용기기록한 내용을 저장하는 테이블

4

co_table

코드를 관리하는 테이블

5

da_dating

시설들의 방사학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6

dd_design

인력계획을 저장하는 테이블

7

dm_member

해체작업에 들어가는 인력정보테이블

8

do_operate

해체작업일보 테이블

9

dt_tool

해체에 들어가는 장비테이블

10

eq_equip

시설정보 테이블

11

ia_dating

용기 들에 관한 방사학정보테이블

12

in_instru

용기정보테이블

13

io_operate

용기해제작업정보테이블

14

me_member

인력정보가 저장된 테이블

15

ni_nuclear

용기에 대한 핵종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16

or_org

기관정보를 저장한 테이블

17

sa_safety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는 테이블

18

sd_dating

폐기물의 방사학적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19

sn_nuclear

폐기물의 핵종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20

st_steam

폐기물에 대한 정보테이블

21

sv_save

인수기록테이블

22

te_tech

기술등급정보 테이블

23

to_tool

해체에 들어가는 장비들에 대한 테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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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Table 명
설
No

명

an_analysis
분석업무를 저장하는 테이블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비 고

1

eq_code

char

25

시설코드

PK,FK

2

an_duty

char

255

작업일

PK,FK

3

an_target

char

200

분석업무

4

an_result

char

255

대상

5

an_date

datetime

Table 명

ap_instru

설

용기신청한 내용을 저장하는테이블

No

명
Column명

시간

TYPE

LENGTH

설 명

1

ap_code

char

18

일련번호

2

ap_norm

char

18

용기규격

3

ap_div

char

18

용기구분

4

ap_re_cnt

char

18

신청갯수

5

ap_gr_cnt

char

18

지급갯수

No

Table 명

ch_charge

설

저장용기기록한 내용을 저장하는 테이블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비 고
PK,FK

비 고

1

me_code

char

20

사용자아이디

PK

2

ch_code

char

18

저장용기기록

FK

3

in_code

char

2

용기코드

FK

4

in_number

int

용기번호

FK

5

ch_date

datetime

저장용기기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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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명

co_table

설

코드를 관리하는 테이블

No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비 고

1

co_div

char

20

구분

PK

2

co_code

char

14

코드

PK

3

co_name

varchar

50

내용

No

Table 명

da_dating

설

시설들의 방사학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명
Column명

TYPE

1

do_date

datetime

2

eq_code

char

3

da_radial

4

LENGTH

설 명

비 고

작업일

PK

25

시설코드

PK

float

10

방사선량율

da_aupollute

float

10

알파유리성오염도

5

da_bupollute

float

10

베타유리성오염도

6

da_stick

float

10

고착성옹염도

7

da_face

float

10

표면선량율

8

da_air

float

10

공기오염도

9

da_air_amda

float

10

공기오염도-AMDA

10

da_air_bmda

float

10

공기오염도-BMDA

11

da_point

char

2

측정시점

12

da_water

float

10

수증오염도

13

da_date

datetime

측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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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명

dd_design

설

인력계획을 저장하는 테이블

No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비 고

1

dd_num

char

18

인력계획번호

PK,

2

eq_code

char

25

시설코드

PK

3

dd_size

int

작업인원

4

dd_date

datetime

인력계획일

5

te_code

char

No

기술등급

2

Table 명

dm_member

설

해체작업에 들어가는 인력정보테이블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1

do_date

datetime

작업일

2

me_code

char

20

사용자아이디

3

eq_code

char

25

시설코드

4

dm_content

char

255

작업내용

5

dm_estimate

char

18

예상피폭량

6

dm_bomb

int

작업후피폭량

7

dm_date

datetime

작업시간

8

dm_etc

char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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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비 고

Table 명

do_operate

설

해체작업일보 테이블

No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1

do_date

datetime

작업일

2

do_time

datetime

작업시간

3

eq_code

char

4

do_size

int

5

do_content

char

6

do_bomb

int

7

do_etc

char

255

비고

8

do_doc

char

18

문서번호

9

do_krr

char

18

KRR

10

do_equip

char

18

변환시설

11

do_tot

char

18

TotalBoby

No

25

시설코드
작업인원

255

작업내용
작업후피폭량

Table 명

dt_tool

설

해체에 들어가는 장비테이블

명
Column명

비 고

TYPE

1

eq_code

char

2

do_date

datetime

3

to_code

char

4

dt_size

int

LENGTH
25

4

설 명
시설코드

PK,FK

작업일

PK,FK

장비코드

PK,FK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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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Table 명

eq_equip

설

시설정보 테이블

No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1

eq_code

char

25

시설코드

2

eq_org

char

40

구성

3

eq_name

char

40

시설명

4

eq_use

char

20

용도

5

eq_resource

char

20

재원

6

eq_size

char

20

크기

7

eq_stuff

char

20

재료

8

eq_process

char

255

처리방안

9

eq_expect

float

10

예상피폭량

10

eq_date

datetime

11

eq_etc

char

No

255

비고

ia_dating

설

용기 들에 관한 방사학정보테이블

Column명

PK

해제예정기간

Table 명
명

비 고

TYPE

LENGTH

설 명

1

in_number

int

용기번호

2

ia_point

char

2

측정시점

3

in_code

char

2

용기코드

4

ia_radial

float

10

방사선량율

5

ia_aupollute

float

10

알파유리성오염도

6

ia_bupollute

float

10

베타유리성오염도

7

ia_stick

float

10

고착성오염도

8

ia_face

float

10

표면선량율

9

ia_air

float

10

공기오염도

10

ia_water

float

10

수중오염도

11

ia_date

datetime

12

ia_apollute

float

10

알파오염도

13

ia_bpollute

float

10

베타오염도

14

ia_1m

float

10

1M방사선량율

측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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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Table 명

in_instru

설

용기정보테이블

No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1

in_load

float

10

적재하중

2

in_etc

char

255

비고

3

in_number

int

4

in_code

char

5

in_money

decimal

6

in_size

char

40

적재부피

7

in_pos

char

255

저장소위치

8

in_kind

char

40

용기종류

9

in_property

char

40

특성

No

2

io_operate

설

용기해제작업정보테이블

Column명

용기번호

PK

용기코드

PK

제작비용

Table 명
명

비 고

TYPE

LENGTH

설 명

1

io_time

datetime

작업일

2

in_code

char

3

in_number

int

용기번호

4

io_date

datetime

작업시간

5

io_size

int

작업인원

6

io_content

char

7

io_bomb

int

8

io_etc

char

용기코드

2

255

작업내용
작업후피폭량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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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비 고

Table 명

me_member

설

인력정보가 저장된 테이블

No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1

me_code

char

20

사용자아이디

2

me_zip

char

6

우편번호

3

or_code

char

18

기관코드

4

te_code

char

2

기술등급

5

me_reg

char

13

주민등록번호

6

me_addr

char

80

주소

7

me_kind

char

20

직종

8

me_tel

char

14

전화번호

9

me_start

datetime

참여시작일

10

me_end

datetime

참여종료일

11

me_bus

char

40

업무

12

me_etc

char

255

비고

13

me_name

char

8

성명

14

me_duty

char

20

부서

15

me_pwd

varchar

34

비밀번호

No

Table 명

ni_nucleal

설

용기에 대한 핵종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비 고
PK

비 고

1

in_code

char

2

용기코드

PK,FK

2

da_point

char

2

측정시점

PK,FK

3

in_number

int

용기번호

PK,FK

4

nu_code

char

10

핵종

5

ni_emit

float

10

방출량

6

ni_date

datetime

측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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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Table 명

or_org

설

기관정보를 저장한 테이블

No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1

or_code

char

18

기관코드

2

or_tel

char

14

기관전화번호

3

or_home

char

255

기관홈페이지

4

or_zip

char

6

기관우편번호

5

or_addr

char

255

기관주소

6

or_name

char

80

기관명

Table 명

sa_safety

설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저장하는 테이블

No

명
Column명

TYPE

1

eq_code

char

2

do_date

datetime

3

sa_place

char

4

sa_date

datetime

No

LENGTH
25

255

설 명

작업일

PK,FK

장소
시간

설

폐기물의 방사학적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TYPE

LENGTH

설 명

1

do_date

datetime

2

eq_code

char

3

sd_radial

float

4

st_code

int

5

sd_point

char

2

측정시점

6

sd_apollute

float

10

알파오염도

7

sd_bpollute

float

10

베타오염도

8

sd_sradial

float

10

폐기물의 방사능

9

sd_inactive

float

10

폐기물의 비방사능

sd_date

datetime

10

비 고
PK,FK

sd_dating

Column명

PK

시설코드

Table 명
명

비 고

비 고

작업일

PK, FK

25

시설코드

PK, FK

10

방사선량율
페기물번호

측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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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Table 명

sn_nuclear

설

폐기물의 핵종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No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비 고

1

st_code

int

폐기물번호

PK, FK

2

do_date

datetime

작업일

PK, FK

3

eq_code

char

25

시설코드

PK, FK

4

nu_code

char

10

핵종

5

sn_point

char

2

측정시점

6

sn_emit

float

10

방출량

7

sn_date

datetime

측정일

Table 명

st_steam

설

폐기물에 대한 정보테이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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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PK, FK

No

Column명

TYPE

1

do_date

datetime

2

eq_code

char

3

st_code

int

4

st_kind

char

5

in_number

int

6

in_code

char

7

st_process

8
9

LENGTH

25

설 명
작업일

PK, FK

시설코드

PK, FK

폐기물번호
60

비 고

PK,

종류
용기번호

PK, FK

2

용기코드

PK, FK

char

255

처리방법

st_pos

char

255

장소

st_weight

float

10

무게

10

st_chief

char

40

주요성분

11

st_date

datetime

12

st_size

char

30

크기

13

st_corn

float

10

잡고체

14

st_filter

float

10

폐필터

15

st_wash

float

10

세탁폐기물

16

st_disuse

float

10

폐기선원

17

st_tank

float

10

원자로수조수

18

st_save

float

10

저장폐기물

19

st_inflacte

float

10

제염폐액

No

발생일시

Table 명

sv_save

설

인수기록테이블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1

me_code

char

20

사용자아이디

2

sv_code

char

18

인수기록코드

3

in_code

char

2

용기코드

4

in_number

int

용기번호

5

sv_date

datetime

인수기록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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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Table 명

te_tech

설

기술등급정보 테이블

No

명
Column명

1

te_name

2
3

No

TYPE

LENGTH

설 명

char

기술등급명

te_money

2

단가

te_code

50

기술등급코드

char

Table 명

to_tool

설

해체에 들어가는 장비들에 대한 테이블

명
Column명

TYPE

LENGTH

설 명

1

to_money

decimal

2

to_code

char

4

장비코드

3

to_use

char

255

용도

4

to_make

char

40

제작사

5

to_etc

char

255

비고

6

to_name

char

40

장비명

7

to_size

int

8

to_setting

char

40

사양

9

to_modal

char

40

모델

비 고

PK

비 고

구입금액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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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

부록 6. Excel sheet를 이용한 해체 자료 입력 Table
번호
1
2
3
4

입력양식
인력정보
기관정보
용기정보
장비정보

입력양식 명
설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명
Column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기관명
부서명
분야
직종
업무
기술등급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우편번호
주소
비고

입력양식 명
설
No
1
2
3
4
5
6

명
Column명

기관코드
기관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인력정보를
기관정보를
용기정보를
장비정보를

설
입력하는
입력하는
입력하는
입력하는

명
엑셀
엑셀
엑셀
엑셀

분

류

입력양식
입력양식
입력양식
입력양식

인력정보
Excel를 통한 데이터 입력
TYPE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datetime
datetime
char
char
char

LENGTH
20
13
14
18
40
20
20
20
2

설 명

비 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기관명
부서명
분야
직종
업무
기술등급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7
255
255

우편번호
주소
비고

기관정보
Excel를 통한 데이터 입력
TYPE
char
char
char
char
char
char

LENGTH
18
80
14
6
25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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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
기관코드
기관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홈페이지

비 고

입력양식 명
설
No
1
2
3
4
5
6
7
8
9

명
Column명

용기코드
용기번호
용기종류
특성
적재부피
적재하중
제작비용
저장소위치
비고

입력양식 명
설
No
1
2
3
4
5
6
7
8
9

명
Column명

장비종류
장비명
모델
사양
수량
구입금액
제작사
용도
비고

용기정보
Excel를 통한 데이터 입력
TYPE
char
int
char
char
float
char
decimal
char
char

LENGTH
2

설 명

비 고

용기코드
용기번호

40
40

용기종류
특성
적재부피

40

적재하중
제작비용

255
255

저장소위치
비고

장비정보
Excel를 통한 데이터 입력
TYPE
char
char
char
char
int
decimal
char
char
char

LENGTH
4
40
40
40

설 명
장비종류
장비명
모델
사양
수량
구입금액

40
255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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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
용도
비고

비 고

부록 7. 해체 DB Prototype용 User Interface 화면설계
화면설명

메인화면

파일명

○ 왼쪽의 시설정보를 누르면 시설정보를이 나타나며 해당 시설을
클릭하면 시설에 대한 정보들이 오른쪽 정보란에 나타난다.
비고

○ 정보란 하단에 계략정보와 구조도가 있으며 구조도를 클릭하면
구조도가 나타나며 구조도를 클릭하면 해당정보가 계략정보에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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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파일명

코드관리

○ 코드정보관리에서 그룹코드, 코드, 내용을 입력하면 코드가 등록
된다.
비고

○ 코드수정은 해당코드를 선택하면 코드정보관리에 나타나면 코
드저자을 누르면 저장이 된다.
○ 코드삭제는 리스트의 왼쪽의 선택을 클릭하여 여러개의 코드를
한꺼번에 삭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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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파일명

기관정보

○ 기관정보에서 기관코드, 기관 명,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홈페
이지의 기본정보를 입력 후 기관정보저장을 클릭하면 기관이 등
록된다.
○ 기관정보수정은 리스트에서 클릭하면 기관의 정보가 기관정보
비고

란에 뜨며 내용수정 후 기관정보저장을 클릭하면 수정이 된다.
○ 기관정보삭제는 리스트의 왼쪽의 선택을 클릭하여 여러개의 기
관를 한꺼번에 삭제 할수 있다.
○ Excel은 기관정보를 Excel에서 일괄적으로 읽어올 때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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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메인화면

파일명

○ 인력정보에서 인력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 후 인력정
보저장을 클릭하면 인력이 등록된다.
○ 인력정보수정은 리스트에서 클릭하면 인력의 정보가 인력정보
비고

란에 뜨며 내용수정 후 인력정보저장을 클릭하면 수정이 된다.
○ 인력정보삭제는 리스트의 왼쪽의 선택을 클릭하여 인력정보를
한꺼번에 삭제 할수 있다.
○ Excel은 인력정보를 Excel에서 일괄적으로 읽어올 때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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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파일명

시설정보관리

○ 시설정보에서 시설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 후 인력정
보저장을 클릭하면 인력이 등록된다.
○ 시설정보수정은 리스트에서 클릭하면 시설의 정보가 시설정보란
비고

에 뜨며 내용수정 후 시설정보저장을 클릭하면 수정이 된다.
○ 시설정보삭제는 리스트의 왼쪽의 선택을 클릭하여 시설정보를
한꺼번에 삭제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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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용기정보

파일명

○ 용기정보에서 용기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 후 용기정
보저장을 클릭하면 용기이 등록된다.
○ 용기정보수정은 리스트에서 클릭하면 인력의 정보가 용기정보
비고

란에 뜨며 내용수정 후 용기정보저장을 클릭하면 수정이 된다.
○ 용기정보삭제는 리스트의 왼쪽의 선택을 클릭하여 용기정보를
한꺼번에 삭제 할수 있다.
○ Excel은 용기정보를 Excel에서 일괄적으로 읽어올 때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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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파일명

장비정보

○ 장비정보에서 장비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 후 장비정
보저장을 클릭하면 장비가 등록된다.
○ 장비정보수정은 리스트에서 클릭하면 장비정보가 장비정보란에
비고

뜨며 내용수정 후 장비정보저장을 클릭하면 수정이 된다.
○ 장비정보삭제는 리스트의 왼쪽의 선택을 클릭하여 장비정보를
한꺼번에 삭제 할수 있다.
○ Excel은 장비정보를 Excel에서 일괄적으로 읽어올 때 사용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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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파일명

해체작업관리

○ 왼쪽의 시설정보를 클릭하면 시설에 대한정보가 나타나면 해당시
설에 대한 작업정보가 오른쪽에 나타난다.
○ 오른쪽 상단의 검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볼수 있다.
비고

○ 작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체작업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 작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오른쪽리스트에서 더블클릭하면 상세내
용이 뜬다.
○ Excel은 엑셀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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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비고

파일명

작업일보등록

○ 시설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고 확인을 누르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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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파일명

해체작업정보

○ 작업일보에 대한 상세정보이다.
비고

○ 작업일보에 들어가는 해체작업자정보, 방사학적정보, 해체장비정
보, 페기물정보가 한번에 나타난다.
○ 모든작업은 등록, 삭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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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파일명

해체작업자등록

○ 담당자는 현재 등록된 인력정보의 정보이다.
비고

○ 새로운 인력은 일단 인력정보에서 등록하고 선택을 해야한다.
○ 해체작업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후에 등록을 누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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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비고

파일명

방사학적정보

○ 작업구분에서 작업전과 작업후를 구분해서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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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메인화면

파일명

○ 해체장비는 장비정보에서 기본 정보를 읽어온다.
비고

○ 등록되어 있지 않을 장비를 쓸려면 일단 장비정보에 장비를 등록
하고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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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파일명

폐기물관리

○ 왼쪽의 시설정보를 클릭하면 시설에 대한정보가 나타나면 해당시
설에 대한 작업정보가 오른쪽에 나타난다.
○ 오른쪽 상단의 검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볼수 있다.
비고

○ 작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체작업등록을 클릭하면 된다.
○ 작업에 대한 상세내용은 오른쪽리스트에서 더블클릭하면 상세내
용이 뜬다.
○ Excel은 엑셀의 내용을 일괄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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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파일명

폐기물상세정보

○ 폐기물정보를 클릭하면 페기물에 대한 방사학정보가 나타난다.
비고

○ 방사학적정보를 틀릭하면 페기물에 대한 핵종정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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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메인화면

파일명

○ 할당받은 용기번호, 용기코드를 입력한다.
비고

○ 페기물번호가 기타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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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파일명

시설물별 폐기물발생현황

○ 왼쪽의 시설정보를 클릭하면 시설정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
비고

○ 내용은 위의 그림처럼 수식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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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비고

파일명

시설물별 폐기물발생현황

○ 수식을 그래프로 표현

- 401 -

화면설명

비고

파일명

페기물준위별평가

○ 왼쪽의 시설정보에 의해서 오른쪽에 리스트와 그래프로 뿌려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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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설명

연도별 총인력 투입계획 대비실적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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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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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5-20줄내외)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해체는 2020년 이후로 예상되지만 수명연장, 주기적 안
전성 점검 등 원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염이나 부분 해체의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며 국내 해체시장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연구로 해체 자료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해체 DB자료 구조설계 및 최적화
를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해체 DB Prototype 구축 해체 DB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
였다. 또한 해체과정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상의 그래픽 공
간상에서 실제 해체 작업 전에 해체공정을 검증할 수 있는 주요 해체공정 전산모사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연구로 1&2호기에 사용된 회전시료조사대를 수중에서 해
체하기 위해 고방사성 수중분해장비를 개발하였다. 고방사성장치 수중분해장비 개
발은 수중 절단분해를 위한 요소기술을 개발하였고 설계, 제작 및 성능평가를 수행
하여 최종적으로 해체현장에 적용을 위한 실증시험을 수행하였음. 마지막으로 해체
작업시 대량의 시료채취 및 방사선/능 측정, 분석 및 평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를 개발하였고 표면오염도 자동측정장비 시제품 제작 및
시험을 수행하였다.
주제명키워드 연구로, 해체, 제염, 데이터베이스, 전산모사, 회전시료조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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