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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증류탑 검사 장비는 석유화학시설에서 생산물의 분리 정제를 위한 

중요한 장치중의 하나로 유지보수 관련하여 가동 중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디텍터를 사용하여 측면 도 분포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소개되는 장비는 이러한 검사를 

PC를 통한 기계장치제어를 통한 위치이동 및 계측의 자동화를 이룩한 자동 

감마 증류탑 검사장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방사선 계측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장거리의 동축케이블을 통한 신호 전송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전기적 노이즈에 취약하여 방사선 계측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케이블 길이의 

증가로 인한 디텍터의 analog출력 신호를 왜곡시켜 pulse height 

analysis등이 부정확 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증류탑 검사장치에 비접촉식 유도코일을 이용하고 FSK 변조를 

통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채택하여 전기적 노이즈 저감 및 을 통한 증류탑 

진단결과의 안정성과 재현성 향상을 이룩하 다. 보다 자세하게는 방사선 

검출부에 내장 battery로 동작되도록 저 전력용으로 설계된 고전압 

발생장치, PHA 회로 등을 포함시켰으며, 계측결과는 MODEM과 유도 coil을 

통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여 전송길이와 상관없이 pulse height 

analysis가 가능 하도록 하 다. 동시에 외부 전원으로 동작되는 기계장치 

구동 관련회로와는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도록 하여 구조적으로 노이즈에 

취약했던 방사선 계측부분을 안정적으로 동작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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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Distillation column is important unit in petro-chemical industries, and its 

on-line diagnose is important. To get density profile measured by the 

radiation transmitted through column is well method for on-line diagnose 

to find out missing tray or flooding. In many cases the distance from 

radiation detector to detection circuit is up to 100m long. Conventional 

radiation detection method that is to transmit analog signal by co axial 

cable directly to detection circuit couldn't give good result because of its 

long cable. In this case the system is sensitive to electric noise because 

of long cable and  interface between the radiation circuit and the 

controller for mechanical system. The radiation detection system 

introduced here is using digital modulated signal and loop coil to transmit 

signal instead of slip ring and analog signal. In detail detection part of  

automatic gamma scanner consists of high voltage circuit, PHA circuit 

FSK modem and battery. This method isolates power system and gives 

good solution for automatic gamma scanning by isolating the controlling 

circuit of mechanical system from radiation detecting circuit which is 

sensitive to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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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사선을 이용하여 증류탑을 진단하는 방법은 증류탑의 가동 중에 내부 

구조물의 진단을 위해서 감마선원 및 방사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수직 

도분포 (vertical density profile)를 구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증류탑 검사와 같이 방사선 검출기와 데이터 처리장치 부분 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신호 전송길이의 증가로 인한 신호 왜곡 등이 

발생하게 된다. 방사성 추적자 이용기술개발과제에서 개발한 자동 증류탑 

검사장치는 방사선 계측부에 데이터 전송회로를 포함시키고 방사선 

계측신호를 digital 변조하여 전송한 후 복조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길이에 

관계없이 방사선 계측신호를 계측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러한 장치는 

방사선 검출기와 데이터 처리장치와의 거리가 먼 경우 매우 효과적이며 

고주파 carrier 신호에 동조되는 loop coil을 사용함으로서 noise 제거기능을 

갖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증류탑 검사장치의 회전부와 고정부 사이의 

연결에 사용되는 slip ring을 대신하여 주변의 전기적 노이즈로부터 

상대적으로 향을 덜 받는 유도 coil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토록 하 다. 

이러한 detector 부와 감마선원의 이동은 step모터를 장착한 기계장치에 

의해 동작되어지며 이들 장치의 제어는 micom 및 PC에 의해 제어되도록 

설계 되어졌다. 이러한 구성은 기존의 NDT방법으로는 검사가 불가능한 

대규모 증류탑의 구조 진단에 매우 효과적이며 검사의 재현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2. 장비의 개요
  어떤 특정 에너를 가진 감마선이 두께가 x이고 도가 d인 물질을 통과할 

때 방사선이 일부는 흡수되므로 이 물질이 없는 경우의 방사선 세기(I0)에 

비해 감소되어 I가 된다. 통과하는 매질의 도가 클수록 매질의 두께가 두

꺼울수록 투과된 방사선의 양은 감소된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I = I0 exp (− µdx )  [m: mass absorption coefficient]

위의 식에서 x는 외벽을 포함한 column의 외경으로 증류탑검사의 주요 관심

사항은 column내부의 상황이므로 외벽에 의한 차폐효과를 따로 분리하여 위

식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

I = I0 exp (− µdx ) exp (− µtdtxt)

µdx = InI0− InI − µtdtxt

d = [(InI0− µtdtxt)− InI ]/µ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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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의 우측항 중 InI를 제외한 모든항이 상수이므로 다음과 같이 단순화 

되며 d = A (B − InI )가된다. 자동 증류탑 검사장치는 d를 자동으로 구하기위

한 장비로 선원과 디텍터의 이동과 계수를 자동으로 하기위한 장치이다. 이

러한 계측결과를 증류탑의 설계도면과 비교하면 flooding의, tray의 손상유무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 1 증류탑

  

그림. 2 증류탑검사

증류탑 검사장비의 기본적인 구성은 그림3과 같다. 마이컴을 통한 정확한 이

동 및 방사선 계수를 하고 계수결과를 PC에 전송하는 Nucleonic Control 

System이라고 할 수 있다. 모뎀을 통하여 디텍터회로에서의 방사선 계수치

를 수신한 후 step motor driver를 구동하기위한 CPLD를 제어하여 디턱부와 

선원을 다음 계측부분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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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증류탑 검사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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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Motor
driver 1

STEP Motor
driver 2

CPLDCPLD

LCD

Detector operator Source operator

Signal

장비 설치시 정확한 거리이동과 디텍터 및 선원 위치 제어장치내의 

encoder를 통하여 이동한 거리를 실측하여 오차를 보정하고 가이드 케이블 

대신 바람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선원과 검출기가 흔들리는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토크 모터를 이용하여 선원 및 디텍터홀더를 step motor 

반대쪽으로 항상 일정한 장력으로 당겨주도록 하 다. 이들의 유기적인 

제어는 제어박스에서 하여 각종 이동간격 및 계수간격 등의 설정치는 PC를 

통해 하며 토크모터의 장력크기 등은 제어박스를 통해 하도록 하 다. 

이러한 동작을 위하여, 방사선을 내는 선원홀더 및 방사선을 감지하기 

위한 디텍터 와 collimator를 포함하는 디텍터 홀더, 선원홀더 및 디텍터 

홀더를 정확한 거리로 이동하기 위한 step모터를 포함한 위치제어기,  

선원홀더와 디텍터홀더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토오크 모터를 사용한 

장력조절 장치를 구비하여 step모터가 감김 동작을 할때는 장력을 줄이고 

풀림동작시 장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며 장력조절 장치의 장력 

조절의 위한 제어장치는 제어박스내에 포함되어있으며 감김 풀림시의 장력 

설정치는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증류탑 검사시 제어박스에서 

자동으로 감김과 풀림 모드를 설정해준다. 또한, 정전시 장력 조절장치는 

자동 잠금기능을 추가하여 선원 및 디텍터홀더의 추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이하 내용을 한장비의 구성 및 설치는 그림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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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agram of standard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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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원홀더의 구조

선원홀더는 슬릿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텅스턴 차폐로 구성

되어있으며 60mm dia x 35mm의 Co-60등 봉선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

어있다. 중량은 3.5kg정도로 작업시 선원운반용기에서 꺼내어 설치시 피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5에 나타난 각부분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A1 : source position control dial

A2 : slit size control d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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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60mm dia x 35mm length, 2ea, shutter

A4 : Co-60 source (maximum diameter : 5.5mm) 

A5 : spring to position source in the middle of two shutters.

A6 : connecting the source holder to the operator.

Fig. 5 source holder

A1

A2

A3

A4

A5

A6

투과방사선계측을 위한 선원은 Co-60을 사용하며 텅스텐 collimator로 둘러

싸여있으며 슬릿을 통하여 1.33MeV,1.17MeV에너지의 감마선을 원반 형태로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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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o-60선원 홀더

Stainless steel wire

Biner

Source holder

RG 58 cable from source 
operator

2.2 디텍터홀더의 구조

자동증류탑 검사장치의 디텍터홀더에는 NaI(TI)디텍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전압 공급장치 및 PHA회로 등 방사선계측회로를 내장하고 모뎀을 추가하

여 FSK변조된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도록 하 다. 전송신호는 control box내

의 모뎀으로 전송되며 여기서 변조된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복원된다. 

그림 7 자동 증류탑 검사장치의 방사선 검출부

이러한 신호전송방법은 계측치의 정확성을 향상 시키고 측정거리를 향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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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상용방사선 계측기를 사용하여 장거리 케이블을 통하

여 신호를 받는 경우  케이블길이 증가로 인한 신호감소, 신호왜곡, 노이즈

증가등으로   

그림 8  긴 케이블로 인한 펄스왜곡

 이에 비해 그림9는 개발된 장비로 측정된 스펙트럼으로 1.33MeV의 피크가 

왜곡 없이 계측됨을 알 수 있다. 

그림 9 디지털변조후 측정한 Co-60선원의 pulse spectrum비교

그림 10과 같은 고전압공급회로가 디텍터부에 포함이 되어있어 동축케이블

에 인가되는 전압은 125kHz의 0∼5V의 변조신호로서 전기적 발화 위험성이 

전혀 없어 석유화학시설내의 사용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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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고전압 공급장치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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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디텍터 회로 조절 단자

w
in

th
r

h
v

+ + +

power pha

Top view

Front view

Print circuit board

디텍터신호의 조정은 디텍터홀더의 control 단자에서 하며 single channel의 

방사선 계측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는데 Peak height analysis 범위 중 

window voltage 범위와 threshold 전압 범위는 그림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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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ontrol voltage level 

0~1.25V

0V

2.5V(VL)

3.75V

1.25V

Vp

Variable Window size 
0~1.25V

Variable Threshold level 
0~1.25V

VH

Fixed voltage

Fixed voltage

Fixed voltage

pulse height analysis회로에서 그림14의 pre amp 입력을 받아 TTL pulse를 

출력한다. TTL 펄스는 Micom회로에서 계수되어진후 ASCII 부호화되어 

FSK Modem의 input로 전달된다.

그림 13 Preamp와 Pulse height analysis 회로

+

-

+

-

R12

R12

U3A

U3B

R8

VH

VLR7

+

-

R5

A3
R10

R13

1.2V

1.2V

1.2V

+5V

+5V

PHA out
RC

CX

Q-T

Q

+T

R

4538U1A

RC

CX

Q-T

Q

+T

R

4538U1B

+5V

Vp

2.5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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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wave form when PHA switch is on

Pre amp out 
(VP)

TTL pulse

VL<VP<VH VP>VH VP<VL

그림 16의 회로는 FSK 변조회로로서 121kHz의 mark frequency와 129kHz

의 space frequency를 사용한다. 

그림 15 detector 회로의 data processing 순서

Micro controller

Transmit ASCII 
data

4800 bps

Convert binary 
data into ASCII 

data

PHA 출력
pulse를 2진 계

수 처리

Micro controller

Transmit ASCII 
data

4800 bps

Convert binary 
data into ASCII 

data

PHA 출력
pulse를 2진 계

수 처리

그림 16 FSK 변조회로

Q1
Q2
Q3
Q4
Q5

Q6
CLR

J

K

Q

8M clk

74HC4040

7473

FSK out En D in

2.3 선원 위치 제어장치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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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위치 제어장치는 control box에서 제어신호를 받아 선원의 위치 제어

를 하는 장치이다. 선원의 위치제어는 step motor 및 rotary encoder를 통하

여 거리제어를 한다.  

그림 17 encoder를 이용한 거리측정장치

D

cable

rotate

rotary encoder의 한번회전당 펄스는 1024이고 1회전당 이동거리는  2πD로

서(여기서, D=40.75mm) 1mm당 펄스수는  4pulse/mm가된다.

그림 18 선원위치 제어장치

Lead weight
(over than 11kg)

Detector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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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디텍터위치 제어장치의 구성

디텍터 위치제어장치는 선원위치 제어장치의 구조와 거의 같다. 다만 차임점

은 detector hoder로부터 신호를 받기위한 디텍터 위치 제어장치내의 step 

모터의 고정부와 회전부 사이에서의 신호 전송을 위하여 사용된 그림19와 

같은 유도 코일 장치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 유도 코일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1차 회로와 2차 회로가 절연되어 conduction noise의 감쇄뿐만 아니라 기계

적인 접촉이 없으므로 구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19 Loop coil

b

C

a

N turn coil

b

a

h (cm)

L=  
0.31 (aN)2

6a+ 9h+ 10b
 (μH)

그림 20 유도코일을 통한 slip ring의 대체

2.5 장력조절장치

그림 21은 선원 및 디텍터를 구동장치 반대편으로 잡아 주기위한 장치로서 

흔들림 방지 및 선원 및 디텍터 이동을 위한 토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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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장력조절장치

Lead weight
(over than 11kg)

Tensioner

장력조절장치에 사용되는 Torque motor는 100V/50Hz, Oriental torque 

motor로서 일정한 토오크로 감기는 역할을 한다.

그림 22 장력조절장치

그림 22에 표시된 각부의 동작을 보면 다음과 같다.

E1은 철선의 부드러운 감김과 풀림을 위한 장치로 wire drum의 회전과 

연동되어 동작한다. 

E2는 wire drum으로 약 200m 길이의 철선이 감겨있다.

E3은 torque motor로서 일정한 토크를 발생시키는 모터이다. control 장치

를 추가하여 전압을 가변 시켜주면 발생 토오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

다.

E4은 Solenoid coil으로서 전원 차단 시 잠김 기능을 한다. 이장치는   정

전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전원차단시 모터의 토크가 갑자기 0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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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홀더나 디텍터홀더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이

다.

 2.6 제어박스의 구성

그림 23 장치 구성도

TRQ MTR

STP MTR ENCODERENCODER STP MTR

TRQ MTRRS232C

SOURCE DETECTOR

SIGNAL INPUT

SCAN MODE

10m
m

10m
m

wind

unwi
nd

23m
m

49m
m

TRQ CONT

11m
m

46.5mm

27mm

TRQ MTR

STP MTR ENCODERENCODER STP MTR

TRQ MTR
RS232C

SOURCE DETECTOR

SIGNAL INPUT

SCAN MODE

T/M S/M

S/M T/M

wind

unwind

TRQ CONT

Detector operatorsource operator Tensioning tool

220V AC

8p6p7p 8p6p 7p

Serial cable

10m

1
0
m

1
0
m

1
0
m

10m

1
0
m

1
0
m

Fig 24 Front panel

source detector

STP MTR

EM-STOP

TRQ-MTR

AUTOMATIC GAMMA SCANNER KAERI

mm125.18 ×

mm315.21 ×

MODE + - START

REMOTE

 

Fig 25 rear panel

TRQ MTR

STP MTR ENCODERENCODER STP MTR

TRQ MTRRS232C

SOURCE DETECTOR

SIGNAL INPUT

mm16=φ

mm16=φ

mm16=φ

mm16=φ

mm16=φmm16=φ

SCAN MODE

mm5.9=φ

10mm 10mm

mm5.2=φ
wind

unwind

mm3=φ
23mm

49mm

TRQ CONT

11mm

46.5mm

27mm

TRQ MTR

STP MTR ENCODERENCODER STP MTR

TRQ MTRRS232C

SOURCE DETECTOR

SIGNAL INPUT

SCAN MODE

T/M S/M

S/M T/M

wind

unwind

TRQ CONT

제어박스는 선원 및 detector 이동 제어를 위한 step motor controller 및 

PLD, FSK 신호검출을 위한 modem등으로 구성되어있다.  각종지표를 표시

하기위한 LCD display control장치 및 계측치의 PC 전송을 위한 통신회로, 

step motor control를 위한 driver 및 CPLD장치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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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control box의 구성
M

O
D

E
M

MICOM

STEP Motor
driver 1

STEP Motor
driver 2

CPLDCPLD

LCD

Detector operator Source operator

Signal

2.6.1 Modem 회로

control box의 수신용 Modem은 FSK 신호를 검출하여 디지털 신호로 바

꾸기 위한 것으로 전용 IC인 XR2211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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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FSK 신호 검출을 위한 Modem 회로

detector 로부터 전송된 신호는 detector operator의 loop 코일을 통하여 

control box에 전달된다. control box에서는 op-amp를 통하여 신호를 증폭한

후 xr2211에서 digital 신호로 복조된다. 이때신호는 4800bps serial 통신신호

로서 control box내의 main board에 있는 Micom에서 처리된다.

2.6.2 Mainboard

Main board내에는 2개의 CPLD를 통한 Motor Driver의 제어, detector 

operator 및 선원 operator로부터 encoder 신호 수신, detector 신호수신, PC

와의 통신등을 한다.

그림 28 Main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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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STP MTR port and control box 

1

2

3

4

7

8

-

Step m otor d river
CNT3

3

2

1

24V

GND

5

6

4

5

Mainboard
CNT16(MG2)

shie ld

2.6.3 Display 장치

control box의 display장치는 comfile technology사의 serial monitor 

HLCD114를 사용하 고, 128×64dot의 그래픽과 20×4 character를 표시할 수 

있다. monitor의 제어는 4800bps또는 19200bps의 serial 통신으로 제어가 가

능하며, 여기서는 4800bps로 제어를 한다. 

M O D E : I D L E

H V : 6 5 0 V W I N : 1 0 2 %

T H R : 1 3 % B A T : 0 %

C O U N T : 3 0 / 1 S

LCD display

LCD 창에서 보여주는 정보는 동작 mode, high voltage값, window값 

threshold값 배터리 잔류량, 방사선 계수치등을 보여준다.

동작 MODE는 전원이 켜져있는 대기상태인 idle 모드, 방사선 계수없이 선

원 및 디텍터의 위치이동하는 LEVEL 모드, SCAN은 일정스템이동후 계수 

및 데이터를 기록하는 scan 모드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HV표시는 디텍터에 

공급되는 고전압을 나타낸다. PM tube가 정상적인 동작을 하기 우해서는 적

절한 전압을 공급해주어야한다. 고전압의 조정은 detector holder에서만 할 

수 있고 control box는 단지 고전압의 수치만을 읽을 수 있다.

WIN표시는 Pulse height analysis동작시 계수하고자 하는 에너지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으로 최대 에너지 폭을 100%로 기준하여 표시한다. PHA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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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켜져있을때만 win값이 유효하다.

THR값은 노이즈제거나 낮은 에너지의 펄스를 제거하기위한 것으로 최대 

값을 100%기준으로 표시한다. 

BAT값은 detector holder의 전원용 배터리의 잔류량을 표시하기위한 것으

로 battery 4개 1.5V기준해서 출력전압의 최대치를 6V 100%기준하여 표시

한다. 

COUNT값은 방사선 계수치를 표시하기위한 것으로 실시간 설정된 계수시

간 동안 측정된 방사선의 수를 표시한다.

PC와의 통신은 RS 232통신을 하며 PC에서는 운용소프트웨어를 통하여 통

신을 한다. 통신시 Serial 포트의 환경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 놓아야 한다. 

 - baud rate : 9600bps

 - hardware flow control : none

 - software flow control : none

 - parity check : none

 - connector type: 9pin

그림 30 RS232c통신단자

1

2

3

4

5

6

7

8

9

RS232 port

RXD

TXD

GND

CN10Main board

1

2

3

2.6.4 Torque motor control 장치

 장력 조정장치에 설치되어있는 토오크모더의 토오크조절은 control box에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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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치에서 한다. control box 뒤면에는 토오크 control 단자가 4개 존재하

는데 각각 선원쪽의 장력조절장치의 감길때의 토오크(A)와 풀릴때의 토오크

(C), 디텍터쪽 장력조절장치의 감길때의 토오크(B)와 풀릴때의 토오크(D)등

을 제어하는 단자이다.

그림 31 토오크 control 단자

TRQ CONTTRQ CONT

wind

unwind

A B

DC

토오크 컨트롤에 사용되는 모터로는 Oriental motor사에서 제작된 토오크 모

터(5TK20GN)를 사용하 다. 토오크 모터의 토오크 조절은 모터에 공급되는 

전압을 변화시킴으로서 가능하다. 토오크 모터내에는 전압 조정용 controller

가 포함되어있는데 controller는 위상제어 방식의 전력전자 회로로서 저항값

을 조정하면 공급전압이 변화하도록 구성되어있다. 

그림 32 위상제어을 통한 전압 조절 장치

110V AC

40~110V AC

저항을 통한 위상제어

이 위상제어를 위한 저항을 그림33처럼 control box의 back board에 위치시

켜 전압 조정을 control box의 back board의 CNT3, CNT4 와 연결된 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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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control 단자에서 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그림 33 control boxd의 저항 연결단자

1

2

34

5

6

Back board
CNT4 TENS2

2 1

AC 110V
7

switch
18uF/AC 220V

그림34는 선원 및 디텍터 위치제어장치의 구동시 릴레이를 사용하여 모터 

회전방향과 연동하여 relay를 구동시켜 토오크 제어용 저항을 바꿔주어 감김

시와 풀림시의 토오크를 조절할 수 있게 하는 회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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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릴레이를 사용한 토오크를 자동 조절 회로

3. PC용 제어프로그램

PC용제어프로그램은 control box로부터 계측된 데이터를 수신받아 계측 데

이터를 실시간 표시하는 동시에 저장을 한다. 시작시에는 계측시간 scan 간

격과 scan 구간등을 제어프로그램에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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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Labview control program

3.1 LEVEL 동작을 위한 Menu

level mode에서의 PC 제어는 선원 또는 디텍터를 선택하여 데이터 로깅 없

이 이동하기위한 것으로 LEVEL/SCAN에서 clicking starting button after 

parameter를 설정후 start 버튼을 누르면 이동이 시작된다. 컨트롤 프로그램

은 labview를 사용하여 프로그램한 것으로 기본메뉴에 그림36과 같이 시작 

button 및 강제종료 button이 항상 포함되는 특징이있다.

그림 36 Start button 및 강제 stop button

Start button
Forced stop 

button

stop but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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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Level기능 사용시 parameter값

Source/

Detector

Source 선원이동
available at LEVEL 

menu 

detector detector holder의 이동
available at LEVEL 

menu 

ALL 선원 및 디텍터이동
available at LEVEL 

menu 

UP/DOWN

up 선택된 대상을 위로 이동
available at LEVEL 

menu 

down 선택된 대상을 아래로 이동
available at LEVEL 

menu 

Distance(mm) 0~99999mm 이동 범위를 mm 단위로 설정
available at LEVEL 

menu 

calibration

source up
 선원을 위로 이동시 보정상수 

실제이동거리 = f×이동거리설정값
f=

10000
calibration value

detector up
디텍터를 위로 이동시 보정상수 

실제이동거리 = f×이동거리설정값
f=

10000
calibration value

source down
선원을 아래로 이동시 보정상수 

실제이동거리 = f×이동거리 설정값
f=

10000
calibration value

detector down
디텍터를 아래로 이동시 보정상수 

실제이동거리 = f×이동거리 설정값
f=

10000
calibration value

Control box의 LCD 표시창은 LEVEL 동작시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LEVEL 동작이 시작되면 Mode표시는 idle에서 level로 바뀌며 선원이나 

detector가 이동을 끝내면 다시 idle mode로 복귀한다.

M O D E : L E V E L

H V : 6 5 0 V W I N : 0 0 0 %

T H R : 1 3 % B A T : 1 0 0 %

C O U N T : 1 0 0

3.2 SCAN동작을 위한 Menu

SCAN은 일정간격으로 detector와 선원을 이동시키면서 계측데이터를 획득

하는 동작이다. scan동작은 계측데이터를 저장할 filename과 시작점과 종료

점 계측시간, 보정 상수 등을 설정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된다. dos 

based program에서는 F1이 시작key가 되며 F2 key를 누르면 데이터가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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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저장되기 시작한다.

저장데이터 형태는 콤마로 분리된 CSV화일로서 MS엑셀이나 기타 스프레

드쉬트 프로그램또는 text edit 편집프로그램으로 access가 가능하다. dos 

based program에서는 저장 format 은 space로 분리된 text화일이다. 

labview control 프로그램은 항상start button을 클릭함으로서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명령수행이 끝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된다.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

로 수행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멈추질 않는데 이때는 강제 종료 버튼으로 프

로그램을 끝내야한다. dos based control program에서는 "ESC"로서 프로그

램을 종료한다.

scan 중 비정상적인 멈충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EM-STOP button이 

눌려진 경우  system이 멈추게 된다. 이때 LCD 창은 EMERG표시가 깜빡이

며 표시를 한다. control program의 resume button을 누르면 system이 재개

된다. 이 경우 기존의 parameter 값을 그대로 다시 시작하게된다.

다음의 경우는  선원이나 detector가 무언가에 걸려 자동으로 system이 멈

추어 선 경우이다. 이 경우 걸린부분을 푼후 control program의 resume버튼

을 누르면 system이 재개된다. 이경우에도 기존의 parameter 설정값을 그대

로 유지한채로 다시시작하게 된다. 

Resume 버튼이 동작이 안될때의 경우로 reset 버튼을 사용하여 system을 

중지시키고 parameter와 저장 filename 및 모든 설정을 다시하여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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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SCAN 기능 사용시의 parameter 값

SCAN

file name 저장 file name and directory *.csv

count time 계측시간 설정(1~255sec)

file save? 계측데이터의 저장유무

Start level scan시작점 mm단위 (0~99999mm) available at SCAN menu 

End level scan끝점 mm단위 (0~99999mm) available at SCAN menu

step scanning step (0~99999mm) available at SCAN menu

이동방향 
종료위치가 시작위치보다 큰 경우 

위로이동
available at SCAN menu

이동방향 
종료위치가 시작위치보다 작은 경우 

아래로 이동
available at SCAN menu

이동 대상
스캔의 경우는 detector 와 source 가 

항상 함께 움직인다.

calibration

source up
선원을 위로 이동시 보정상수 

실제이동거리 = f×이동거리설정값
f=

10000
calibration value

detector up
 detector를 아래로 이동시 보정상수 

실제이동거리 = f×이동거리설정값
f=

10000
calibration value

source down
선원을 아래로 이동시 보정상수 

실제이동거리 = f×이동거리설정값
f=

10000
calibration value

detector down
detector를 아래로 이동시 보정상수 

실제이동거리 = f×이동거리설정값
f=

10000
calibration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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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 mode control program 

COLUMN SCAN F1: SCAN F2:SAVE F3: LOAD F4:RESUM F5:LEVEL 15:47:8

 FILE NAME: NONAME01.ACS CH: 1 Cmax: 100 Count Time : κ [SEC]

 LEVEL LEVEL [1]  [2]  [3]

 Source/Detector/All : [A]

 Up / Down select  : [U]

 Distance :      α MM

 SCANNING

 Start Level : β MM

 End Level :  γ MM

 Step Distance :  δMM

 CALIBRATION

 Source  Up :   ε %%

 Detect  Up :  ζ %%

 Source Down : η %%

 Detect Down : θ %%

 Rotat Speed (1-3) : [ι]

 FUCTION

 PU/PD: select ENTER: set

 HOME/END/UP/DN : scroll

 MESSAGE:             

3.3 ASCII command set

gamma scanner은  ASCII command set을 갖는다. win termial과 같은 

ASCII 전송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gamma scanner제어가 가능하다. ASCII 

command set은 약정된 알파벳 자와 hexa ascii data로 구성된다.  A3 , A2 , 

A1 , A0  가 각각의 숫자일때 .HEXA ASCII 는 수자를 10진수 대신 16진법을 

이용해 표시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10진수 인경우, 값은 

A3×10
3+A2×10

2+A1×10
1+A0 가되는 반면  hexadecimal 수자는의 값은 

A3×16
3+A2×16

2+A1×16
1+A0 가된다. 

Decimal 

Digit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 14 15

Hexadecimal 

Digit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예)  10,000일 경우 ( decimal digit) then 2710(hexadecimal digit)

2 163 + 7 162 + 1 16 + 0=10,000

if 1,000( decimal digit) then 03E8(hexadecimal dig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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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63 + 3 162 + 14 16 + 8=1,000

command for scan operation

ASCII command는 29개의 ASCII codes로 이루어진다. 각각 값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SCII characters of the 1st and 2nd codes: BB

 ASCII character of the 3rd code: S

 ASCII character of the 4th code: A

 ASCII character of the 5th code: U or D

 U: start level <end level   D: end level < start level

The 6th,  7th, 8th,  and 9th ASCII codes

반복횟수(Iteration number)는 총 scan step수로 (종료점-시작점)/스캔간격 

γ−
로 정의된다. iteration number는 double precision number로서 

iteration number를 hexadecimal code로 변환시 4 bytes의 ascii가 된다.  이

들 ASCII는 큰수로부터 작은수까지 6,7,8,9번째 순서로 보내진다.

예를 들어 종료지점이 200mm, 시작점이 100mm, Step distance가 20mm, 

인경우 iteration number는 5이고 hexadecimal 값은 0005이된다.

The 10th,  11th ,12th ,13th ASCII codes

이들 code는 scanning  step distance for source holder's moving up or 

down를 위한 parameter값으로서. 목 (double precision)을 hexadecimal 

ASCII로 변환한 값으로, 큰수로부터 차례로 9th, 10th, 11th, and 12th codes

번째 순서로 보내진다.

one rotate = ε, ( 선원홀더가 위로 이동시)

one rotate = η, (선원홀더가 아래로 이동시)

hexa ascii 변환을 위한 목과 나머지는 다음 공식에 의해 얻어진다. 

( 4 ) 10000
one rotate

= 목 + 나머지

The 14th,  15th, 16th,  and 17th ASCII codes

이들 code는 선원홀더의 위또는 아래로 scan시 scanning distance를 위한 

값으로 아래수식의 나머지(double precision)를 ASCII 변환한 값으로, 큰수로

부터 차례로 14th, 15th, 16th, and 17th 의 순서로 보내진다. 다음수식의 one 

rotate값은 

one rotate = ε, (선원홀더가 위로 이동시)

one rotate = η, (선원홀더가 아래로 이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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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10000
one rotate

= 몫 + 나머지

The 18th,  19th, 20th,  and 21st codes

이들 값은 detector holder의 위또는 아래로 scan시 scanning distance를 설

정하기 위한 rqt으로 아래수식의 몫을 ASCII 변환한 값으로, 큰수로부터 차

례로 18th, 19th, 20th, and 21th 의 순서로 보내진다. 다음수식의 one rotate 

값은 

one rotate = ζ  (detector holder가 위로 이동시)

one rotate = θ  (detector holder가 아래로 이동시)

hexadecimal ASCII변환을 위한 몫은 다음수식으로부터 구해진다.

( 4 ) 10000
one rotate

= 몫+ 나머지

The 22nd, 23rd,  24th,  and 25th codes

이들 값은 detector holder의 위또는 아래로 scan시 scanning distance를 설

정하기 위한 값으로 아래 수식의 나머지를 ASCII변환한 값으로, 큰수로부터 

차례로 22nd, 23rd, 24th, 25th의 순서로 보내진다. 다음수식의 one rotate값

은

one rotate = ζ, (where, the detector holder moves upward)

one rotate = θ, (where, the detector holder moves downward)

Hexadecimal ascii변환을 위한 나머지는 다음수식으로부터 구해진다.

( 4 ) 10000
one rotate

= 몫 + 나머지

26번째 code는 모터 속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ASCII데이터 1,2,3중 하

나를 보낸다. 모터속도는 1일때 최소3일때 최대이다.

27번째와 28번째는 계측시간설정을 위한 값이다. 1~255의 single precision수

를 hexadecimal ASCII 변환하여 큰수부터 전송한다. 

29번째 ASCII code는 line feed(0A)로서 ascii command의 끝임을 알린다.

Control box는 29 character의 command를 수신한후 계측데이터를 PC로 송

신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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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동작시의 ASCII command set

첫 번째와 두 번째 ASCII character는 BB로서 명령의 시작을 알린다.

세 번째 코드는 : L로서 Level의 의미이다.

 4번째 코드는 S, D, A중 하나를 전송하는데 Source를 이동할 경우 S, 

Detector를 이동할 경우 D, 둘다 이동하고자 할 경우 A를 선택한다.

5번째 code는 U또는 D인데 위쪽으로 이동시킬경우는 U 아래로 이동시킬경

우는 D로 선택한다.

  

The 6th,  7th, 8th,  and 9th codes

식
α 4
30010

의 몫을 16진 ASCII로 변환하여 큰수부터 전송한다. 만약 몫이 0일 

경우 0001을 전송한다.

The 10th,  11th, 12th,  and 13th codes

식
α 4
30010

의 몫이 0인경우 식 
(α 4 ) 10000

one rotate
의 몫을 16진 ASCII로 변환하

여 큰수부터 차례로 전송한다.  

만약 
α 4
30010

의 몫이 0이 아닌경우, 식  
remnant
ITER

의 몫에 30010을 더한 값을 

w라할 때 , and the hexadecimal ASCII numbers converted from the 

quotient of식 
(w 4 ) 10000

one rotate
 의 몫을 16진변환하여 큰수부터 차례로 전송

한다. 여기서 one rotate값은 다음을 따른다.

one rotate = ε

(여기서, 선원홀더가 위로 움직일경우)

one rotate = η

(여기서 선원홀더가 아래로 움직일경우)

The 14th,  15th, 16th,  and 17th codes

식
α 4
30010

의 몫이 0일경우, 식 
(α 4 ) 10000

one rotate
의 나머지를 hexadecimal 

ASCII 변환하여 큰수부터 전송한다. 

만약 식 
α 4
30010

의 몫이 0이 아닐경우, 식
remnant
ITER

의 몫에다 30010을 더한값

을 w라 할때, 식 
(w 4 ) 10000

one rotate
 의 나머지 값을 16진 ASCII변환하여 큰수

부터 차례로 전송한다.여기서 one rotate값은 다음 값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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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otate = ε

(선원홀더가 위쪽으로 움직일때)

one rotate = η

(선원홀더가 아래로 움직일때)

The 18th,  19th, 20th,  21st codes 

10, 11, 12, 13번째 code와 동일하나 one rotate는 다음과 같다. 

one rotate = ζ

(디텍터홀더가 위로 이동시)

one rotate = θ

(디텍터 홀더가 아래로 이동시)

The 22nd, 23rd,  24th ,and 25th codes

14, 15, 16, 17 codes과 동일한 절차에 의해 구해지나 one rotate값은 다음을 

따른다 

(디텍터홀더가 위로 이동시)

one rotate = θ

(디텍터 홀더가 아래로 이동시)

26번째 code는 모터 속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ASCII데이터 1,2,3중 하

나를 보낸다. 모터속도는 1일때 최소3일때 최대이다.

27번째와 28번째는 계측시간설정을 위한 값이다. 1~255의 single precision수

를 hexadecimal ASCII 변환하여 큰수부터 전송한다. 이 값은 Level 동작시

에는 의미없는 값으로 동작에는 향을 주지 않는다.

 

29번째 ASCII code는 line feed(0A)로서 ascii command의 끝임을 알린다.

Control box는 29 character의 command를 수신한후 선원홀더 또는 디텍터

홀더를 이동시킨후 다음 명령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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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te sequence content

1 B
Indicating the beginning of data transmission by sending B twice.

2 B

3 S L s: scan    L: level

4 S D A setting up a moving part (S: source D: detector A: all)

5 U D setting up a move direction  U: up    D: down

6 1st byte of hexa ascii data of iteration number

7 2nd byte of hexa ascii data of iteration number

8 3rd byte of hexa ascii data of iteration number

9 4th byte of hexa ascii data of iteration number

10
1st byte of hexa ASCII data of quotient of source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11
2nd byte of hexa ASCII data of quotient of source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12
3rd byte of hexa ASCII data of quotient of source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13
4th byte of hexa ASCII data of quotient of source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14
1st byte of hexa ASCII data of remainder of source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15
2nd byte of hexa ASCII data of remainder of source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16
3rd byte of hexa ASCII data of remainder of source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17
4th byte of hexa ASCII data of remainder of source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18
1st byte of hexa ASCII data of quotient of detector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19
2nd byte of hexa ASCII data of quotient of detector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20
3rd byte of hexa ASCII data of quotient of detector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21
4th byte of hexa ASCII data of quotient of detector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22
1st byte of hexa ASCII data of remainder of detector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23
2nd byte of hexa ASCII data of remainder of detector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24
3rd byte of hexa ASCII data of remainder of detector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25
4th byte of hexa ASCII data of remainder of detector movement data

(movement data is double precision floating point)

26 1 2 3 ASCII value for the motor speed 1 to 3

27 The upper 4bit value hexadecimal ASCII number of 8bit count time

28 The lower 4bit value hexadecimal ASCII number of 8bit count time

29 line feed(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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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O D E : M A N U A L

T I M E : 0 0 0 S S T E P : 0 0 0 c m

U P / D N : U I T E R : 0

C O U N T : 1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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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이상을 기존의 통상적인 계측방법과 비교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신호전송방식 analog 신호
 FSK 변조된 digital 

신호

신호 전송 거리 0∼100m 이하 1km 이상

Pulse height 분석가능 유‧무 Cable 길이 증가에 따른 pulse의 왜곡 발생 항상 가능

계측회로 구성 계측회로 및 Detector 분리형
계측회로 및 detector 

일체형

전원 공급 장치 케이블을 통한 고전압 직접공급 battery 내장

 국내 산업현장에 많은 수의 방사선 계측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으나 그 내용

을 보면 level gauge등 단순한 process를 갖는 것이 대부분이다. 방사선 응

용계측기는 목적에 맞는 부가기능을 추가할 경우 산업현장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분야의 연구가 많이 발달되어있다. 자원산업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동위원소를 내장한 휴대용 원소분석기, stock pile 

analyszer, neutron back scattering을 이용한 bore hole logger등 많은 장치

가 개발되고 있다. 국내는 자원산업의 고갈로 이러한 장비의 직접응용이 어

려우나 석유화학 산업이 많이 발전이 되어있고 전자 산업 등 기반 기술이 

뛰어나므로 석유화학분야에 적용 가능한 NCS개발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여겨진다. 동위원소를 이용한 산업진단의 효과는 이미 선진국을 중심으로 매

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바 국내 산업에 알맞은 방사선 응용계측기에 관

한 연구가 활성화 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여기 소개된 장비역시 

현장 실험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면 시장에 직접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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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텍터를 사용하여 측면 도 분포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소개되는 장비는 이러한 검사를 PC를 통한 기계장치제어를 통한 위치이동 및 

계측의 자동화를 이룩한 자동 감마 증류탑 검사장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방사선 계측에 

있어서도 통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장거리의 동축케이블을 통한 신호 전송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전기적 노이즈에 취약하여 방사선 계측결과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케이블 길이의 증가로 인한 디텍터의 

analog출력 신호를 왜곡시켜 pulse height analysis등이 부정확 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증류탑 검사장치에 비접촉식 유도코일을 이용하고 

FSK 변조를 통한 데이터 전송 방식을 채택하여 전기적 노이즈 저감 및 을 통한 증류탑 

진단결과의 안정성과 재현성 향상을 이룩하 다. 보다 자세하게는 방사선 검출부에 내장 

battery로 동작되도록 저 전력용으로 설계된 고전압 발생장치, PHA 회로 등을 

포함시켰으며, 계측결과는 MODEM과 유도 coil을 통하여 디지털 방식으로 전송하여 

전송길이와 상관없이 pulse height analysis가 가능 하도록 하 다. 동시에 외부 

전원으로 동작되는 기계장치 구동 관련회로와는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도록 하여 

구조적으로 노이즈에 취약했던 방사선 계측부분을 안정적으로 동작되도록 하 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증류탑검사, 방사선계측기, pulse height analysis, 고전압 공급

장치, modem, 자동 검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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