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2383/2002

최종보고서

의료용 방사성동 원소 개발을 한 

기반시설

Facilit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edical Radioisotopes

주 연구기
한국원자력 연구소

과  학  기  술  부



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의료용 방사성동 원소 개발을 한 기반시설”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  3.   .

                                           연 구 기  명     : 한국원자력연구소

                                           연 구 책 임 자     : 신   병   철

                                           연    구    원     : 박 진호, 박 경배

                                                                정 원명, 이 규일

                                                                방 홍식, 정 주

                                                                김 선덕, 유 권모 

                                                                박 상 , 윤 동원

                                                                박 종순, 권 성

                                                                조 장형, 이 강우

                                                                박 용철, 김 

                                           



- i -

요     약     문

Ⅰ. 제  목

   의료용 방사성동 원소 개발을 한 기반시설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

의료용 방사성동 원소를 안 하게 취 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개념과 의약품의 특성

상 인체의 투여에 따른 안 성 확보를 해서 일정 수  이상의 청정도가 유지, 리

되는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의약품제조 리기 ) 개념을 동시에 만

족시킬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보한다. 아울러 KGMP를 만족하는 방사성의약품 제

조시설의 validation 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술 개발을 한 인 라를 

구축한다. 

이를 하여 Tc-99m generator 제조와 이에 련된 연구의 수행  새로운 Tc-99m 표

지화합물의 개발과 Ho-166  이와 련한 착화합물 개발을 시도하고 치료용 신규 의

료용 방사성동 원소인 Sr-89 chloride, Re-188등을 개발한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기술  측면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방사선 안 이 확보된 복합청정시설을 설치하고 검증하는 기

술을 개발한 후 이 결과를 공개하여 민간 기업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

여 국내 방사성의약품 생산 연구개발의 기반을 구축한다.

      나. 경제·산업  측면

다 수요 품목과 고 부가가치 방사성동 원소를 개발함으로써 우수하고 렴한 방

사성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내 공 과 더불어 차 으로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동남아 시장에 수출을 추진한다. 

Tc-99m generator는 련 제품을 포함하여 약 13억불(US $) 정도의 세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2005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22～25억불(US $)에 이를 것으로 측 

되므로 아시아에서 방사성의약품 생산국으로서의 명실상부한 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어,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계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2006년도에 서울에서 세계핵의학회가 개최될 정).

      다. 사회·문화  측면

의료용 동 원소를 이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연구 기반시설을 확보함으로서 방사

성의약품을 안정 으로 공 하여, 암 등 난치성 질환의 진단  치료를 한 사회

인 욕구를 만족시키게 된다.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일반인들의 원자력에 한 이

해와 정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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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산화율 제고라는 국가  요구에도 부응함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상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차폐시설 (차폐체 : lead)

      가. 크기 : 1900L x (1000 ~ 1500)W x 1850H mm

         - 개수 :  3 

         - 방사선량 inventories : 최  선량 Mo-99 300 Ci, 

                                Tc-99m Generator 1회 생산 100 Ci 

         - 사용목  : 제조공정 개발, 시제품 제작, 방사성의약품 분배

      나. 크기 : 1400L x 1000W x 1850H mm

         - 개수 :  1 

         - 방사선량 inventories :  최  선량 Mo-99 100 Ci,

                                 Sr-89 chloride, Re-188 Generator,

                                 Ho-166의 개발  생산 

         - 사용목  : 제조공정 개발, 시제품 제작, 방사성의약품 분배

      다. 부  장비 :  manipulator, 납유리, control panel, turn table, rear door 등 모든 

운  필요 장비, 기, 순수, compressed air 등의 utilities 공

   2. clean room

      

 목
방사선

구역
청정도  환기회수  압력 비고

disinfection

  + hot lab.
 white 10,000 10 -

working green 10,000 20 -

hot cell red 100/10,000 20 - 100 : 분배구역

cold

preparation
white 100,00 10 -

changing white 10,000 20 +
이 방벽

changing white 100,000 10 -

       이러한 clean room을 유지할 수 있는 ventilation system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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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GMP 장비 

가. clean zone  청정 상태 유지 : 클린부스(class 100 유지), 싱크, 멸균기 등

나. exchanging units between zones : 이 문, disinfectioning hood 등

다. 청정도 측정 장비 : particle counter 등

라. 분석 장비 : HPLC 등

      

    4. 시설 검증 

가. 각종 장비의 운  manual 작성

나. 청정실  청정 구역의 유지에 합한 이송수단 설치

다. 작업 차서 작성

라. 각종 차서의 용 시험

 

Ⅳ. 연구개발결과

1. 기반시설에 필요한 납 hot cell 4기의 제작은 제작업체의 장에서 제작을 완료하고 

제작물의 공장에서 최종검수  γ survey test를 거쳐 Bank 4에 hot cell을 설치하

다. 한, hot cell의 부 설비(원격조작기  차폐창)를 설치하고 성능시험(차폐능, 기

성 시험, 비 괴 시험  조작시험 등)을 성공 으로 완료하 다.

2. Clean room을 설치하고 필요한 기량을 확보하기 하여 시설에 한 TAB를 완료

하고 hot cell의 배기 정제를 한 필터뱅크를 제작, 설치하 으며, 성능 시험을 완료

하 다. 

3. Hot cell과 clean room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 GMP 장비에 한 성능시험을 완료하

다.

4. 시설의 시운   성능시험을 한 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가. Hot cell  clean room의 미립자수 검증

나. 시설 가동  낙하균 수  부유균 수 검증 

다. Hot cell의 cross contamin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검증

라. Hot cell 내부 고압증기멸균기의 멸균 성능 검증

5. 연구 목표 달성  개발 결과에 한 자체평가

의료용 방사성동 원소개발을 한 기반시설을 해 방사선 차폐 설비와 clean room의 

복합시설에 한 건설을 완공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부 인허가, GMP 장비의 설치, 

성능검증 시험 등을 수행하 으며, 재 사용  검사를 비 에 있다. 

아울러 국내 GMP 련 문가를 청하여 여러번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주)삼 유니

텍과 임 계약을 체결하여 재 완공된 의료용 방사성동 원소 개발을 한 기반시설

의 활용도를 극 화하 으므로 본 과제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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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Tc-99m Generator의 개발, 생산

기반시설 임차업체인 (주)삼 유니텍에서 Tc-99m Generator의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hot cell 내부에 설치하기 해 비 에 있다. 기반시설은 법규와 규정에 합

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 으며 과학기술부와 식품의약품안 청의 제조허가를 추진 

에 있다. 재의 계획으로는 2003년 7월까지 제반조건을 충족하여, 2004년 상반기부터 

제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망된다.

Tc-99m Generator의 국내시장은 약 40억원 정도의 규모로 기반시설에서 국산화 제품

이 출시되면 Generator보 의 변확 로 각종 장기의 암, 종양에 한 진단 등에 

해 보다 많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내시장의 안정 인 공 으로 신뢰성이 확보되고, 국제 수 의 GMP 규격에 

입각한 생산 표 화와 품질보증 체계가 수립되면 국과 일본 등의 동남아 시장에 진

출할 계획으로 있다.  국은 국내 공 가격보다 약 10~20% 높은 가격에 매되고 있

고, 일본은 국내 가격의 약 2.5~3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공 되고 있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이고, 지 매기 을 통하여 조사해본 결과 국 자체의 방사성

의약품 허가만 취득하면 향후 주당 약 300 set 이상의 Generator 매가 상된다.

   2. Sr-89 Chloride 개발 생산. 

국내의 경우 년간 약 1000명의 말기 암 환자를 상으로 매가 가능하며, 환자 1인당 

4mCi 투여기 으로 약 10억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본 제품은 국에서도 직  수입에 한 의향을 밝 옴으로서 국에서 제시한 년간 

4000명 환자 상 기 으로 약 40억원 이상의 수출을 기 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국제 인 유수 방사성의약품 매업체를 통한 미국과 유럽시장에 한 수

출도 기 할 수 있다. 

   3. Re-188 Generator, Ho-166등의 치료용 동 원소의 개발.

사업성과 개발계획  기간을 재 면 하게 검토 에 있다.



- v -

SUMMA R Y

Ⅰ. Project title

   Facilit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edical radioisotopes

Ⅱ.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Objectives of the Project

 The qualified facilities and equipments which are complied with the radiation 

shield to handle the medical radioisotope with safety and the GMP(Good 

Mamufacturing Practice) guidelines are acquired. In addition, the social infrastucture 

to develope the radiopharmaceuticals  manufacturing technology are constructed to 

set up the validation system of radiopharmaceutical manufacturing facilities. To 

make a infrastructure, we plan to develope Tc-99m generator production and 

associated study, new Tc-99m labelled compounds, Ho-166 and its related complex 

compounds as well as a new therapeutic radiopharmaceuticals such as Sr-89 

chloride, Re-188, and etc.

   2. Importance of the Project 

      A. Technical aspect

 KAERI has performed to the complex of clean facilities with the radiation 

safety and developed the technology to validate. This result was opened to the 

public and made it ease to apply to a private cooperation, so it set up a 

found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domestic radiopharmaceutical 

manufacturing.

      B. Economical and industrial aspect

 In the development of high demand and profitable products, it makes possible 

to manufacture a qualified and inexpensive radiopharmaceuticals and to meet 

the demands in south-east Asia as well as domestic market. The market of 

Tc-99m generator and related products estimated to 1,300 million US dollar 

through the world. As it is expected to be grown as large as 2,200 ~ 2,500 US 

dollars in 2005, the domestic industry of radiopharmaceuticals will act as a 

practical leader in Asia. (In 2006, World Federation of Nuclear Medecine and 

Biology will be held in Seoul)



- vi -

      C. Social and cultural aspect

 As the establishment of facilities for utilizing and researching the medical 

radioisotope, it would meet the social demands of radiopharmaceuticals such as 

cancer therapy and diagnosis. It will contribute to promote the people's life 

quality and to arouse the atomic energy is affirmative. Also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have a favorable trade balance as well as domestic trade.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Shield facilities (shield material : lead)

      A. Size : 1900L x (1000 ~ 1500)W x 1850H mm

         - Quantity :  3 

         - Radiation dose inventories : Maximum dose Mo-99 300 Ci, 

                                      One production of Tc-99m Generator 100Ci 

         - Usage : manufacturing process development, sample production,

                  distribution of the radiopharmaceuticals

      B. Size : 1400L x 1000 W x 1850H mm

         - Quantity :  1 

         - Radiation dose inventories : Maximum dose Mo-99 100 Ci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Sr-89 Chloride, Re-188 Generator, Ho-166

         - Usage : manufacturing process development, sample production,

                   distribution of the radiopharmaceuticals

      C. Accessory equipment : manipulator, lead window, control panel, turn table, 

                  rear door, etc. All equipment for operation, electrical, pure water,

                  compressed air, etc ut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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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lean room

      

 Objectives
 radiation

zone
cleanness

room air

change
pressure notes

disinfection

  + hot lab.
 white 10,000 10 -

working green 10,000 20 -

hot cell red 100/10,000 20 -
100 : Dispensing 

zone
cold

preparation
white 100,00 10 -

changing white 10,000 20 +
 double barrier

changing white 100,000 10 -

      Include ventilation system to maintain above clean rooms.

   3. GMP equipment 

      A. maintenance of clean zone and cleanness : clean booth(class 100), sink, 

sterilizer, etc.

      B. exchanging units between zones : double gate, disinfectioning hood, etc.

      C. instruments : particle counter, etc.

      D. analytical equipment : HPLC, etc. 

      

   4. Validation of facilities 

      A. make out operating manuals of every equipment

      B. set up a suitable transfer system for maintenance of clean room ana clean zone

      C. make a manual for procedure 

      D. test all manuals for adapting 

 

Ⅳ. Result

   1. The production of 4 lead hot cells for this facilities is completed by the company. 

After they went through final inspection and γ survey test in the company, they 

were installed in the Bank 4. It is successfully completed to perform the every test 

for installation of accessory equipment (remote controller and shielding window) and 

function (shield efficiency, leakage test, non-destructive examination and oper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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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 clean room was installed and TAB for this facility test was performed in 

order to acquire the necessary air flow. The filter bank for filtration of exhausted 

radiation air was installed and its efficiency test was completed.

   3. GMP equipments were passed the efficiency test after the hot cell and clean room 

were completely installed.

   4. Standard procedure manual for test run of facilities contained;  

      A. validation of the particle number in Hot cell and clean room 

      B. validation of the settle plate test and airborn microbial test before running the

        facilities

      C. validation of no chance of cross contamination in hot cell

      D. verification for sterilizing efficiency of sterilizer installed in hot cell

   5. Intra-evaluation of the achievement of objectives and results

 For achieving facilities of medical radioisotope production, the radiation shield 

utilities and the complex of the clean room were constructed. It has finished the 

approval of MOST, installation of GMP equipment, tests for efficiency. Now, we 

are waiting for the pre-running inspection.

 In addition GMP consultants reviewed the facilities in several times, we made a 

contract with Sam Young Unitech Co., Ltd. and maximiz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the constructed facilities. Therefore, we evaluate this project enough to 

achieve the objectives.     

Ⅴ. Plan for application of results

   1.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c-99m Generator

 The Sam Young Unitech, the lessee of the facilities is preparfing to set up the 

equipment in the hot cell, which is needed to produce Tc-99m Generator and its 

development. They are composing the systems complied with the guidelines and 

the regulations, and keep in contact to MOST and KFDA for acquiring its approval. 

It is expected to establish the facilities by the end of 2003 as project plan and to 

produce Tc-99m Generator in the 1st half of next year.

 The Tc-99m generator market in Korea is estimated to 4,000 million Wons. If the 

domestic generator will be launched in the market, the generator will be more 

applied than before in the diagnosis of cancer and tumor. The facilities will have 

achieved the approval of GMP, it is possible to export the product to China,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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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other countries in east Asia. In China, the generator is sold at a price as 

10~20 % high as in Korea, in Japan the price is 2.5~3 times higher than in Korea. 

The generator is thought to get a competitive price and it is expected if it has 

acquired the approval in China, about 300 sets per week will be expected to be 

sold.

   2.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Sr-89 Chloride

 In Korea, it is possible to create a market in about 10,000 million Wons every 

year. The amount is equal to 1,000 end-stage cancer patients (4 mCi per patient). 

As the China wanted to import Sr-89 chloride directly, it is expected to export 

more than 4 billion Wons of the Sr-89 chloride (for 4,000 patient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get market in the Europe and North america, taking advantage of the 

world-wide company.

   3. Development of Re-188 Generator and Ho-166 for therapeutic radioisotope.

 Business, development and period are being reviewed precis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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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1. 서론

원자력 관련 기술 가운데 방사성동위원소 연구개발 분야는 의학, 생명 및 유

전   공학, 일반 산업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지금까

지 원자력 발전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인하여 원자력 발전 

분야는 기술 능력이나 시설 수준에 있어서 선진국의 기술 수준에 접근하 으

나, 상대적으로 비발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는 소홀하여 선진국의 기술 

역량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의료용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방사선 차폐 개념과 의약품의 특성상 인체의 투여에 따른 안전성 확

보를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청정도가 유지, 관리되는 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개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확

보가 필수적이다. 선진국에서는 GMP 시설에서 제조된 방사성의약품만을 의

료용 진단제 또는 치료제로서 사용하고 있다. 

일부 개발 도상국가들은 현재까지 일반 의약품의 경우는 GMP 시설에서 제조

를   의무화하고 있고, 방사성의약품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나, 방사성의약품도 일반 의약품과 같은 GMP 기준 시설에서의 제조를 의

무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

함을 판정 받은 후에 제조를 하는 KGMP의 기준의 적용을 의무화 하지는 않아 

왔으나, 최근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이라 할지라도 일반의약품의 KGMP 기준에 준

하는 시설기준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곧 KGMP의 적용 의무화를 법제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의료용 동위원소의 생산을 전제로 하는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경우는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차폐시설 

설계와 함께 KGMP 요건을 만족하는 청정설비 설계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주요 용도를 시

설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 Tc-99m generator 제조 및 관련연구, 새로운 Tc-99m 표지화합물 개발

         - Ho-166 및 이와 관련한 착화합물 개발

         - 신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Sr-89, Sm-153, Cr-51등) 개발

         - 기타 의료용 γ-radiation source 관련 개발

     



      2. 연구개발의 최종 목적 

         가. 최종 목적

            - 차폐 및 clean room 복합 연구 시설의 설치

            - GMP를 만족하는 방사성의약품 제조 시설의 validation 체계 수립

             과 시험 

            - 방사성의약품 제조기술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진단 및 치료 등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동위원소는 대부분 단 반감

기의 것으로서 표지화합물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며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양전자 방출 핵종을 이용하는 PET는 상의 

질이 아주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인 사이클로트론이 필요하고 여

기에서 생산하는 동위원소를 사용하여야 함으로 진단 및 치료비가 매우 고가

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장비의 발달과 새로운 방사성동위원소의 개

발로 SPECT의 이용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핵의학에 이용되었던 방사성동위원소는 1960년대까지만 하여도 
131I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 연구소에서도 1960년대 후반부터 제조공정 개발

에 착수하여 1967년에 처음으로 
131I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국내에 공급한 

이래 현재 치료용 용액과 capsule 등의 제조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내 수요

량의 70% 공급을 목표로 계속 공정 개선에 힘쓰고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99mTc으로 표지된 방사성의약품이 활발히 이용되면서 131I

와 함께 그 용도가 크게 확장된 바, Tc-99m은 140 keV의 Photon을 방출하는데 

이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신틸레이터에 의해 높은 검출 효율을 나타내는 적당한 에

너지이며, 더욱이 α와 β 입자 방출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는 매우 이상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다. 또 화학적으로 다양한 산화가 상태를 가지므

로(-1∼+7) 여러 형태의 표지화합물의 제조가 가능하여 간.담도계, 소화기계, 혈관계, 

내분비계 등 다양한 장기에 대한 핵의학 검사에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 원자력 연

구소에서는 이의 제조공정의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이미 확보하여 국산화에 대

비하고 있다.

치료용 방사성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베타선 방출 핵종은 32P, 89Sr, 90Y, 
131I, 153Sm, 165Dy, 166Ho, 186Re 등으로서 188Re를 제외한 모든 핵종을 하나로에

서 제조할 수 있어 앞으로 국산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166Ho-CHICO 등은 이미 실용화 단계에 있어 난치성 질환인 간암 및 진행성 

간암, 낭성 뇌종양 등에 치료가 탁월한 치료제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근래에 이러한 방사성의약품의 전망에 힘입어 기존의 수입 판매만을 그 업 

역으로 생각하여 왔던 기업들이 국내에서의 발생 장치의 제조, 하나로 또는 

사이클로트론에서 생산되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분배, 표지, 가공의 단계를 수

행하는, 이른바 방사성의약품 생산에 관심을 두고 이들의 국산화 및 주변 국

가로의 수출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제조를 위한 연구 개발, 경제

적 타당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핫셀, GMP시설의  확보에 큰 투자비

가 소요되어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의하여 판매가 주를 이루어 오던 

우리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이들 시설을 확보하여 방사성의약품을 생산, 판매

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내에서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

기 위한 완전한 기술 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건설 및 운 을 수행한 경험이 

없어, 국내기업이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해도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

로 과소평가하여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핵의학용 진단제 또는 치료제로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사성의약

품들의 개발, 특히 기초 기술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실용화로 이어 주는 제

조공정의 개발연구를 위해서는 방사선 차폐 기능과 의약품 취급을 위한 우수

의약품제조기준(GMP)의 요건인 청정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청정기능을 동

시에 갖춘 연구시설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방사성의약품은 대부분 반감기가 짧고, 감마선을 방출하므로 방사성의약품의 

취급 시에는 작업자의 방사선 피폭을 막기 위해 방사선을 효과적으로 차폐할 

수 있는 hume hood나 hot cell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방사선 

방호의 관점에서 작업구역을 음압(negative pressure)으로 하여 방사성물질이 

실외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반면에 의약품의 품질 보전 관점에서는 제품에 유해균이 혼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청정한 공기를 도입하여 작업구역을 양압(positive pressure)으로 하는 것

이 필요하다. 방사성의약품 제조에 있어서는 이 상반된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

화시켜 해결하여 제품의 품질 보전 및 작업자의 안전에 노력해야 하지만, 실

제 시설을 확보하고 운전하여 이와 관련된 기술을 경험하고 축적하지 않으면 

제조기술을 확보하 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사업을 통하여 그 동안 방사성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연구 개발을 수행한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차폐시설과 청정시설의 복합시설에 대한 설계, 건설 그리

고 이들을 검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을 확보하여 이를 대

외에 공개하여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제조 기술을 공동으로 또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것을 지원, 육성하여 개발함으로서 우리나라의 방사성의약품 제조연

구 기반시설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경제·산업적 측면

DOE가 투자하여 Frost & Sullivan 사와 같은 Expert Panel에 의하여 수행된 

방사성동위원소 의약품의 세계적 시장 규모는 현재 RI 시장 수요의 65∼80%

를 차지하는 Tc-99m generator 관련 제품을 포함하여 약 13억불(US $) 정도이

며, 2005년에는 시장규모가 약 22∼25억불(US $)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이 중 80% 정도를 세계 3대 공급 major인 Nycomed Amersham, 

Mallinckrodt, Dupont Merck사가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31I의 경우 국내 

수요의 약 50%, 99mTc의 경우 약 5%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입하고 있는 형편

으로 앞으로 수요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는 세계 전체 방사성의약품 수요의 45% 가량을 미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선진국에서 소비되고 있으나,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의료 복지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에서의 방사성의약품 수

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증가 추세를 만족하기 위하

여 현재 세계 각국은 다양한 형태의 방사성의약품의 연구개발은 물론 안정적

인 공급선 확보를 위하여 자국 내에서 제조, 공급하거나 이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며, IAEA도 경제성 제고를 위해 자국 또는 권역별 생산, 공급을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요 품목과 고부가가치 방사성동위원소의 개발을 통하여 우수하고 

저렴한 방사성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의 국내 공급은 물론 수출도 기

대할 수 있다. HANARO와 같은 우수한 연구로를 구비한 우리나라는 아시아

에서 방사성의약품 생산국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국내 방사성

의약품 산업계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즉 본 사업을 통하여 방사성의약품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대외에 공개하여 경쟁력 있는 의료용 동위원소의 제조기술의 개발에 활용함

으로서, 방사성의약품 제조 산업에 좀 더 많은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하여 위

와 같은 국내 기술의 향상 및 해외 수출시장 개척시 대외적인 신뢰성의 확보

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지금까지 원자력 기술의 이용은 원자력 발전 분야가 상대적으로 강조되어 왔

으나 최근에 와서는 비발전 분야 특히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 유전공학, 산

업 분야 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하여 현재 의료용 동위원소를 개발

할 수 있는 연구 기반시설을 확보. 활용함으로서 방사성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암 등 난치성 질환의 진단 및 치료의 효율을 증대 시켜 국민들의 

건강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일반인들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IMF 이후 대한핵의학회를 중심으로 현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사성의약품의 국내 공급 차질을 우려하여 조기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

지고 있는 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국산화율 제고라는 국가적 요구에도 부

응하게 될 것이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및 내용

      1. 차폐시설 (시설의 구조 및 layout은 3. 추진 전략 및 방법 참조)

         가. 차폐체 : lead

         나. 크기, 개수 및 선량 inventory 

            (1) 크기 : 1900L x (1000 ~ 1500)W x 1850H mm

               개수 :  3 

               방사선량 inventories : 최대 선량 Mo-99 300 Ci 

               (취급 가능성이 있는 최대 선량 inventories의 선택)

               주목적 : 제조공정 개발, 시작품 제조, 방사성의약품 분배

            (2) 크기 : 1400L x 1000 W x 1850H mm

               개수 :  1 

               방사선량 inventories : 연구 대상 품목 Sr-89, Re-188, 

                                         Ho-166 등 중에서 최대 에너지 선량 

 100 Ci 선택

               주 목적 :  제조공정 개발, 시작품 제조, 방사성의약품 분배

                             Hot lab으로 생산 개발 품목의 QA/QC 시험

                            또는 엄격한 청정도 요구 사항이 적은 분석 시험 등 

         다. 특성

            confinement : gamma grade (linning box, leak rate 등의 사양)

            shielding : wall/roof에서 dose limit를 1.0 mrem/hr 이하로 유지

            안전성 : 원자력 법 및 ICRP PUB 9. 만족

         라. 부대 장비

            manipulator, window, control panel, turn table, rear door 등 

            모든 운전 필요 장비   

            전기, 순수, compressed air 등의 utilities 공급 장비  

    



      2. 청정실

         가. 현재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bank 4를 다음과 같은 confinement로 구

분 각각의  조건에 맞도록 시설 설치

조건 결정  

               

 목적
 radiation

zone
청정도  환기회수  압력 비고

disinfection

  + hot lab.
 white 10,000 10 -

working green 10,000 20 -

hot cell red 100/10,000 20 -
dispensing

area : 100
cold

preparation
white 10,000 10 -

changing white 10,000 20 +  double 

barrierchanging white 100,000 10 -

         나. 이러한 clean room을 유지할 수 있는 ventilation system 구비

      3. GMP 장비 

         가. clean zone 및 청정 상태유지 : clean bench (class 100 유지), 

            sink, sterilizer 등   

         나. exchanging units between zones : double gate, 

            disinfectioning hood등

         다. 청정도 측정 장비 : particle counter 등

         라. 기타 품질관리 및 분석 장비 : HPLC 등

         마. 장비들의 자세한 spec.은 설계 시에 각 조건에 따라서 결정 함. 

      4. 시설 검증 

         가. 각종 장비의 운전 manual 작성

         나. clean room의 유지 및 청정 구역 간 이송수단의 적합성 여부 결정

         다. 이에 관한 절차서 작성

         라. 각종 절차서의 적용 시험

  



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1. 국내 관련 시설 현황

        가. hot cells

           국내에서 현재 방사성의약품의 제조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원자력 연구소

에

           설치된 차폐시설(hot cell)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    설    개  수     특  성    용 도

   동위원소  

 생산 시설

  (RIPF)

 BANK 1      4     concrete  Co-60, Ir-192 제조

 BANK 2      11      lead  동위원소 취급

 BANK 3      6      lead   I-131 제조

 조사재 시험 시설 (IMEF)      7
  concrete

   (0.8 m)

  조사재 물성 시험

  DUPIC 공정 시험

 조사후 시험 시설 (PIE)      3
   concrete

    (0.8 m)
  조사후 핵연료 시험

  

현재 Bank 2의 hot cell 들 내에서 수행되는 주요 업무는 하나로에서 조사

된 target의 cutting 또는 target의 제조등 동위원소 제조의 전처리, Yb-168, 

Co-60, Ir-192의 irradiation source 등 산업용 동위원소의 제조 및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P-31, Cr-51, Mo-99 제조와 기술개발 및 분리 공정 시험과 

이의 준비 등으로서 일반적인 용도의 hot cell이 더 많은 형편이며 앞으로

도 계속 동일 용도로 사용될 전망이다. 

BANK 1, IMEF, PIE 시설에 설치된 concrete hot cell 들은 방사성의약품 

제조의 용도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며, BANK 1의 hot cell 들은 Co-60, 

Ir-192를 제외하고는 취급이 불가능하다. 오직 Bank 3의 hot cells들만이 방

사성의약품 제조 및 연구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 I-131 용액 및 

capsule의 제조, I-131 표지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Ho-166 제조 등이 현

재의 용도이다.



        나. clean room

일반 의약품 제조용 clean room은 각 제약회사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 

예를 찾기는 어렵지 않다. 여기에서는 방사성의약품과 관련 원자력 연구소 

내부의 clean room 현황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시    설 개수/넓이 특  성 용   도

동위원소

생산 시설

(RIPF)

  1 층    1/ 60 m2     10,000
 I-131 용액/캡슐제조

 I-131 표지방사성의약품

  2 층    2/ 270 m2
    10,000

   100,000

 표지화합물 제조용

 비방사성 키트 생산

1층 clean room은 BANK 3의 6개의 hot cell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복합

시설이다. 그러나 I-131 용액이나 capsule의 제조 시에 Iodine은 휘발성이 

높아 독립적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규 생산 시설이므로 연

구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층의 clean room은 비방사성 

물질과 저선량의 방사성물질을 취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번적인 방사성의

약품 개발을 위한 시설로 사용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현재로는 한

국원자력연구소가 정상적으로 제조하는 품목에도 차폐 시설이 부족한 형편

이어서 산업체나 학계에서 사용 요구가 있어도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또 

1층의 Iodine을 생산하는 차폐시설과 청정시설의 물리적인 연결 일 뿐 복

합시설이 아니어서 GMP 기준을 상당 부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을 대외에 개방한다고 하여도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조공정, 기술 개발이 

아닌 기초 연구 분야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

      2. 국외 개발시설 및 기술개발 현황

Bank4에서 생산되는 주 방사성의약품인 Tc-99m Generator는 현재 미국의 

Dupont, 캐나다의 Nordion, 일본의 Daiichi, Nihon Mediphysics, 중국의 

CIAE 및 러시아의 IPPE, 벨기에의 IRE, 오스트레일리아의 ARI, 남아공화국의 

NTP등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Nordion에서 2기의 RI전용원자

로를 건설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가동 중에 있어, 전체적인 수량으로만 계산

하면 공급과잉 상태에 있으나, 생산 기관으로 보면 Nordion이 세계시장의 

70%에 달하는 Fission Molly를 독점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공급과 기술개발이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골수암 치료 및 말기 암 환자의 통증 완화 



치료제로 사용되는 Sr-89 chloride는 그동안 Amersham에서 Metastron 이라는 

Brand로 개발되어, 세계시장에 높은 가격으로 독점 판매되었으나, 특허 사용

에 대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화 생산으로 세계시장의 

공급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기

술개발의 방향은 암, 종양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치료제의 개발

에 대부분의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치료제의 개발은 세계적으로 많은 시

장규모를 가지고, 전체 약 10억불에 달하는 진단제의 규모를 초과하여 향후 

약 6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연구기반 확충사업으로 진행된 의료

용 RI 기반시설의 경우에도 초기의 Tc-99m Generator 개발 생산을 시초로 하

여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편승해서 방사선 치료제로 사용되는 Sr-89 

Chloride, Re-188 Generator등의 개발, 생산을 점진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제 2 절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에 차지하는 위치

      1. 국내의 전망

131I는 Tc-99m에게 진단제의 제 1 자리를 내어 주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근래에 치료제로서 고비방사능의 131I가 공급가능하게 되어 

계속 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에서도 이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

하여, 공정의 개선 작업, batch, 수의 증가 등으로 생산량을 증가시켜 국내 수

요의 70%를 생산하려는 계획으로 있다. Tc-generator 관련 제품의 수요는 전

체 진단제로 사용되는 의료용 동위원소 수요 중 약 80%를 차지할 만큼 중요

하며, 그 수요 증가로 인해 Tc-99m generator 제조, 공급 기술을 확보할 경우 

국내 핵의학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계 각국이 공급 major들의 시장장악 인한 가격 불안정에 대한 우려와 

짧은 반감기로 인해 장거리 운송에 따른 손실과 방사성 물질의 운송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 수입, 기업체에서도 국내 생산 또는 권역별 협력 체제를 구

축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IAEA도 이를 적극 권장하

고 있으므로 앞으로 2∼3년 안에 신규로 세계 각국의 국산화 움직임이 가시

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Ho-166 관련 방사성의약품 중 키토산 착화합물은 상품화되었거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고 patch, stent 및 balloon 등의 근접 치료기도 치료 효능의 확인, 

새로운 응용범위의 확대 등 방사성의약품 개발에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Sr-89 및 Sm-153 등의 방사성동위원소와 이를 이용한 방사성의약품

의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든 연구의 결과는 하나로 극대화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연구가 활



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들의 결과를 실용화로 연결하기 위

한 제조공정의 개발 및 실증을 위하여 방사성의약품 생산 기반시설의 확충은 

필수적이며, 이들 제품이 고부가가치를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품질과 기술 수

준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도 국제적인 기준을 갖춘 GMP시설에서의 제조 및 연

구가 불가피하다.

      2. 국외 기술개발 현황에 차지하는 위치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이용연구단 동위원소동 Bank4에 의료용 방사성동위

원소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와 제조공정 설비 설치 및 인허가 취득을 

통한 방사성의약품의 제품화는 세계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한국은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대해 짧은 반감기로 감쇄되어 원거리에 공급에 

어려운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생산과 공급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고, 한

국시장의 약 2.5~3배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일본 시장의 Tc-99m 

Generator와 오히려 한국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중국의 Tc-99m 

Generator 시장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방사성의약품을 공급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Daiichi와 Nihon Mediphysics의 경우에도 캐나다의 Nordion에

서 어려운 경로를 통하여 Fission Molly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내에

서 Tc-99m Generator가 생산되는 것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국도 

자체 원자로에서 생산 공급되는 Fission Molly와 n-γ 반응을 이용한 

Generator, 남아공의 NTP에서 Fission Molly를 수입하여 생산하는 수량이 전

체 중국시장의 수요량에 부족하여, 일부 Generator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의 Tc-99m Generator 생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유리한 조건을 살리고 중국, 일본등지의 판매에 필요한 허가조건만 취득하

게 되면, 

동남아 시장의 진출과 판매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Sr-89 Chloride, Re-188 Generator, Ho-166등의 방사성치료제의 개발과 

생산은 동남아지역에서 최초로 수행되므로, 국내 판매를 통한 신뢰성 입증과, 

운송체계 확립, 체계적인 판매망 구축을 통하여,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방사

성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개발 수행 내용

1.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설계

   가. 의료용 동위원소 제조시설의 설계 개념

      (1) 방사선 차폐 개념

방사선 차폐시설은 작업 종사자 또는 주변 환경을 방사선원의 노출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사선원을 차폐하여 방사성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설을 의미하며, 방사선 차폐시설의 기본 

개념은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토대로 하여 설계되고 설치되었다.

- 작업자 또는 출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법으로 규정된 규제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취급하는 방사성 물질로부터 직접 또

는 산란되어 방출되는 방사선에 대해 충분한 차폐능을 갖는 물질로 

차폐되도록 한다.

- 취급되는 방사성 물질은 그 특성에 따라 단일 또는 다중으로 격리

된 차폐공간(차폐셀) 내에서 취급되도록 한다.

- 격리된 차폐공간 내에서 취급되는 방사성 물질이 주변 및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제반설비를 갖춘다.

- 차폐셀 내부는 부압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 차폐시설 내 공기흐름은 activity가 낮은 지역으로부터 높은 지역으

로 흐르도록 한다.

- 차폐셀 내부로부터 배기되는 공기는 배기정화 처리하고 activity를 

확인한 후에 대기로 방출되도록 한다.

- 차폐셀로부터 배기되는 공기는 순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가) 방사선 차폐 기준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차폐셀의 차폐능은 작업종사자의 방사선피폭선

량을 규정한 규제기준을 근거로 하여 설정하며, 국내, 미국 및 ICRP의 

규제기준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Table 4. Regulation guide for radiation shield design.

구  분 허용선량 한도 비   고

유효선량한도

 - 국내 : 5 rem/년, 10 rem/5년
  (*차폐물의 선량한도 : 100 mrem/주)

 - 미국 : 3 rem/13주

 - ICRP : 15 rem/년

수정체

 - 국내 : 15 rem/년

 - 미국 : 15 rem/13주

 - ICRP : 50 rem/년

손, 발 및 피부

 - 국내 : 15 rem/년

 - 미국 : 7.5 rem/13주

 - ICRP : 50 rem/년

그러나 최근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의 규제기준을 점차 낮추려는 것이 

세계 각 국의 추세이며,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사성물질 취급시설에

서의 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설계 목표치를 고준위 방사성물질을 취급

하는 시설일지 라도 정상 가동 시 환경방사능에 근접하도록 기준을 설

정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래 표2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세계 각 국

이 차폐셀의 설계기준을 규제기준으로 제시된 최대허용선량(MPC)의 

1/10 수준에서 적용하여 설계한다.

      (나) 차폐셀의 Containments

차폐셀의 차폐체는 일반적으로 중 콘크리트나 도가 납 또는 철을 이

용하며, 취급하는 핵종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β-γ셀과 α-β-γ셀의 2가지

로 구분된다. β-γ셀의 경우는 containment의 기  유지가 엄격하게 적용

되지 않으나, α emitter를 방출하는 핵종을 취급하거나, Iodine과 같이 

기체성 핵종을 취급하게 되는 α-β-γ셀의 경우는 containment의 기  유

지가 매우 중요하다. 

차폐셀은 hot laboratories로 널리 사용되는 shielded box와 콘크리트 구

조의 hot cell로 구분되며, 납이나 철로 차폐되는 shielded box는 기  

유지가 용이하여 α-β-γ셀로 바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콘크리트 

구조의 hot cell은 α-β-γ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별도의 steel 

box 형태의 containment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α-tight 

sealing을 위한 설계기준으로 air leak rate는 50 mmAq에서 환기설계 기

준량의 1%/min 이고, 일반적으로 차폐셀과 차폐문의 sealing 압력은 

250 mmAq 이상 유지가 가능하여야 한다.



           

Table 5. The degin basis for shielding of hot cell.

국가 명 설계 기준 비 고

국 내
 - Zone 2 :  1 mrem/hr

 - Zone 3 : 15 mrem/hr

미 국

 - 설계목표 : 10∼20 mrem/hr

 - Zone 4 :    α : 2 pCi/cm2

              β-γ: 10 pCi/cm2

 - Zone 3 & 2 : 1/10 MPC

 국  - Zone 3 & 2 : 1/10 MPC (10-3 Ci/cm2)

독 일
 - 1/10 MPC

 - MPC 2.5 mrem/hr

일 본

 - 1/10 MPC

 - MPC    Zone 3 : 20 mrem/hr

           Zone 2 :  2 mrem/hr

      (다) Air flow 및 환기설비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고려될 수 있는 위험은 방사성 물질의 

오염과 확산으로 인한 작업종사자와 외부 환경에 대한 피폭 가능성으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내에서의 공기의 흐름에 대한 

설계기준의 설정이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구역은 방사성물질을 취급시설의 오염 가능성 또는 

허용 정도에 따라 세계 각 국이 아래 표3에서와 같이 4개 구역으로 구

분 관리한다.



                

Table 6. Radiation area classification.

Area 구분 구        역 비  고

Zone 4

(Red zone)

Hot cell 또는 glove box 내부

(정상운전 상태에서 모든 access 차단)

Zone 3

(Amber zone)

공정장치의 조작 및 유지, 보수 지역

(오염지역, hot cell open시에 오염 가능)

Zone 2

(Green zone)

일반 작업구역, 실험실

(정상운전 상태에서 비오염구역)

Zone 1

(White zone)

일반 사무실

(청정 구역)

                * (   ) : UKAEA[ 국] 구분 기준

                * Zone 3과 2, zone 2와 1 사이에는 transition zone 설치

차폐시설 내 공기의 흐름은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정지역 또는 오

염 잠재력이 낮은 구역으로부터 오염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공기의 흐

름이 유지되도록 환기설비를 구성한다. 이러한 공기의 흐름은 환기설비의 

설계에서 구역별 환기량 및 정압의 조절에 의해 오염 잠재력이 높은 지역

일수록 부압의 정도가 크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아

래 표 4에 표기된 기준으로 설계된다.

                 

Table 4. The design basis of ventilation system in hot cell area.

Area 구분 구        역 부  압

Zone 4

(Red zone)

 - Hot cell :  20 - 40 회/시간

 - Wet glove box :  15 회/시간

 - Dry glove box :  6 회/시간  *1)

25 - 50 mmAq

*2) 8 - 25 mmAq

Zone 3

(Amber zone)
15 - 20 회/시간 10 - 30 mmAq

Zone 2

(Green zone)
12 회/시간 2.5 mmAq

Zone 1

(White zone)
일반 건물 (3 - 5 회/시간) 기준 Ambient

             *1) : 분말 취급공정에서 지나친 환기횟수는 분말 부유 유발로 제한

             *2) :  IAEA 권고 수치

             *   Transition zone은 인접 고준위 지역 기준

시설 내의 급기 및 배기 방식은 순환흐름방식과 one-through 흐름방식이 



있으며, 방사성물질이 존재하는 지역이나 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일반적으로 one-through 흐름방식을 적용하여 방사능 오염물질의 축적으

로 인한 시설 내 오염도 상승을 방지하고, 순환흐름방식은 냉, 난방이 필

요한 지역에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도 공기정화 설비에서 처리 후에 순환시키게 된다. 그러나 hot 

cell 내부는 일반적으로 작업자가 상주하지 않게 되므로 냉, 난방의 필요

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므로, one-through 흐름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의약품 제조를 위한 GMP 개념

      (가) GMP 기준 제정 배경 및 각국의 GMP 상황

1950년대 와서 소비자 보호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빈번한 피해 보상 문

제가 일어나자 1958년 미국제약협회(PhRMA: 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s of America)는 품질보증위원회(QA 

Committee)를 설치하여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관리에 대한 검토에 착

수, 1961년에 협회에 자주적인 GMP를 작성하 다.

GMP라는 용어는 미국 의회가 미연방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법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키포오버-해리스 개정법

(Kefauver-Harris Amendments)에 처음으로 사용하 는데 그 내용은 

“제501조 -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조된 의약품은 불량의약품(adulterated drugs)으로 본다”

는 것이었다. 미국정부는 1963년에 FDA-GMP를 제정 공포하고 1964

년부터 실시하 으며 1972년에는 GMP 제도하에서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의 수입규제를 발표하 다. 세계보건기구(WHO :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1967년 제20차 총회에서 GMP 제도를 실시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전문위원회에서 WHO-GMP를 작성하여 

1969년 제22차 총회에서 이를 가결하고 가맹국에 대해서 GMP 제도

를 채택하는 동시에 의약품의 국제 거래에 있어서 GMP 규정을 근거

로 한 증명제도를 권고함으로써 GMP가 국제화하게 되었다. 이를 계

기로 하여 많은 국가가 자국의 GMP를 제정하거나 WHO-GMP를 채

택하 으며 EC, EFTA, PIC, ASEAN등 국제기구에서도 GMP를 제정, 

공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유럽에서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자유무역연합)가 1970년 EFTA-GMP를 제정하 고, 

의약품 제조의 사찰에 관한 정보의 교환 및 상호승인을 목적으로 

EFTA 가맹 7개국을 포함한 14개국이 1983년 PIC(Convention for the 

Mutual Recognition of Inspection in Respect of the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 Products: 의약품제조사찰의 상호승인에 관한 협의회)



를 결성하고 PIC-GMP를 제정하 다.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는 1989년에 아시아에서는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

합)이 1988년에 자체 GMP를 제정하 다. 

GMP 개정상황을 보면 WHO는 1975년 의약품의 품질확보에 있어 철

학 및 정책 (philosophy and policy)의 중요성과 품질경 (quality 

management)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개정한 바 있으

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최근 제․개정된 국가/국제기구의 

GMP 및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

준화기구)의 품질보증개념(ISO 9000 series)과 조화를 이루며 GMP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의약품의 품질에 관한 증명제도」에 있어 

확실한 기초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GMP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89년 WHO-GMP 및 관련 Guideline의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1994년 

5월 WHO 총회에서 개정안이 승인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WHO-GMP

가 개발도상국에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인 내용으로 상세하

게 기술하 다. 

미국도 의약품제조공정의 완전성과 의약품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

한 것과 WHO-GMP가 개정된 점을 감안하여 validation 개념의 도입, 

품질관리부문의 책임강화와 “as necessary", "as appropriate"와 같은 

애매한 표현의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일본은 WHO-GMP가 개정되었고 국제적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GMP 개정팀을 발족하여 1994년에 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는

데 개정의 요점은 validation, 자기점검, 회수처리 등을 신설한 것이다. 

일본의 GMP는 종래에는 「준수기준」이었으나 1994년 약사법, 설치

규칙 및 GMP 기준을 개정하면서 품질확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제조업의 허가요건」으로 바뀌었다.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GMP 제정과 개정상황을 정리하면 아래 표

-5의 내용과 같다.  



          

Table 8. The status of GMP establishment in various countries

                and organizations

국가/기구 제정 년도 개정 년도 비  고

한  국

WHO

EC

EFTA

PIC

ASEAN

미  국

  국

스위스

독  일

프랑스

캐나다

일  본

중  국

대  만

1977.3

1969

1989

1970

1983

1988

1963

1971

1972

1985

1985

1981

1974

1988

1982

 ‘84년, ’92년 

 ‘75년, ’94년

 ‘92년

 ‘87년, ’92년

 ‘96년

 ‘78년

 ‘77년, ’83년

 ‘80년, ’94년

 ‘92년

‘77년 예규, ’92년 고시, ‘94년 부령

  ‘61년 협회GMP 작성

WHO-GMP 채택

  ‘73년 협회 GMP작성

      (나) 국내 GMP 도입 배경 및 현황

우리나라가 KGMP를 도입하고 추진한 경위를 보면 1966년 제22차 

WHO총회에서 가맹국에 대하여 GMP의 도입실시를 권유함에 따라 

1974년 한국제약협회에 KGMP 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GMP에 관한 

검토에 착수하는 동시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KGMP 소분과위원회

를 설치하 다. 이들 기구에 의하여 검토․작성된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은 보건복지부 예규 제373호로 1977년 3월에 

제정되었으며, 동년 6월 28일 WHO가 제정․실시하는 GMP 실시 증

명제도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 후, 1982년에는 의약품 제조업소 KGMP 실시상황 평가표를 작성

하 고, 1984년에는 KGMP를 개정하여 KGMP 적격업소 평가절차를 

보완하고 KGMP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1985년 8월부터 KGMP 적격

업소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날로 증대되는 국민건강의식의 

향상과 제약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KGMP의 실시를 의무

화하기 위하여 KGMP를 개정해서 구조 및 설비 부분은 시설기준령



(대통령령 제13637호, 1992. 5. 6)으로 규정하고, 조직 및 관리는 

KGMP(보건복지부 고시 제1992-44호, 1992. 5. 20)로 규제, 운용하게 

하는 새로운 KGMP 제도로 되었다.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

준에 적합함을 판정 받은 후에 제조를 하는 조건으로 KGMP의 기준의 

적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아 왔으나, 현재 WHO, 미국 FDA, EU, 일본 등

이 방사성의약품의 경우도 일반 의약품과 동일한 GMP 기준의 적용을 의

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현재까지 방사성의약품의 경우는 의약품 제

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함을 판정 받은 내에서도 방사성의약품 제

조시설이라 할지라도 일반의약품의 GMP 기준에 준하는 시설 기준을 갖

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다) GMP 시설기준

         ① 외국의 시설기준

의약품 제조시설에서의 GMP 기준의 주요 골자는 제조시설 내부

를 의약품의 종류별로 어느 수준의 청정도와 멸균 또는 무균 상태

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멸균을 요하는 의약품 제제를 취급

에 있어서 제조시설의 청정도를 의약품의 종류별로 일반적으로 4

가지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제조공정이 최종 단계에서만 멸균공정

을 채택하는지 또는 공정 중 일부 또는 전공정을 무균 상태로 유

지하는지에 따라 2개의 categories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

는 WHO expert committee의 guide line을 세계 각 국이 준용하

고 있다.

멸균을 요하는 의약품 제제를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세균 오염에 

대한 4가지 등급별 제한 기준치는 아래 표6의 내용과 같다. 여기

서 Grade A 지역은 무균 조건을 요하는 vials, ampules 등에 무

균 의약품 제제를 주입하는 매우 주의를 요하는 지역으로 공기흐

름이 층류로 유지되고, 작업 지역에서의 공기의 유속도 

0.45m/s±20%(권고 수치)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지역을 의

미한다. Grade B 지역은 Grade A 지역의 주변 지역 및 Grade A 

지역에서 작업을 위한 준비지역을 Grade C와 D 지역은 멸균 의

약품 제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무균 조건을 요하지 않는 일반 작

업 구역을 의미한다.

                  



Table 9.  Limits for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average value)

Grade
air-sample
(cfu/m3)

settle plates
(90mm dia.)
(cfu/4hr)

contact plates
(55mm dia.)
(cfu/plate)

glove print
(5 fingers)
(cfu/glove)

A 〈 3 〈 3 〈 3 〈 3

B 10 5 5 5

C 100 50 25 -

D 200 100 50 -

             * cfu : colony-forming units

그리고 멸균을 요하는 의약품 제제를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부유 

입자들로 인한 오염에 대한  4가지 등급별 제한 기준치는 아래 표 

7의 내용과 같다.

                

Table 10. Maximum permitted number of particles/m3

Grade at rest in operation

0.5 ㎛ 5 ㎛ 0.5 ㎛ 5 ㎛

A 3500 0 3500 0

B 3500 0 350000 2000

C 350000 2000 3500000 20000

D 3500000 20000 not defined not defined

여기서 ‘at rest’는 작업조건 하에서 작업종사자가 시설 내에 없는 

상태에서 약 15-20분 동안 (권고 수치) clean-up을 한 후에 측정되

는 수치를 의미하며, ‘in operation’은 작업종사자가 시설 내에 있는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를 의미한다. Grade A 지역은 작업에 들어

가는 전에 즉시 유지되어야 하는 수치이다.

그리고 이상의 부유 입자가 존재하는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Grade A 지역은 정제된 공기만을 일정한 유속(0.45m/s±20%)으로 

층류로 공급하여야 하며, Grade B, C, D 지역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횟수 20회/시간 이상으로 HEPA filter를 거친 공기

를 공급하여야 유지가 가능하다.

세계 각국의 부유입자 오염에 대한 규제기준에 따른 구역의 구분



을 표기하는 방법을 정리하면 아래 표 8의 내용과 같다.

           

Table 11.  Comparison of different classification systems.

WHO

GMP

US

Customary

US

209E

ISO/TC

209

EEC

Annex I GMP

A M 3.5 100 1SO 5 A

B M 3.5 100 ISO 5 B

C M 5.5 10,000 1SO 7 C

D M 6.5 100,000 ISO 8 D

         ② 국내 시설기준

이미 KGMP는 구조 및 설비는 시설기준령 및 동기준령 시행규칙

으로 조직 및 관리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술한 바 있다. 이들의 중요한 내용은 구조․설비와 조직․관리로 

나누어지는데 이 중에 구조 및 설비에서 갖추어야할 중요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인위적인 과오의 최소화를 위하여 

                 - 제조소의 작업실, 실험실, 보관소 등의 크기와 구조

                 - 의약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 작업 종류 별로 분리, 구획, 구분 등의 유지

            ㉯ 오염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하여

                 - 작업실의 전용

                 - 작업소 및 보관소의 적정한 온․습도 유지

                 - 공기조화에 의한 품질저하 방지 시설

                 - 기계의 폐 및 격리

                 - 기계․용기 표면의 재질

                 - 작업실․보관실의 구조 

                 - 무균실

                 - 갱의실 및 수세시실

            ㉰ 품질보증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 작업실․설비 등의 합리적인 배치

                 - 오염방지를 위한 통로(작업원, 물품, 일반인등)의 합리적인 

                   설정



                 - 설비 용량의 적정성

                 - 필요한 시설의 확보 여부

그리고 KGMP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를 위한 작업환경 

관리구역에 따른 청정도 관리 및 시설기준은 아래 표 *-9의 내용

과 같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GMP 시설기준이 별도

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최근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하고 식약청이 방사성의약품 제조에 대해서도 일반 의약품에 준

하는GMP 시설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Table 12.  The design basis for clean class control.

청정도

등  급
Class＊ 해당 작업실 구조 조건 환기 회수 관리 기준

1A 100

-무균조작을 

 요하는 제제의

 원료칭량, 조제,

 충전․ 봉,

 작업대

-무균제제의

 충전․ 봉,

 작업대

-Clean booth/bench

 (1B구역내 설치)

-HEPA filter

-온습도 조절

층류 풍속

수직:

 약 0.3m/sec

수평:

 약 0.45m/sec

-최대생균수

 낙하균:

 1개/시간(Φ 9㎝)

 부유균:1개/㎥

-무균복장

1B 10,000

-무균제제의 

 작업실 및 무균

 작업에 필요한

 관리구역

-무균작업 전용의 

 갱의실 및 준비실

 (pass box)

-난류형 clean room

-pre.+Med.+HEPA   

 filter

-양압

-온․습도 조절

시간당 20회

 이상

-최대생균수

 낙하균:

 5개/시간(Φ 9㎝)

 부유균:20개㎥

-무균복장

-원료․자재의

 외부소독 반입

2 100,000

-중앙칭량실

-비무균제제의

 조제, 충전, 

 폐색 작업실

-무균제제의 

 용기 세척실

-반제품 보관소

-직접 포장작업실

-pre.+Med.+(HEPA)  

 filter

-분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압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주변 양압 및

       집진시설

시간당 10회

 이상

-최대생균수

 (생균수 관리제제

  작업실)

 낙하균:

  20개/시(Φ 9㎝)

 부유균:200개/㎥

-전용복장

3 -

-청정도 1 및 2

 구역을 제외한

 작업소

-생약재 전처리

 작업소

-일반 포장실

-보관소

-Prefilter

환기

-갱의, 수세

-원료․자재의 

 외부청소 반입

   나. 설계 개요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은 아래 그림 *-1에 표기된 것과 

같이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이미 건설되어 있는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

설(RIPF; Radioisotope Production Facilities)내 1층에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BANK-4에 설치되었다. 이 공간은 RIPF 건설 당시 fission Mo-99/ 

Tc-99m generator 제조 시험 시설로 설계된 것이나 예산의 부족으로 주

변 설비만 구비하고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기술된 용도를 위하여 국내 약사법에 명기된 주사제(무균

제제)까지 제조가 가능한 의약품제조 시설기준을 만족하는 청정도가 유

지되는 청정시설을 설치하고, 4개의 γ-type 납차폐셀을 설치, 활용하기 

위하여 납 차폐셀, 청정실(clean room) 및 관련 장비, 환기설비 및 부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설계와 KINS 인허가를 위하여 제출되는 시설의 

방사선 안전성 분석 등 SAR(Safety Analysis Report)을 작성하 다. 설계 

및 인허가 자료는 원자력법령, KGMP 또는 선진국의 GMP 관련 기준 등

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만족하도록 작성되었다.

그림 1. 생산시설의 위치

      본 시설에 설치된 주요 설비는 아래와 같다.

         (1) Bank 4를 용도별로 구분된 청정도 유지, 관리가 가능한 청정설비

         (2) 4 기의 γ-type 납 차폐셀

             (납차폐셀 3기는 청정도 class 10,000, 1기는 청정도 class 100)

         (3) 납 차폐셀 조작 설비(MSM, 차폐창, 조작 및 감시 panel 등)

         (4) Shield Clean Bench 설비 (청정도 class 100)

         (5) 멸균장치, 청정도 관리장비 등 GMP 장비

         (6) 공조 계통 설비 (Bank 4를 분리 운전, 관리)

         (7) 각종 Utility 공급

         (8) 소화 설비

         (9) 방사성 폐액 수집 설비

         (10) Radiation monitoring 장비



   다. 설계 기본요건 및 분야별 설계 내역

      (1) 설계 기본요건

         (가) 설계 수행지침

본 시설의 설계는 시설의 용도에 부합하고 경제적이며, 최적의 설

계기준을 분야별로 적용하고, 설계착수에 앞서 현황 및 설계에 필

요로 하는 기초자료를 상세히 조사하 으며, 연구소가 수립한 기

본계획 및 생산 공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를 하 다. 그리고 

아래 기술된 내용들을 설계에 앞서 수행하도록 하 다.

            ① 현장조사 및 기존 설계도서 검토

본 시설은 기존 동위원소 생산시설 내에 설치됨으로 설계 착수 

전에 설치 현장과 기존 설계 도서를 면 히 조사하여 interface 

사항을 파악하고 설계에 착수하 다.

② 설계기준의 정립

본 시설의 설계에 관한 기본개념을 결정하고, 설비의 용량, 수

량, 형식, 자동화 범위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설정한 후, 설계

업무를 수행하 다.

            ③ 계통설명서(System Description) 작성

본 시설에 설치되는 설비에 대한 설계 설명서로써 설계 요구사

항, 설비 및 계통상의 구성 기기, 기기 성능, 제작 및 설치 시 

고려사항, 설계 시 각종 고려사항 등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건물 

및 설비의 기본 설계개념이 자세히 기술되도록 하 다.

            ④ 기기 배치(General Arrangement)

기기 배치는 차폐셀, 청정설비 및 GMP 장비, 공조설비 등의 운

전과 보수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면서 경제적 설계가 되

도록 하 다.

         (나) 청정실(Clean Room) 및 관련장비 설계 요건

① 청정실(Class 100, 10,000 또는 100,000), 탈의실, 공조실 등의 설

계 요건은 원자력법령과 국내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주사제(무균제제)의 제조를 위한 시설기준 및 품질 관리기준 

요건(KGMP)을 만족하고, 국내 약사법에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선진국의 GMP 기준 요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그

리고 설계자가 이러한 제반 기준(기류방식, 청정도, 재료/구조, 

소음, 진동, 온습도, 부속장치, 유틸리티 등)을 설정하여 연구소

와 협의 하에 결정하도록 하 다. 

   그리고 원자력법령상의 요건과 우수의약품 제조를 위한 기준요

건과 상충되는 사항은 각각의 기준 요건의 설정 취지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설득이 가능한 logic 

하에 설정하 으며, 청정실 설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

다.

㉮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청정도 기준 및 국내 약사법에 일

반주사제의 제조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요건

㉯ 생산 공정기기(발열량, 배기량, 발진량, 공정기기 배치, 

멸균 방법, 장래 이설 등)

㉰ 본 시설 설치 장소의 주변 여건

㉱ 운전시간(24시간 운전, 수시운전 등)

㉲ 냉열열원(냉각수, 증기, 온수 등)

㉳ 청정실내의 작업자 수

㉴ 청정실의 청소 방안(청소 빈도 등)

㉵ 시설의 사용 연수

㉶ 운전 및 관리, 보수 방안 등

            ② 공조 방식

㉮ 공조방식은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청정도 요건을 만족하

고, 경제적인 방식을 고려하 다.

㉯ 공조계통은 본 시설이 설치되는 기존 공간 활용에 적합

한 방식을 고려하 다.

㉰ 필요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정장치를 포

함하는 것을 고려하 다.

㉱ 흡기 및 배기 계통은 기존 시설의 환기설비계통과 분리

하여 설계하도록 하 으며, 최종 배기구는 연결하여 사

용하고, 특히, 타지역에 설치된 차폐셀과의 Cross 

Contamination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계통을 구

성하 다.

            ③ 기타

㉮ 마감재 및 구조는 제염이 용이한 것을 선정하도록 하

다.

㉯ 배관 등의 관통부위는 폐구조로 설계하도록 하 다.

㉰ 배수가 용이하여야 하며, Trap은 폐형이어야 하고, 배

수 시설은 기존 극 저준위 액체 방사성 페기물 계통과 

연결되도록 하 다.

㉱ 모서리 부분은 청소가 용이하고 때가 끼지 않도록 하

다.

㉲ 청정실 등의 실압 감시 설비를 구비하 다.



㉳ 닥트는 공기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 청정실 운 에 필요한 부속 장치(Pass Box, Shoe 

Cleaner, Relief Damper 등)가 적절히 구비되도록 설계

에 고려하 다.



         (다) 납 차폐셀(Lead Hot Cell)

① 설계되는 4기의 납 차폐셀은 모두 청정도 10,000으로 유지되는 

지역에 설치되도록 하 으며, 이 중 3기의 납 차폐셀은 Mo-99

의 반입, 분배, 충전과 Tc-99m Generator를 제조하는 생산 공

정에 적합한 구조로 하 다. 그리고 1기의 납 차폐셀은 Tc-99m 

Generator의 제조 관련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

다. 특히, Tc-99m Generator는 주사제로서 현재 약사법에는 방

사성의약품의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식약청이 

일반주사제와 동일한 수준의 시설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내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주사제(무균제제)의 제조

를 위한 시설기준 및 품질관리기준을 만족(KGMP)하며, 연구소

가 제공하는 기본 계획상의 요건(수량, 배치요건, 크기, 기능, 

청정도 등)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다.

② 납 차폐셀 내부는 연구소가 제시하는 청정도(Class 100 또는 

10,000)를 유지할 수 있는 공조 system을 갖추었고, 납 차폐셀 

구조는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구조를 갖도록 설계되었으며, 

용도 및 기능에 따라 납 차폐셀 별로 부분적으로 청정도를 다

르게 고려하 다.

③ 납 차폐셀은 지진 사고에도 구조물의 건전성이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 다.

④ 납 차폐셀은 내, 외부로의 원료 물질, 부품 및 제품의 운반이 

용이하고, 안전한 배치와 구조를 갖도록 설계하 다.

      (2) 분야별 주요 설계 내용

         (가) 공통 사항

            ① 현장 조사 및 기존 도서 검토

            ② 설계기준의 정립

            ③ 계통설명서(system description) 

            ④ 기기배치(General Arrangement)

            ⑤ 기기 구매시방서

            ⑥ 제작. 설치 시방서

            ⑦ 설비 및 장비 운전 절차서 및 O/M 지침서

                   ⑧ 인허가 도서 작성/기술지원

            ⑨ 공사예가 산출

         (나) 원자력 분야

            ① 방사선 차폐계산

            ② 납 차폐셀 구조도



            ③ Radiation Zone Map

            ④ Source Term 계산 

            ⑤ 방사선 안전성 해석 (정상운전 및 사고 시)

         (다) 건축/구조 분야

            ① 설계 계산

               ‧ 건물 구조물 구조 계산

               ‧ 건물 내진해석

               ‧ 설계하중의 정의 및 조합 등

            ② 도면

               ‧ 건축도면

               ‧ Hot Cell support structure & foundation

               ‧ Structure frame work

               ‧ 골조 상세도면 (매입 및 관통 layout & detail 포함)

               ‧ 마감 상세도면 (매입 및 관통 layout & detail 포함)

               ‧ 구조물 상세 골조 도면

         (라) 기계 분야

            ① 설계 계산

               ‧ 유틸리티 소요량을 기준으로 기기용량 계산(물, 가스, 압축

               공기, 등)

               ‧ 각종 Utility system의 계산

               ‧ HVAC air volume 및 air balancing 계산

               ‧ 파이프 구경 및 파이프 압력강하 계산

               ‧ 배관재 등급 분류 등

               ‧ Utility 기기용량 상세계산

               ‧ HVAC system

               ‧ 각종 utility system의 상세계산

               ‧ Pipe design(line sizing, support & hanger design)

            ② 도면

               ‧ P&ID(HVAC, Utility, 소화설비)

               ‧ 장비 배치도

               ‧ 소화설비 도면

               ‧ 핫셀 도면(배치도, 단면, 평면, 입면, 상세도)

               ‧ Manipulator/Radiation window Coverage 

               ‧ Duct Plan / Detail

               ‧ Plumbing plan & detail

               ‧ Piping plan & section & detail



               ‧ Isometric drawing

               ‧ Piping arrangement

               ‧ Hanger & support location drawing 

         (마) 전기 및 계장분야

            ① 설계 계산

 ‧ 단선 결선도의 확정 및 각 요소에 대한 용량계산(단락강도, 

고장점 차단전류 등), 보호계전 시스템 정정치(Set Point) 설

정

 ‧ Cable, wiring, tray & conduit schedule 작성

 ‧ 조도 계산

 ‧ 접지모선 및 기기, 철구 등에 대한 접지 

 ‧ Fire protection system

            ② 도면

               ‧ 전등, 전열 기본도

               ‧ 전기 논리 회로도

               ‧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 Instrument control(field instrument, control valve 등)

               ‧ Fire protection system

               ‧ UPS system

               ‧ 단선 결선도

               ‧ 간선 설비 평면도

               ‧ 기기 배치도

               ‧ Radiation monitoring system

               ‧ 동력설비 평면도

               ‧ Raceway 도면

               ‧ Electrical equipment 배치도

               ‧ 전등 전열 평면도               

               ‧ 전화 및 방송 평면도

               ‧ 소방 설비 평면도

               ‧ 접지설비 평면도

               ‧ Cable schedule

               ‧ Inter connection wiring diagram

               ‧ Control logic diagram

               ‧ Sequence diagram



   라. 설계 내용

      (1) 시설 구성 및 배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은 시설의 용도와 활

용성 등을 고려하여 4기의 납 차폐셀과 의료용 동위원소 제조에 필

요한 청정도 유지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5기의 clean room으

로 구성하는 것으로 시설의 배치를 고려하 으며, 시설의 개략 배치

도는 그림 2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Fig. 2.  General lay-out of facilities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medical radioisoto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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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계는 시설의 구체적 용도를 고려하여 용도에 맞는 특성과 

요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므로 본 설계에 앞서 본 시설을 이용

하게 되는 대상 공정을 설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앞으로의 전

망 등을 고려할 때 의료용 동위원소 수요의 약 80% 가까이 차지하는 

Tc-99m generator의 제조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설치되는 납 차폐 셀 

가운데 3개는 주사제로 사용되는 Tc-99m generator의 제조를 주목적

으로 설계되었으며, 나머지 1기는 현재 개발된 Ho-166과 신규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인 Sr-89, Sm-153, Cr-51, Ir-192 등의 제조 연구를 위

한 용도를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설계의 수행을 위하여 Tc-99m generator의 제조를 위한 기준공정을 

Tc-99m generator의 제조를 위한 연구 결과[1]를 기준으로 그림 3과 

같이 설정하 으며, 각 제조를 위한 단위공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단위공정에서 요구되는 청정도를 그림 4와 같이 설정하여 설계하

다.

Fig. 3.  Process block diagram for Tc-99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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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설의 room 배치는 방사선 관리구역의 부압 유지를 위한 기준조

건과 clean room의 청정도 유지를 위한 기준조건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 하 다. 그러나 방사선 관리구역은 오염의 확산을 배제하기 위하

여 배기되는 공기를 관리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방사선 준

위가 높은 지역일수록 높은 부압이 유지되도록 설계되며, clean room

의 경우는 청정도 관리를 위하여 청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양압을 유

지하도록 된다. 그러나 방사성의약품 제조시설의 경우 방사선 준위와 

청정도 모두 높은 지역으로 부압 조건과 양압 조건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설계에서는 상충되는 설계요건을 상대

적인 부압조건과 양압조건을 적용하고 중간에 완충 zone을 설정함으

로서 서로 상충되는 기준 요건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여 설계에 적용하

으며, 이를 기준으로 room lay-out을 그림 5에 표기된 것과 같이 설

정하 다.

그리고 본 시설 내에서 원료 및 시약, 부품 등의 물질 이동 경로와 작

업자의 출입 경로가 서로 중복되지 않고 one-through 형태의 경로가 

유지되도록 작업자, 방사성 물질, 멸균을 요하는 시약 및 부품, 멸균을 

요하지 않는 약 및 부품으로 구분하여 그림 6에 표기된 형태로 이동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room lay-out에 반 하 다.

Fig. 5.  Room lay-out in facility for Tc-99m generator production.



Fig. 6.  Flow path in facility for Tc-99m generator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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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안전등급 분류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게 되는 시설에서는 설비의 안전등급을 분류하

여 해당 등급에 따라서 제작, 설치 및 성능시험을 구별하여 관리하게 

된다. 설비의 안전등급은 SC(Safety Class), NNS(Non Nuclear 

Safety), NA(Non Application)로 구분된다. 여기서 SC는 원자로와 같

이 어떠한 경우에도 설계된 개념 그대로의 안전성이 유지되어야 하

는 시설로서 일반적으로 원자로 및 원자로 1차 계통설비에만 적용되

고 있으나, 사용 후 핵연료를 직접 취급하게 되는 이외의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NNS는 ANSI 안전등급 분류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설비로서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규정된 사고 시 작업 종사자 및 주민

에 대한 최대허용피폭선량을 초과하지 않으나 방사성 물질을 함유하

는 경우이며, NA는 안전등급 분류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대상으로 

별도의 산업 규격 또는 표준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품질등급은 Q, T, S로 분류되며, Q 등급은 safety class 1, 2, 

3으로 분류되는 시설 또는 기기이고, T 등급은 safety class 1, 2, 3으

로 분류되지 않는 기기로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 및 

기기로 10 CFR50 Appendix B의 품질요건을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S 

등급은 NNS 또는 NA로 분류되면서 품질등급 Q나 T로 분류되지 않

는 시설 및 설비로서 제작자의 품질보증요건이나 산업규격을 선별적



으로 적용한다.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로 사용되는 hot cell 

및 부대설비의 안전등급, 지진등급 및 품질등급을 기존 시설의 분류 

등급과 공정 특성을 고려하여 표 *-10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개념을 

설정하여 설계에 반 하 다.

      (3) 납 차폐셀 차폐설계

         (가) 방사선 기준선원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취급을 위한 납 차폐셀 및 차폐설계를 

위한 방사선 기준선원은 Tc-99m generator의 국내 수요와 향후 

수출을 고려하여 제조 기준용량을 Tc-99m의 모 핵종이며, 원료물

질인 Mo-99 용액을 기준으로 batch 당 100 Ci-
99Mo를 기준선원으

로 설정하 고, Mo-99의 반감기(66시간)를 고려하여 원료물질인 

bulk Mo-99 용액을 취급하는 납 차폐셀은 300 Ci-99Mo를 기준선

원으로 결정하 다. 이를 기준으로 각 차폐셀의 차폐설계를 위한 

방사선 기준선원을 표 11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설정하 다.

그리고 차폐셀의 차폐계산을 위한 방사선원에 대한 감마선 방출

선원의 energy level의 기준은 표 12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Table 10.  Safety classification of hot cell facilities.

주요 기기 및 계통 안전등급 내진등급 품질등급

납핫셀 시설

납핫셀 구조물 NNS NON T

원격조정기 NA NON T

차폐창 NNS NON T

회전호이스트 NA NON S

고정호이스트 NA NON S

셀간문 NA NON T

스위치 박스 NA NON S

Clean Room 시설

청정설비 NA NON S

급기 및 배기설비 NA NON S

전기설비 NA NON S

소화설비 NA NON S

액체방사성폐기물 이송설비 NNS NON T

               

Table 14. Radioactivity source-term for lead hot cell design.

납 차폐셀 

No.
명칭 및 용도

방사선원

Mo-99 Tc-99m 
(Equilibrium)

No. 1
Experiment Hot Cell

[일반 실험 또는 분석]
100 Ci 80 Ci

No. 2

Conditioning Hot Cell

[Bulk Solution으로부터 

Stock Solution까지 제조]

300 Ci 240 Ci

No. 3

Dispensing Hot Cell

[Stock Solution을 각 

Column에 분배 및 충진]

100 Ci 80 Ci

No. 4

Sterilizing Hot Cell

[분배된 Column의 멸균 

및 loading]

100 Ci 80 Ci



            

Table 15.  Energy level basis of γ radiation source for shield design.

No.
에너지

(MeV)

선원의 세기 (Mo-99 1Ci 기준)

(MeV/sec)

선량환산인자

[(mR/hr)/(MeV/sec․㎠)]

1 0.328 3.6875×109 -

2 0.1484 9.4002×105 -

3 0.1797 4.1446×108 1.7967×10-3

4 0.3672 1.8608×108 2.0574×10-3

5 0.6797 6.4977×107 2.0677×10-3

6 0.7422 3.5151×109 2.0372×10-3

7 0.7734 1.2820×109 2.0239×10-3

8 0.8203 4.0403×107 2.0020×10-3

         

              (나) 차폐 계산

본 시설의 납 차폐셀은 4개로 구성되며, No.1 핫셀은 Tc-99m 

Generator 이외의 다른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를 생산하기 위한 

핫셀이고, No.2 ∼ No.4 핫셀은 Tc-99m Generator를 생산하기 위

한 핫셀이다. 그리고 핫셀 내로 반입되는 방사선원은 Mo-99 용액

이다.

또한 No.3 핫셀은 핫셀의 운전 중 Generator Column Assembly의 

반입 작업을 위해 핫셀 뒷문을 열어야하므로 셀간벽(Dividing 

Wall)은 No.2 핫셀이나 No.4 핫셀에 취급되고 있는 방사선원에 대

한 차폐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 다.

               ① 계산 방법

                  본 시설의 납 차폐셀의 차폐설계를 위한 차폐계산은 

QAD-CG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 주요가정

- 핫셀 내에 존재하는 방사선원은 점선원(Point Source) 

이다.



- 각 핫셀의 용도 및 차폐기준선원은 표 *-12에 표기된 

내용을 적용하 다.

- 차폐선원은 방사성의약품의 생산을 위해 핫셀 내로 반

입되는 Mo-99 용액을 기준하고, Mo-99로부터 방출되

는 감마선원의 에너지 및 세기는 표 12에 표기된 내

용을 적용하 다.

- 차폐체 재질은 Pb(3% Sb)로 도는 11.0 g/cm
3 이다.

- 방사선원의 위치는 벽면으로부터 30 cm 이격된 것으

로 한다. 단, 핫셀 바닥의 방사선원은 차폐 바닥면 바

로 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한다.

                  ㉯ 계산모델

핫셀의 방사선 차폐계산 모델은 핫셀의 기본 설계도면을 

적용하여 설정하 으며, 방사선원(Source Point) 및 피폭

지점(Detector Point)의 위치는 그림 7에 표기된 바와 같

다. 그리고 차폐계산의 보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사선

원으로부터 피폭지점의 거리는 감마선 비정이 가장 짧은 

곳을 선택하 다.



         

Fig. 7. Shielding model for hot cell shield calculation. 

               ② 차폐 기준

핫셀 내에 존재하는 방사선원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으로부터 

작업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차폐기준을 만족하

도록 설계하 다.

㉮ 핫셀의 전 운전기간중 운전구역내의 작업원이 받는  최

대방사선 피폭선량을 1.0 mrem/hr 이하로 유지한다.

㉯ 핫셀의 전 운전기간중 운전구역의 작업원이 핫셀 바닥으

로부터 직접 피폭되는 최대 방사선 피폭선량을 1.0 

mrem/hr 이하로 유지한다.

㉰ 핫셀의 전 운전기간 중 천정에 대한 최대 피폭선량을 1.0 

mrem/hr 이하로 유지한다.

㉱ No. 2 핫셀 및 No. 4 핫셀 내에 기준선원이 존재할 때 

No. 3 핫셀 내에서의 최대 피폭선량을 15.0mrem/hr 이

하로 유지한다.



           

                      ③ 계산 결과 

㉮ No. 1 ∼ No. 4 핫셀의 정면, 옆면, 뒷면, 천장 및 셀간

벽에 대한 차폐두께에 따른 피폭선량율은 표 13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Table 16. Calculation results of dose rate on front, rear, 

            side, ceiling, devide wall of lead hot cell.

차폐체의 두께

(mm)

피폭선량율 (mrem/hr)

Cell No. 2 Cell No. 1, 3 & 4

80 146.13 48.711

90 54.100 18.033

100 19.993 6.664

110 7.385 2.462

120 2.730 9.099×10-1

130 1.010 3.368×10-1

140 3.748×10-1 1.249×10-1

150 1.394×10-1 4.646×10-2

160 5.200×10-2 1.733×10-2

          



                         ㉯ No. 1 ∼ No. 4 핫셀의 바닥 면에서의 차폐두께에 따른 

                     피폭선량율은 표 14에 표기된 내용과 같다.

                    

Table 14.  Calculation results of dose rate on bottom of

            lead hot cell.

차폐체의 두께

(mm)

피폭선량율 (mrem/hr)

Cell No. 2 Cell No. 1, 3 & 4

80 - 3.148

90 2.999 1.105

100 1.047 3.872×10-1

110 3.610×10-1 1.355×10-1

120 1.253×10-1 4.748×10-2

130 4.358×10-2 -

㉰ 차폐계산 결과 No.1, 3 및 4 핫셀에서 차폐두께에 따른 

선량율은 그림 8에 표기된 내용과 같으며, 차폐기준을 만족

하기 위한 핫셀의 차폐두께는 다음과 같다.

• 핫셀의 정면, 옆면, 뒷면 및 천장에서 차폐벽의 최소 

두께는 12㎝이다.

• No. 2 핫셀과 No. 3 핫셀 사이의 셀간벽의 최소 두

께는 11㎝이다.

• No. 3 핫셀과 No. 4 핫셀 사이의 셀간벽의 최소 두

께는 10㎝이다.

• 바닥의 최소 두께는 10㎝이다.

㉱ 차폐계산 결과 No. 2 핫셀에서 차폐두께에 따른 선량율

은 그림 9에 표기된 내용과 같으며, 차폐기준을 만족하기 위

한 핫셀의 차폐두께는 다음과 같다.

• 핫셀의 정면, 옆면, 뒷면 및 천장에서 차폐벽의 최소 

두께는 14㎝이다.

• No. 2 핫셀과 No. 3 핫셀 사이의 셀간벽의 최소 두

께는 11㎝이다.

• 바닥의 최소 두께는 11㎝이다.



     

Fig. 8.  Dose rate according to shield thickness

in No. 1, 3, 4 lead hot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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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ose rate according to shield thickness

in No. 2 lead hot cells.

1.000E-02

1.000E-01

1.000E+00

1.000E+01

1.000E+02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차폐체의 두께 (cm)

피
폭

선
량

율
 (

m
R

/h
r

Wall Floor



         (다) 납 차폐체 두께 

차폐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각 핫셀 납 차폐체 패널의 두께를 표 

15와 같이 결정하 다.

Table 18.  Shield thickness of lead panel.

(단위: mm)

차폐셀 No. Front Rear Side Roof Floor 비 고

No. 1 130 130 130 130 110

No. 2 150 150 150 150 110

No. 3 130 130 130 130 110

No. 4 130 130 130 130 110

그리고 2번과 3번 핫셀 사이 그리고 3번과 4번 셀의 Dividing 

wall은 110mm로 결정하 다.

      (4) 차폐셀 및 조작장비 설계

         (가) 설계기준

            ① 적용 규격 및 표준

납 차폐셀의 설계, 제작, 검사 및 시험에 적용되는 규격 및 표

준은 다음과 같다.

               ANSI B31.1 : Power piping

               ANSI N512 : Protective coating(paints) for the nuclear 

                           industry

               API Standard 650 : Welded steel tanks for oil storage

               ASTM B29 : Standard specification for lead pig

               ASTM A36 : Structural steel

               ASTM A193 : Alloy steel and stainless steel bolting 

                           material for high temperature service

               ASTM A240 : Heat resisting chromium-nickel steel plate,  

                                  sheet and strip for pressure vessel

               ASTM A480 : Flat-rolled stainless and heat-resisting steel 

                           plate, sheet and strip

               AISC :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ructural steel for building

               AWS D1.1 : Structural welding



               AWS A5.4 : Corrosion-resisting chromium and 

                           chromium-nickel steel welding electrode

               AWS A5.4 : Corrosion-resisting chromium and 

                                chromium-nickel bare and composition metal cored 

                                and standard arc welding electrode and welding 

                         rod

               AWS A5.22 : Flux cored corrosion-resisting chromium and 

                           chromium-nickel steel electrode

            ② 감마선 차폐

본 시설에 설치되는 납 차폐셀의 차폐설계 기준치는 기존 동위

원소 시설과 동일하게 운전구역(7000 구역)에서는 0.01m㏜/hr, 

작업구역(8000 구역)에서는 0.15 m㏜/hr를 적용한다. 따라서 납 

차폐셀의 부위별 차폐설계 기준은 표 16과 같다.

           

Table 19.  Shield design basis of hot cell. 

차폐부위 기준선량(m㏜/hr) 선원 위치

벽 및 천정
0.01 이하

(차폐벽 외면)
내벽으로부터 30cm 거리

바닥
0.01 이하

(작업구역 바닥)
바닥면 바로 위

셀간벽
0.15 이하

(셀간벽 외면)

셀간벽으로부터 30㎝ 

거리

               본 시설에서 감마선 차폐는 강판 케이싱에 납을 채운 납판을 

               사용하며, 차폐체의 도는 다음과 같다.

               

차  폐  체    도 (g/cm3)

납 11.35

스틸 7.85

핫셀의 관통부위는 방사선이 틈새로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스텝을 두어 설계하고 차폐보강을 한다. 차폐보강이 

불가능한 관통부위는 관통단면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위치를 

상부에 두어 작업자의 직접피폭을 방지하도록 설계하 다.

핫셀 차폐계산에서 고려되는 선원은 감마선으로서, 선원의 크기

가 작은 경우에는 가장 보수적인 등방점선원 점커널 방법을 사

용하고, 폐기물 저장용기와 같이 크기가 큰 경우에는 부피를 고

려한 부피선원을 적용하 으며, 액체폐기물 저장용기의 차폐선



원은 보수적으로 No. 2 핫셀과 동일하게 적용하 다. 전산프로

그램은 기존 동위원소 생산시설 설계 시 사용하 던 QAD-CG 

Code를 이용하 다.

            ③ 차폐창(Lead shield window)

               차폐창의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정상운전 및 보수를 위한 적정 시야각을 확보하 다.

㉯ 차폐창 어셈블리는 셀벽과의 틈새를 통한 방사선 누출을 방

지하기 위하여 스텝을 만들고 적절한 씰링 장치를 한다.

㉰ 차폐유리 및 스틸 하우징은 셀벽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차폐능을 가지며, 특히 사선방향의 차폐를 위하여 하우징을 

보강하 다.  차폐계산은 주어진 선원 또는 감마에너지 스펙

트럼에 따라 각 재질별로 수행하 으며, 면 도에 의한 단순 

계산은 허용하지 않았다.

㉱ 차폐창 어셈블리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지지구조물을 셀 

외부에 설치하 으며, 보수를 위한 탈착이 가능하도록 하

다.

㉲ 차폐창이 셀 내부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 다.

            ④ 원격조정기

               원격조정기의 설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 셀 내부의 작업구역의 완전한 Coverage를 확보하 다.

㉯ Wall Tube는 최대한 높이 설치하 다.

㉰ 보수를 위하여 Slave Arm을 인출할 시에도 씰링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 다.

㉱ Master Arm의 Handle이 Cold Side로 돌출되어 있는 차폐

창과 간섭되지 않도록 하 다.

         (나) 차폐셀 설계

각 차폐셀의 내부(라이너 box의 내부 기준) 크기 즉, 작업 가능한 

공간은 다음과 같다.

              - No. 1 차폐셀 : 1,494mm(W) x 1,194mm(D) x 1,259mm(H)

              - No. 2 차폐셀 : 1,494mm(W) x 1,154mm(D) x 1,239mm(H)

              - No. 3 차폐셀 : 1,494mm(W) x 1,194mm(D) x 1,259mm(H)

              - No. 4 차폐셀 : 1,264mm(W) x 1,194mm(D) x 1,259mm(H)

각 차폐셀의 상세한 크기는 아래에 표기된 "Lead hot cell 

schedule"에 명시되어 있으며, 차폐셀의 배치도 및 front view는 

그림 *-10에 표기된 것과 같다. 그리고 차폐셀의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등의 상세 도면과 상세 자료는 본 시설의 설계도



면 번호 HC4-MH-002∼008과 설계자료 문서번호 HC4-M-010 

'Technical specification for lead hot cell'에 명시되어 있다.

Fig. 10.  Front view of lead hot cell.

납 차폐셀의 천정 부위는 이물질의 침입 및 침적을 방지하기 위하

여 스테인레스 스틸로 납셀의 경계부분(EDGE)를 따라 벽을 설치

하며, 이 벽체에는 실내의 공기를 핫셀 내로 흡입하기 위한 개구

부 및 핫셀 천정의 기기를 보수하기 위한 문이 설치되도록 설계하



다. 그리고 핫셀 외부로 핫셀 내 오염된 공기의 누출을 방지하

기 위하여 핫셀 내부를 stainless steel 재질의 liner가 설치되었으

며, 각종 기기들이 기 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납 차폐

셀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물 및 기기는 다음과 같다.

            ① 납 패널(Lead Panel)

납 패널은 10mm 두께의 강판 케이싱(Steel Casing)과 납으로 

구성된다. 납의 기계적 특성을 위해 3%의 안티모니를 혼합한 

ASTM B29를 사용하며, 납 패넬(Panel)관련 상세 내용은 본 시

설의 도면번호 HC4-MH-011∼020 "PANEL ASSEMBLY FOR 

HOT CELL"에 명시 하 다.

            ② 지지 구조물(Supporting Structure)

납 차폐셀은 철 구조물로 지지되며, 25mm의 철판(ASTM A36)

과 이를 지지하는 다리 즉 Tubular Frame(150x150x9)으로 구성

되고, 지지하는 다리는 1층 바닥의 지지 Plate에 용접하며 플레

이트는 힐티 앵커볼트에 의해 고정되도록 설계하 다. 지지 철 

구조물 관련 상세 내역은 본 시설의 도면 HC4-AD-001∼005 

"HOT CELL SUPPORT STRUCTURE"에 명시 하 다.

            ③ 라이너(Liner)

핫셀 라이너는 납 차폐체 패넬 내에 설치되는 stainless steel 재

질의 박스로서 차폐창, 원격조정기, 각종 개구부 등을 위한 관

통부를 갖는다. 이 관통부들은 오염방지판, 가스킷, O-링 등으로 

폐되어 있으며, 오염물질을 쉽게 제염할 수 있도록 모서리 및 

돌출 부분이 라운드 되어있다. 라이너는 바닥 납 패널에 바로 

부착되며, 바닥 라이너의 표면이 작업 table의 높이인 FL+900 

지점이다. 라이너의 측면 및 천정 부위는 납 패널과 라이너의 

간격을 15mm로 유지하도록 설계하 다.

                 -  재질  :  STS 304

                 -  두께  :  3 mm

                 -  마감 :   No.4 FINISH, ASTM A480

               라이너 관련 상세 내용은 본 시설의 도면번호 HC4-MH-031∼

039 

               "LINER BOX FOR HOT CELL"을 참조하면 된다.

            ④ 차폐창

               [설계 요건]

차폐창은 각 셀에 1개씩 설치되며 핫셀 내에서 방출되는 최

대 방사선량율을 1.0 x 10
-5 Sv/hr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원  :  2번셀→Mo-99 300Ci, 1,3,4 셀 → Mo-99 

                    100Ci

                  - 형식  :  건식

                  - 광투과율  :  ＞ 50 %

                  - Hot side 및 cold side cover glass 설치

                  - 방사선원에서 벽까지의 최소거리 : 300mm

                  - View angle은 그림 *-11에 표기된 observation area를 

                    확보한다.

* 상세한 내용은 설계자료 문서번호 HC4-M-011 'Technical 

specification for lradiation shielding window'에 명시되어 있

다.



Fig. 11. Observation area of shield window.



               [설치된 장비의 주요 사양]

                  - Vendor : British Windows (Contract No. L-2001-342)

                  - Shield window glass size

                     • SW-001 & 003 & 004(No. 1 & 3 & 4 Hot cell)

                        450(W)x 350(H)x 100[RS52]/250[RW52](T) mm

                     • SW-002(No. 2 Hot cell)

                        450(W)x 350(H)x 160[RS52]/250[RW52](T) mm

                  - Hot side cover glass size (모든 핫셀 동일)

                     600(W)x 500(H)x 12[RS25](T) mm

                  - Cold side cover glass size (모든 핫셀 동일)

                     520(W)x 420(H)x 10[AMIRAN](T) mm

                  - Density (g/cm
3) 

                     [RS52] & [RW52] : 5.18

                     [RS25] : 2.5

                  - CeO Content 

                     [RS52] : 0.35 %

                     [RS25] : 2.5 %

                  - 광투과율 : 55.4 ∼ 63.4 % (Nd wave length)

                  - Shield window box의 무게(frame 포함)

                     • SW-001 & 003 & 004(No. 1 & 3 & 4 Hot cell) :

                        2210 kg

                     • SW-002(No. 2 Hot cell) : 2565 kg

                  - Out of observation area

                     • SW-001 & 003 (No. 1 & 3 Hot cell)

Normal(mm) Extreme(mm)

Vertical
Up

Down

E = 324

F = 771

A = 167

B = 108

Horizontal
Left

Right

G = 1194

H = 1194

C = 162

D = 162



                     • SW-002 (No. 4 Hot cell)

Normal(mm) Extreme(mm)

Vertical
Up

Down

E = 341

F = 827

A = 161

B = 109

Horizontal
Left

Right

G = 1154

H = 1154

C = 175

D = 175

                     • SW-004 (No. 4 Hot cell)

Normal(mm) Extreme(mm)

Vertical
Up

Down

E = 324

F = 771

A = 167

B = 108

Horizontal
Left

Right

G = 917

H = 917

C = 135

D = 135

* 시설 내에 설치된 차폐창의 상세한 내용 구매된 장비의 

vendor 자료['Radiation Shielding Window (L-2001-342)']

에 명시되어 있다. 

            ⑤ 원격조정기(Master-Slave Manipulator)

               [설계 요건]

각 핫셀에는 2개의 원격조정기가 설치되며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 Hot Cell No. 1 ∼ No. 3 용 원격조정기

  • 용량 : 5.0 kg (X,Y.Z Motion)

  • 설치높이 : 1,981 mm

  • Manual Indexing

- Hot Cell No. 4 용 원격조정기

  • 용량 : 2.2 kg (X,Y.Z Motion)

  • 설치높이 : 1,950 mm

- 원격조정기는 그림 12와 13에 표기된 것과 같이 핫셀 내 공정

장비를 조작하기 위한 충분한 coverage를 확보하여야 한다.

 * 상세한 내용은 설계자료 문서번호 HC4-M-012 'Technical 

specification for master slave manipulator'를 참조한다.



 

Fig. 12. Required coverage of master slave manipulator

             in hot cell No. 1∼3.



Fig. 13. Required coverage of master slave manipulator

           in hot cell No. 4.



               [설치된 장비의 주요 사양]

                  - Vendor 

                     • SW-001∼003(No. 1∼3 Hot cell) : CRL(Contract No. 

                        20010554)

                     • SW-004(No. 4 Hot cell) : R.W. Wiesener(332/333)

                  - Model 

                     • CRL G-LD Telemanipulator

                     • Wiesener TM-30/3351 Model 12 TRU-Motion 

MINI-MANIP

                  - Capacity

                     • CRL G-LD Telemanipulator

                        X, Y-Motion : 5 kg or 90 Nm max. torque load

                        Z Motion : 5 kg

                        Azimuth/Elevation/Twist Rotation : 13.5 Nm

                        Tong gripping force : 5 kg

                        Load hook lift : 10 kg (vertical 15°이내)

                     • Wiesener TM-30/3351 MINI-MANIP

                        Max. grip force : 10 lbs (4.5 kg)

                        Passed lifting load(All motion) : 5 lbs (2.25 kg)

                  - Dimension

                     • CRL G-LD Telemanipulator

                        X-Motion(manual) : Right/Left 45°min.

                        Y-Motion(manual) : Forward 30±5°/ Back 25±5°

                        Wrist Elevation//Twist : Up/Down 78°// CW/CCW 

                        164°min.

                        Azimuth Rotation : Right/Left 174±8°

                     • Wiesener TM-30/3351 MINI-MANIP

                        X-Motion(manual) : Right/Left 46±2°.

                        Y-Motion(manual) : Forward/Back 50°min.

                        Z-Motion(manual) : Up/Down 30±3°

                        Azimuth Rotation : Right/Left 170±10°

- 핫셀에 설치된 원격조정기 조작 coverage는 그림 14∼16과 

같다.

  * 시설 내에 설치된 원격조정기의 상세한 내용 구매된 장

비의 vendor 자료['Master Slave Manipulator 

(L-2001-124)']를 참조하면 된다. 



Fig. 14. Coverage of MSM installed on hot cell No. 1 & 3.



Fig. 15. Coverage of MSM installed on hot cell No. 2.



Fig. 16. Coverage of MSM installed on hot cell No. 4.



            ⑥ 출입문

각 핫셀의 뒷면에는 1개의 출입문이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양은 

다음과 같다. 단, 4번 핫셀의 경우 차폐창 전면을 기준으로 우

측면에 설치되었다.

               -  출입문 크기  :  570 mm(W) x 650 mm(H)

               -  개구부 크기  :  750 mm(W) x 790 mm(H)

               -  차폐체  :  납 (두께는 각셀의 뒷면 또는 측면의 두께와 동

                  일하다.)

               -  구동방법  :  수동

               출입문 관련 상세도면은 HC4-MH-040, 41 "Maintenance door 

\

               assembly"를 참조한다.

            ⑦ 반출입 포트/플러그

반. 출입 포트/플러그는 1, 2, 4번 핫셀에 각각 설치되며 각셀에 

설치된 회전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개폐하도록 하 으며, 각 셀

에서는 공정에서 필요한 Mo Bulk Solution 용기 및 Tc-99m 

generator, 시료 용기 등의 반 출입에 이용된다. 각 Port의 직경 

및 구조는 용도에 따라 다르며, 상세한 내용은 차폐셀 설계 및 

제작도면(HC4-MH-050 "Loading & unloading facility")에 명기

되어 있다.

            ⑧ 폐액 저장용기

No. 3 핫셀 하부에 설치되어 공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 액체폐

기물을 저장하는데 사용되며 Cart 위에 올려져 있다. 용량은 약 

7 liter이며, 두 대가 설치되는데 1기는 stand-by 용이다. 폐액 

저장용기의 차폐벽 두께는 핫셀의 차폐두께와 동일한 150mm 

이다. 

폐액 저장용기관련상세도면은 HC4-MH-044 "LIQUID 

RADWASTE STORAGE VAULT"와 제작도면을 참조한다.

            ⑨ 회전 호이스트 (Swivel hoist)

No. 1, 2, 4번 핫셀에 0.2 ton 용량의 회전 호이스트가 1개씩 설

치된다. No. 2 핫셀에서는 Bulk Solution Cask로부터 반출입 포

트를 통하여 Bulk Solution 용기를 반출입할 때 플러그를 개폐

하는데 사용하며, No. 4 핫셀에서는 Tc-99m generator의 반출입

시 플러그를 열고 닫는데 사용한다. 이 회전 호이스트의 구동부

분은 핫셀 천정 위에 설치되며, 회전 및 인장(hoisting)이 모두 

모터에 의해 구동된다. 상세한 내용은 제작도면을 참조한다.



            ⑩ (Pass-Thru Door)

No. 3 핫셀과 No. 4번 핫셀 사이의 셀간벽에는 1쌍의 셀간문이 

설치되어 핫셀 간 물건의 이동시 사용되며, 각각 모터 구동으로 

작동된다. 셀간벽 안쪽에는 셀간 봉을 위하여 Dust barrier가 

설치된다.  Dust barrier는 셀간벽이 개폐에 따라 동시에 개폐되

는 구조이다. 셀간벽의 개구부는 가로 200mm, 세로100mm이며, 

셀간벽의 납두께는 50mm이고 stainless steel 재질로 casing되었

다. 셀간문 관련 상세도면은 HC4-MH-047 "PATH-THRU DOOR 

NO.3 & NO.4 HOT CELL"을참조한다.

            ⑪ 기타 설비

               각 핫셀은 다음의 설비들이 구비되어 있다.

               - 소화설비용 배관

               - 핫셀 내외의 차압측정을 위한 배관

               - 조명용 나트륨 등 및 백열등

               - 핫셀 안과 밖의 압력 측정 게이지 1개

               - 인입필터(inlet filter) 압력 측정 게이지 1개

               - Incell filter 및 Out let filter

               - Heat detector/ Thermal detector(화재경보 용)

               - 핫셀내의 전원콘센트

               - 향후 사용에 대비한 유틸리티 및 용도에 따른 배관 등

      (5) 방사선 구역구분

         (가) 분류기준

본 시설은 기존 동위원소 건물과 동일하게 4개의 방사선구역으

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역 구역설명 방사선준위(m㏜/hr) 접근시간

6000 비제한 구역 ≤ 6.25×10-3 비제한

7000 항시 출입구역 ≤ 1.25×10-2 40시간/주

8000 출입 통제구역 ＜ 0.5 제한시간

9000 출입 제한구역 ≥ 0.5 -

① 6000구역은 청정구역으로서 공간 방사선량률이 자연 방사선량

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구역이다.

② 7000, 8000 및 9000구역은 방사선 관리구역으로서 시설의 운전

에 따라 방사선준위가 높아 종사자의 피폭이 제한치 이내로 

유지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구역이다.

   - 7000구역 : 정상운전구역



   - 8000구역 : 일시운전구역으로서 정상운전 및 보수를 위하여 

일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구역

   - 9000구역 : 핫셀 내부로서 운전 중에는 출입할 수 없는 구역

   한편, 본 시설의 각 구역에서 공기중 및 표면 오염기준은 다음

과 같다.

                      

※ (MPC)air 및 MPC는 과기부 고시 제98-12호를 따른다.

구역 공기중 오염농도 표면 오염농도

7000 ≤ 1 (MPC)air ≤ 1 MPC

8000 ≤ 20 (MPC)air ≤ 10 MPC

9000 ＞ 20 (MPC)air ＞ 10 MPC

         (나) 방사선 구역구분의 적용

본 시설의 방사선 구역구분의 적용은 핫셀 내부는 모두 9000 구

역을 적용하고, 정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모든 room은 정상운전

구역에 해당하는 7000 구역을 적용하며,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핫

셀의 rear door를 여는 경우에는 핫셀이 설치되어 있는 B실(제조 

및 품질관리실)만은 일시운전구역에 해당하는 8000 구역을 적용

하도록 설계되었다.

      (6) 청정설비 및 환기설비

         (가) 설계기준

            ① 적용규격 및 표준

               ASHRAE 52Method of Testing Air Cleaning Devices Used in  

                       General Ventilation for Removing Particulate Matter

               AMCA  210Test Code for Air Moving Devices

               AMCA  500Test Method for Louvers, Dampers, and Filters

                     ANSI N101.1Efficiency Testing of Air Cleaning System  

                           Containing Devices for Removal of Particles

               ANSI N509 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ANSI  N45.2.2 Packaging, Shipping, Receiving, 

                     Fabricating Hand

               ANSI  N510Testing of Nuclear Air Cleaning Systems

               ERDA 76-21 Design, Construction, and Testing of High        

                         Efficiency Cleaning for Nuclear Application

               SMACNA A-30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SMACNA 3-2 Round Duct Specifications

               KS D 3506 아연도강판, 덕트의 재료

               보건복지부령 제39호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② 온습도 조건

               - 외기 온습도 조건

설계를 위한 온습도 조건은 미국 냉난방 기술협회(ASHRAE)

의 기술분과 위원회 (TAC)에서 추천하는 외기 조건으로서 냉

난방 기간 동안의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 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 쪽으로부터 총시간의 2.5 %에 해당하는 온도

를 제외시킨 온도를 기준으로 공기조화 냉동공학회에서 제정

한 TAC 2.5 % 온습도 조건을 설계용 외기 온습도 기준조건

으로 아래와 같이 설정하 다.

구  분
건구 온도

(℃ DB)

습구 온도

(℃ WB)

상대 습도

(% RH)

여  름      32 ℃ 29 70

겨  울     -12 ℃ - -

               - 실내 온습도 조건

설계를 위한 실내 온습도 조건은 청정지역 요건을 고려하여 

직접 제조공정을 수행하게 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실과 제조실

의 청정도 유지를 위한 관리 구역인 제조실 이외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설계기준을 설정하 다.

구 분

여름 겨울

온도
(℃ DB)

상대습도
(% RH)

온도
(℃ DB)

상대습도
(% RH)

 제조 및 품질관리실 23±2 50±5 23±2 50±5

 제조실 이외지역 26±3 50±10 20±3 50±10



            ③ 핫셀의 환기 기준

핫셀의 환기는 기존 핫셀의 환기 기준을 고려하여 다음의 표 

17에 표기된 기준을 적용하 다.

Table 17.  Ventilation design basis of hot cell.

항  목 기존 설계기준 비   고

환기방법 Once-through

환기횟수 20회/hr 정상운전

선 속 도 0.5 m/s 출입문 개구면

Filter Bank
급기 : HEPA필터

배기 : HEPA필터

배기 필터는 1차, 2차로 구성되며 

1차 필터는 핫셀 내부에 설치한다.

부압 조건 -25 mmAq 이하

소  음 60 dBA

기  타 β-γ cell 요건 적용

            ④ 청정도 및 부압 기준

방사선 관리 구역의 오염도 관리를 위한 부압조건과 청정실의 

청정도 유지를 위한 양압 조건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부압 및 

양압 조건으로 서로 상충되는 기술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표 

18에 제시된 것과 같은 기준을 본 시설의 각 room에 적용하

다.



Table 18.  Design basis of clean class and pressure in room.

실 구분 용 도
청정도 

등급

압력

(mmAq)

환기회수

(회/Hr)

A 제균 및 포장 100,000 -3 10

B 제조 및 품질관리 10,000
-5

(-10)
2)

20

C 제균 및 준비실 100,000 -3 10

D 갱의실 10,000 +5 20

E 탈의실 100,000 +3 10

Hot Cell No.1 일반 실험 또는 분석 10,000
-253)

(-22)
20

Hot Cell No.2
동위원소의 

Conditioning
10,000 -25 20

Hot Cell No.3 분배 및 충진
10,000

(100)1)
-253)

(-22)
20

Hot Cell No.4 멸균 10,000 -25 20

주 : 1) Hot Cell No. 1 및 No. 3의 작업구역은 부분적으로 청정도 등급

을 100으로 유지한다.

2) “B”실은 정상운전 중에는 -5mm㎜Aq로 유지되나 핫셀내 기기의 

반출시에는 -10㎜Aq로 유지한다.

3) Hot Cell No. 1 및 No. 3의 작업구역(청정도 등급 100 구역)은 

핫셀 내부압력 보다 +3㎜Aq 높게 유지한다.

         (나) 계통 설계

            ① 계통 구성

- 기존시설에 형성된 환경조건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평

면계획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폐 및 청정조건을 갖추기 위

해서 기존시설의 벽체 및 천장에 Panel을 부착하여 전 폐 구

조를 이루도록 하 다. 그리고 별도의 급기설비 없이 기존 급

기설비의 잉여 급기량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제진장비로써 청

정도를 유지시키며, 독립된 배기설비 만으로 GMP 시설을 구

성하도록 하 다.

- 본 시설이 설치되는 Bank-4의 HVAC 시스템은 표 19에 표기



된 것과 같이 Zoning하여 설계에 반 하 다.

Table 19. Zoning of room for HVAC design.

No. 실 명 면 적 (m2) 청정도 (Class)

1 A 실 (제균 및 포장실) 42.2 100,000

2 B 실 (제조 및 품질관리실) 77.0 10,000

3 C 실 (제균 및 준비실) 23.6 100,000

4 D 실 (갱의실) 6.2 10,000

5 E 실 (탈의실) 6.2 100,000

- 모든 실의 급기 및 배기는 기존의 급,배기 시스템과 연계하여 

설계하 다.

- 기존 공조설비(Bank-1, 2, 3)와 신설 공조설비(Bank-4)의 운전

시간 및 실 용도를 감안하여 제조실을 제외한 제균, 포장, 준

비실 및 갱의, 탈의실은 기존 급기 System을 활용하고, 핫셀

이 설치되는 제조 및 품질관리실은 기존 급기 시스템과 분

리, 개별공조방식을 병합하여 Clean Room 내의 항온, 항습 

및 차압에 대한 유지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설계하 다.

- 배기계통은 크게 Hot Cell Exhaust 계통과 기타 각 실(A, B, 

C, D, E) Exhaust 계통으로 분류하 다.

- A실과 B실 사이에는 Showering Type의 Pass Box를 설치하여 

외부의 염원이 Clean Room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 다. 

- 갱의실 및 탈의실의 양쪽 Door에는 Interlock을 적용하여 외

부의 오염원이 B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 다.

- 본 시설이 위치하는 Bank 4에 설치되는 청정설비의 배치와 

환기설비의 계통도는 그림 17과 18에 표기된 것과 같이 설계

되었다.

       



Fig. 17. Lay-out of clean room and HVAC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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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Flow diagram for venti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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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 C, D, E실 (제균 및 포장실, 제균 및 준비실, 갱의실, 탈의

실)

               ㉮ 공기조화

기존 공조설비의 급기 System을 활용하여 공조된 공기를 공

급하여 설계 온,습도 조건을 유지하며, 기존의 주 급기덕트

에서 분기하여 공급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정압 및 공기 

청정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Blow Filter Unit(HEPA Filter 내

장)를 설치하도록 하 다.

               ㉯ 청정 및 환기

실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Blow Filter Unit에 내장된 

HEPA Filter를 통하여 Filtering된 공기를 공급하며, 배기는 

실내 배기용 Return Panel과 Hood를 통하여 Once through 

방식을 적용하고, 배기되는 공기는 Filter Bank(MOD + 

HEPA Filter)에서 Filtering 된 후, 기존 배기덕트에 연결하

여 배기되도록 하 다.

Clean room은 외부의 오염원 침입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

로 양압(Positive pressure)을 유지하여야 하나, 실 특성상 방

사성 물질을 취급하므로 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압

(Negative Pressure)을 형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공기유입 

Damper를 설치하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곳에는 MOD 

Filter Unit을 적용 설치하도록 하 다.

실별로 부압이 유지되도록 Exhaust Fan은 VVVF Control에 

의하여 배기 풍량을 조절하며, 100% 용량의 Fan을 2대 설치

하여 1대는 stand-by하도록 하 다. 그리고 Filter Bank에는 

차압 측정 및 경보장치, Fan 보호를 위하여 차압스위치가 

설치되고 차압 측정장치에 의해 Exhaust Fan은 Control 되

도록 설계하 다.

               ㉰ 주요기기

                  Blow Filter Unit : Fan & Motor, HEPA Filter

                  공기유입 Damper : Relief Damper

                  MOD Filter Unit

                  Return Panel : Room 배기

                  Hood : Disinfection, Fume

                  Filter Bank : MOD + HEPA Filter

                  Exhaust Fan



            ③ B실 (제조 및 품질관리실) 및 핫셀

               ㉮ 공기조화

기존 공조설비의 급기 System을 활용하여 공조된 공기를 

Air Control Unit에 공급하고 ACU(Air Control Unit)에 의

해 B실의 설계 온,습도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항온, 항습

한다. B실의 냉난방 부하 및 청정도에 필요한 급기는 ACU

에 의해 항온 항습되어 Duct를 통해 보내지며 각 지역의 천

장에 설치된 Blower Unit에 의해 boosting 되어 HEPA 

Filter를 통하여 방으로 공급되며 다시 ACU로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적용하여 실 및 Hot Cell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

다.

               ㉯ 청정 및 환기

실의 청정도를 유지하기 위해 Air Control Unit와 Filter 

Unit와 각 Blower Unit와 함께 설치된 HEPA Filter를 통하

여 Filtering된 공기를 닥트를 통해 공급하며, 실의 배기는 

실내 배기용 Return Panel을 통하여 Once through 방식으

로 적용된다. 배기 되는 공기는 Filter Bank(MOD + HEPA 

Filter)에서 Filtering된 후, 기존 배기덕트에 연결하여 배기되

도록 하 다.

Hot Cell의 급기는 Air Control Unit의 Punching Plate 

Duct에서 공급되는 공기를 Hot Cell 상부의 MOD 및 

HEPA Filter에 의해 Filtering한 후 공급되며, 배기는 Hot 

Cell 내에 설치된 PRE Filter를 거쳐 1차, 2차 Filter 

Bank(HEPA Filter)를 통하여 2단계로 Filtering 된 후, 기존 

배기덕트에 연결하여 배기되도록 하 다.

Hot Cell의 배기는 Cell Door의 개폐시 풍량 변동이 많으므

로 50% 용량의 Fan을 3대 적용하고 VVVF Control 하여 

Hot Cell 내 부압을 유지한다. 1차, 2차 Filter Bank에는 차

압 측정 및 경보장치, Fan 보호를 위하여 차압스위치가 설

치되고 차압 측정장치에 의해 Exhaust Fan을 Control 한다.

               ㉰ 주요기기

                  Air Control Unit : Heating, Cooling, Humidifying

                  Blower Unit with HEPA Filter Unit

                  Return Panel : Room 배기

                  공기유입 Damper : Relief Damper

                  Filter Bank : HEPA Filter



                  Exhaust Fan

         (다) 주요 장비

            ① Low-Filter(LOW)

               ․정 압 : 초기 - 10 ㎜WG

                                 말기 - 25 ㎜WG

               ․효 율 : 25∼30% (ASHRAE stain test)

            ② Moderate Filter(MOD)

               ․정 압 : 초기 - 10 ㎜WG

                                 말기 - 25 ㎜WG

               ․효 율 : 50∼55% (ASHRAE stain test)

            ③ 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HEPA) Filter

HEPA 필터는 0.3㎛ 미립자에 대하여 최소 99.97% 제거효율을 

갖는 불연성 재질이다.

            ④ 배기팬

핫셀 및 청정실로부터 MOD 및 HEPA를 거친 배기를 동위원소

생산시설의 주 배기덕트롤 통해 환경으로 방출하기 위해 전동

구동 배기팬이 설치된다.  특히 핫셀용 배기팬은 핫셀 뒷문의 

개방시 면속도 0.5m/sec를 유지하기 위해 2단 또는 가변속도 

팬을 사용한다.

            ⑤ Air Control Unit (ACU)

공기조화와 정화기능을 함께 갖춘 에너지 절약형이며 실내의 

천장부에 설치된 Line Type의 Supply Duct에 의해서 층류에 

가까운 안정된 공기의 흐름이 유지된다.

            ⑥ Clean Booth

“B”실의 청정작업구역을 청정도 등급 100을 유지하기 위하여 2

대의 Clean Booth를 설치한다. 청정도는 실내의 공기를 고효율

필터를 거쳐 순환시킴으로서 유지한다. 각 Clean Booth에서 필

요한 청정도 구역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Clean Booth 1 : 250㎜×250㎜ (작업구역), 

                                       1,000㎜×5000㎜ (저장구역)

               •Clean Booth 2 : 250㎜×250㎜

            ⑦ Fan Filter Unit(FFU)

No.1 및 No. 3 핫셀의 작업구역을 청정도 등급 100을 유지하기 

위하여 핫셀 내에 고효율 Filter가 내장된 FFU를 설치하여 핫셀

내의 공기를 순환시킴으로서 핫셀의 공기를 정화한다. 청정작업



구역의 크기는 250㎜(L)×250㎜(W)×150㎜(H)이며 핫셀 뒷면의 

중앙에 위치한다.



            ⑧ Pass Box

고청정 구역으로 물품, 비품 등의 반입시 외부의 오염원이 

Clean Room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이다. 

각실에 설치되는 Pass Box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실↔“B”실 Pass Box : Showering Type, Double Door

               •“B”실↔“C”실 Pass Box : Non-showering Type, Double 

Door

Pass Box의 내부는 스테인레스 스틸 304로 제작하며 

Showering Type의 Pass Box는 Fan에 의해 HEPA 필터를 거

쳐 정화된 공기를 순환시킨다.

            ⑨ Disinfection Hood

국부지역의 균, 가스등의 오염물질 등이 누출되지 못하도록 흡

입 배출함으로써 청정도를 유지한다. 각실에 설치되는 Hood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A”실 (1 EA) : Disinfection (Exhaust Fan포함)

               •“C”실 (1 EA) : Disinfection (Exhaust Fan포함)

            ⑩ Steam Sterilizer

청정실로의 반입 또는 청정실에서의 작업 후 반출하기 전에 멸

균하기 위하여 Steam Sterilizer를 설치한다.  

각 Sterilizer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Pass Box형 Sterilizer

                  Chamber 용량 : 200리터

                  Steam 조건 : 1.5㎏/㎠, 126.8℃

                  Door Type : Swing, Both Side

                  Steam 열원 : Electrical

                  설치위치 : “C”실↔“B”실의 벽에 설치

               •Column Sterilizer 

                 Chamber 용량 : 25리터

                 Steam 조건 : 1.5㎏/㎠, 126.8℃

                 Door Type : Sliding (Inflation Seal)

                 Steam 열원 : Electrical

                 설치위치        : Hot Cell No. 4 내부의 뒷쪽면

본 시설에 설치되는 주요 청정설비 및 환기설비는 표 20에 표

기된 내역과 같다.



Table 20. Main equipments list installed in Bank 4.

품  명 사 양 수 량 비 고

급,배기

장비

A.C.U

- Air volume: 3000 CMH,

  1.5kW

- Cooling cap.: 14000 kcal/hr

- Heating cap.: 10750 kcal/hr

- Humidifier: 3.6 kg/hr

- Condensing Unit: 5 HP

2 set room

B.F.U
- 900 CMH, 0.4 kW

- 1020 CMH, 0.5 kW 

5 set

10 set
room

배기 Fan
- 385/190 CMH, 1.5 kW

- 4580/4030 CMH, 11 kW

3 set

2 set

Hot cell

room

GMP

장비

Pass box
- 0.75 kW, showering type

- 0.2 kW

3 set

1 set

Clean booth - 15 CMM, 0.2 kW 5 set

Disinfection

hood

   일반 ventilation hood 및

   Open hood 방식
2 set

Steam

sterilizer

- 250 liter (Sliding door type,   

              일체형)

- 25 liter (Sliding door type,    

              분리형)

각 1 

set

      (7) 전기 설비

         (가) 적용규격  및 표준     

전기 계통 및 그 설비의  설계와 배치에 따른 기준은 최근에 발행

된 아래의 관련규격 및 표준에 따른다.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Standards and Prestandard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IEC)

            Korea Fire Protection Code and Relevant Regulation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IES)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IEEE) 

            Insulated Cable Engineers Association (ICE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NEMA)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 (ASTM)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나) 계통 전압

소내 동력, 제어전원의 공칭 전압, 결선 및 중성점접지 방식은 아

래와 같다.

              

 계    통 공칭전압, 접지방식

  - 저 압    460V/220V, 직접접지 방식

- 제어 및 계기용    220/110V, 비접지 방식

         (다) 소내전력 계통

시설 내 소요 전력은 기존 시설 내 전력 공급시설로부터 공급받게 

된다.

            ① 460V 전동기 제어반(MCC) 

㉮ 460V MCC의 배선은 NEMA ICS2, CLASS II, TYPE C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고 외함은 NEMA TYPE 1 GASKETED 또는 

TYPE 12 또는 동등이상으로 하고, MCC는 부하와 인접한 장

소에 기능별로 집중할 수 있도록 배치되도록 하 다.

㉯ MCC의 전동기 급전기의 기동회로는 부하의 요구에 따라 전

전압 비가역형 또는 전전압 가역형으로, 차단기(MCCB), 전자

접촉기, 열동 과부하 계전기로 구성하 다.

㉰ 계통운전상 중요한 부하에는 순간정전 또는 순간전압강하로 

인한 전자 접촉기의 개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연석방

(OFF-DELAY RELEASE)형 전자 접촉기를 설치하도록 하

다.

㉱ MCC 차단기의 차단용량은 MCC의 설치위치에 따라 계산된 

충분한 단락용량을 가진 것을 사용하도록 하 으며, 각 

MCC 모선의 연속정격을 600A와 800A를 표준으로 하고 필

요시 각 모선에 연결될 부하의 합계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

다.  

㉲ 15HP이상의 전동기와 30A 이상의 비전동기 부하는 지락사



고 보호가 되도록 구성하 다. 

㉳ 기동기(COMBINATION STARTER)의 크기는 전동기의 용량 

및 운전형식을 고려하여 NEMA A급 기준(저압 유도 전동

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정하거나 동등이상의 용량으로 

하도록 하 다.

                      

기동기의 크기 

(NEMA A급기준)
부    하

0  연속전류 18A까지의 전열기

1  10HP까지의 전동기

2  15HP부터 25HP까지의 전동기

3  30HP부터 50HP까지의 전동기

4  60HP부터 100HP까지의 전동기

㉴ 모든 전동기 제어반은 각각 약 20%의 예비차단기(기동기 포

함) 및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 다.

㉵ 본 시설에 설치되는 기기의 전력 공급을 위한 단선도(single 

line diagram)와 주 조작반(control panel)의 lay-out은 그림 

19에 표기된 것과 같이 설계되었다.



               Fig. 19. Control panel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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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소내 전력계통 보호

            ① 460V 저압배전반 계통 보호 

㉮ 460V 저압배전반의 모선에는 부족전압 계전기를 구비하여 

저전압 발생시 경보와 부하의 선택차단을 하도록 하 다.

㉯ 460V 저압배전반의 인입 차단기는 장한시 및 단한시 트립 

요소를 가진 전자식 트립장치(SST)를 구비하 다. 이 SST 트

립 장치는 IEEE 242의 권장에 따라 보호협조를 하 다.  

            ② 460V 전동기 제어반(MCC) 보호



㉮ 460V MCC의 전동기용 급전회로는 MAGNETIC TRIP 요소

가 있는 MCCB와 열동과부하 계전기로 구성된 기동장치

(COMBINATION STARTER)를 구비하 으며, MAGNETIC 

TRIP 요소는 조정가능 하고, 트립우선 방식으로 한다. 

㉯ 열동과부하 계전기는 3상 보호형으로 전류정정을 광범위하

게 할  수 있고 주위 온도보상이 되는 것으로 하 다. 

         (마) 전동기

① 모든 전동기의 정격, 제작 및 시험은 IEC 34 및 기타 적용 가

능한 미국  및 국내 표준을 따르도록 하 다.

② 모든 직류 전동기는 직류 120V 정격이어야 하고 교류 전동기의 

전압 정격은 아래 기준을 적용하 다. 

               ㉮ MOV에 사용되는 모든 전동기 : 460V, 3상, 60Hz

               ㉯ 1/3HP 이하의 전동기 (MOV 제외) : 460V, 3상, 60Hz

               ㉰ 1/2HP에서 250HP 미만의 전동기 : 460V, 3상, 60Hz

③ 1/2HP 이상의 교류 전동기는 농형 유도 전동기이며, 전전압 

직입기동이 가능토록 케이블 굵기가 선정되도록 하 다.

④ 모든 전동기는 전동기 정격전압의 80%에서도 100% 부하를 기

동하고 가속시킬 수 있도록 하 다.

⑤ 모든 교류 전동기의 기동전류는 전부하 전류의 650% 이내로 

제한되도록 하고, 직류 전동기의 기동전류는 가능한 한 정격전

류의 250%이내로 제한되도록 하 다.

⑥ 0HP 이상의 전동기와 옥외에 설치되는 3HP이상의 전동기에는 

방습전열기를 구비하도록 하고, 방습전열기의 정격전압은 220V

에 사용전압은 120V로 하 다.

⑦ 전동기는 설치 및 운전조건에 부합되는 전폐 송풍 냉각형 

(TEFC), IP- PROOF GUARDED 형, NEMA WP TYPE Ⅱ, 또

는 NEC 조항 500의 요건을 만족하도록 하 다.

         (바) 계통접지

            ① 460V 계통 

모든 460V 계통의 중성점은 접지계통에 직접 접지하도록 하

다.

            ② 460/220V 계통, 220V/120V 계통

㉮ 460/220V 및 220/120V 건식변압기 권선의 저압측 중성점은 

직접 접지되도록 하 다.

㉯ 220/120V 계통 : 교류 계기용 무정전 전원 및 정전압 전원

의 중성점은 비접지 하도록 하 다. 



            ③ 직류 계통은 비접지로 하 다.

         (사) 전력, 제어 및 계측 제어 신호용 케이블 

① 열전대(THERMOCOUPLE)와 조명용 전선을 제외한 모든 도체

는 B종(ASTM. B8) 연선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케이블을 사

용 하도록 하 다. 

   ㉮ 600V 전력용 케이블 (CV)

   ㉯ 600V 조명용 전선 (IV)

   ㉰ 600V 제어용 케이블 (CVV)

   ㉱ 아나로그 계측제어 신호용 케이블 (CVVS ) 및 특수 케이블

   ㉲ 화재경보용 케이블 (내화구조매입 : HIV, 노출 : 내화케이

블) 

② 모든 전력케이블의 허용전류는 ICEA P-46-426, ICEA 

t6P-54-440 및 NFPA  70에 따라서 결정하며, 케이블 굵기는 정상

시 온도가 CV 케이블의 경우 90℃를 초과하지 않고, 단락시 25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기타 케이블의 경우 절연체의 종류

에 따른 연속운전온도 정격을 초과치 않도록 하 다. 

③ 제어용 케이블은 600V 정격의 케이블을 사용하고 도체온도 90℃

의 정격을 갖는 절연재료로 절연하 다. 그리고 모든 제어회로에

는 다심 케이블을 사용하고 난연(FLAME RETARDANT) 성능을 

가진 재질의 외장을 가지며 절연 및 외장두께는 KSC 3330에 준하

고, 제어용 케이블 도체의 굵기는 최소한 2.0㎟를 사용하도록 하

다.

④ 아날로그 계측제어 신호용 케이블은 다심형, 꼬임 및 차폐형으로 

하며, 차폐 접지는 기기 제작자의 추천에 따라 행하고 단자함과 

케비넷 사이는 가능한 한 다심케이블을 이용하도록 하 다. 절

연 및 외장 재료는 제어용 케이블 사양과 동일하며, 아날로그 

계측제어 신호용 도체의 굵기는 1.25㎟ (16 AWG)이상의 꼬임 

및 차폐형이 되도록 하 다.

⑤ 모든 부하 회로용 도체 각각은 전 부하 정격의 125% 전류를 

부담할 수 있는 굵기로 하 다.

⑥ 정상운전시 고압배전반, 변압기, 저압배전반 및 전동기 제어반의 

주급전 케이블 전압 강하는 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전동기 

및 기타 기기용 급전케이블 전압 강하는 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 다.

⑦ 케이블의 포설방법 및 케이블의 전류용량 보정계수는 IEEE422, 

IEEE525, ICEA P-54-440, ICEA P-46-426 및 NEC ART.310을 기



준으로 하 다.

         (아) 전선관

① 트레이 사용이 비경제적이거나 또는 불가능할 경우에 지중 전선

관, 노출 전선관 혹은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을 사용하도록 하

다. 

② 지상에 설치되는 옥외전선관은 용융 아연도금 후강전선관, 지

중  전선관과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은 KS-8431의 HI-VE 또는 

KS-8455의 FEP를 사용하도록 하 다.

         (자) 접지 

① 모든 지하 또는 매설된 접지선의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도

록 하 다. 

② 지하에 설치된 덕트뱅크를 따라 100㎜ 나동선 한 가닥씩을 설치

하고 각면목에서는 다른 닥트의 접지선과 연결시키도록 하 으

며, 각 맨홀에 있는 모든 철재는 이 접지선에 연결하도록 하

다.

③ 전동기 프레임, 배전반, 변전소 기기, MCC, 저압 분전반, 조명 

분전반, 전선관, 케이블 트레이, 크레인 레일 및 철제 계단 등의 

금속 구조물과 기기들은 접지하도록 하 다.

④ 모든 저압배전반, 전동기제어반에는 수평 접지 모선을 설치하여

야 하고 접지모선 각 끝단을 100㎟ 접지선으로 철구 구조물 또는 

바닥에 설치된 접지패드를 통하여 접지 계통과 연결되도록 하

다. 

⑤ 콘트롤 케비넷 내의 접지 모선은 모선 각 끝단을 60㎟ 동연선 

케이블로 접지망과 연결해야 한다. 각종 전동기 외함 및 계기용 

외함의 접지는 접지망에 연결되도록 하 다. 

⑥ 기기 접지용 도체의 최소 굵기 및 접지방식은 IEEE 142 및 

ANSI/ IEEE 665에 준하도록 하 다.                  

(차) 조명 계통

① 조명 계통은 일반조명 계통 및 비상조명 계통으로 구성되며, 

기존 전기 공급라인을 이용하도록 하 다. 

② 분전반의 주모선과 수전 케이블의 굵기는 연결부하의 125%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 다.  

③ 시설내 모든 작업구역에 설치되는 조명설비는 시설의 운전 및 

보수작업에 최대 작업 능률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이 되도록 하고,  주요지역의 조도기준과 등기구 종류에 대

한 아래 기준과 같이 적용하도록 하 다.



 주 요  지 역  기준조도(LUX)   등 기 구 종 류 

  사무실 300 형광등

  정비실-작업대 400 형광등

  Hot Cell 내부 400 형광등

  비상 발전기실 300 METAL HALIDE, 형광등

  제어실, 컴퓨터실 300 형광등

  축전지실 200 기 형 백열등

  복도, 계단 100 형광등, METAL HALIDE

④ 조명 분전반은 현장 각개소에 설치하고 등기구 및 소부하 동력

용 리셉터클 전원으로 220V 단상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 다. 

⑤ 누전의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습한 지역에 공급되는 회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하 다. 

         (카) 화재탐지 및 경보계통

화재방호 계통은 국내소방법, 소방법 시행규칙, 내무부령에 따라 

설계하 다. 

① 전기 기기 및 기타 주요기기와 인명을 화재, 폭발 및 이로 인해 

방출되는 유독가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방호기기 설비 

및 가스감지 설비를 설치하 다. 

②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 대상물은 소방법 시행령 제3장 

2절에 따르도록 하 다.  

③ 연기감지기는 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평상시 연기가 

체류하는 장소, 현저히 고온인 장소, 유지관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 다.

④ 발신기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전 지역에 설치하며 소화전 상부에

는 수동 발전기 및 표시등을 설치하도록 하 다. 

⑤ 감지기 신호는 화재경보용으로 사용되나 필요시 이 신호에 의

해 소화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 다.

         (타) 통신계통 : 통신 계통은 기존의 시설을 이용 재배치토록 하 다.



      (8) 소화설비

         (가) 소화설비 설계기준

            ① 적용 규격 및 표준

소화설비 계통의 설계, 제작 및 시험은 발주시점을 기준으로 가

장 최근에 간행된 아래규격 및 표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

정된 규격 및 표준에 명시된 설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 다.

               ㉮ 한국소방법 및 관련법규

소방법 제 17 조 제 1 항 및 제 30 조 제 1 항 소방법 시행

령 제 28 조 제 4 항 소방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59 조 

내지 제 63 조 내무부 고시 제1995 - 28호(청정 소화약제의 

종류 및 소화 설비의 기술기준) 제 6 조(소화 약제량의 산

정)

               ㉯ 한국공업규격 (KS)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② 설비기준

소화설비 계통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를 조기 감지하여 소

화약제를 공급, 방사시켜 소화작업을 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

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하 다.

               ㉮ 계통 형식 : 전역 방출 방식

               ㉯ 자동식 기동 장치

2개 회로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작동하여야 소화약제가 방

출되도록 구성하고, 외부에서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구조

로 설계하 다.

               ㉰ 안전대책과 비상설치

청정실은 청정도 등급에 따라서 벽 등으로 나뉘어, 옆실과 

차단된 폐 구조일 뿐만 아니라 창문이 없는 구조도 있고 

외부와는 격리된 상태이다. 또한 이러한 폐 상태 하에서 

청정실 내에서는 약품 등의 사용으로 재해가능성이 높고 또 

재해 발견이 늦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청정실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방재설비가 필요하므로 건축기준법, 

소방법등의 관련 법규를 만족시키도록 하 다.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 현장 제

어에 의해서 자동 또는 수동으로 기동되도록 해야하며, 현장

제어반 또는 중앙 제어실의 주화재 경보 수신반에 전달 표

시되도록 하 다.



         (나) 소화설비 선정

본 시설의 소화설비는 기존 시설에 설치된 할론 1301 소화약제를 

사용하도록 하 으며, Bank-4에 설치되는 청정실은 기존의 중앙제

어 할론 소화설비를 이용하고, 핫셀 내부 소화설비는 독립적인 할

론 1301 소화설비를 구비하도록 하 다.

            ① 청정실 할론 소화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기로 구성되도록 하

다.

               ㉮ 연기감지기 및 열감지기

               ㉯ 할론 수동조작함 및 할론 방출표시등

               ㉰ 음향경보 장치

               ㉱ 할론 분사배관 및 노즐

② 핫셀 내 할론 소화설비 핫셀 할론 소화설비는 다음과 같은 기

기로 구성되도록 하 다.

               ㉮ 연기감지기 및 열감지기

               ㉯ 할론 1301 패키지 캐비넷

               (25리터/15㎏ 할론실린더, 방출표시등, 음향경보장치 등 포함)

* 법적 요건으로 필요한 용량은 10리터/7kg 용량이나, 생산되는 

제품의 최소용량을 고려하여 결정하 다.

               ㉰ 할론 분사배관 및 노즐

         (다) 화재감지기의 사양

            ① 열감지기

                ㉮ 형식: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감지방식: 고성능 반도체 센서에 의한 급격한 온도 변화율 

                            감지방식

                ㉰ 동작확인등 : 적색발광다이오드

            ② 연기감지기

㉮ 형식 : 이온화식 인공지능형 연기감지기

㉯ 감지방식 : 환경조건 변화에 대응하는 이온전리 전류 변화

율 감지방식

㉰ 동작확인등 : 적색발광다이오드

         (라) 할론 소화설비의 작동

㉮ 할론소화설비는 화재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연동되는 자동기

동방식과 비상시 인위적인 수동기동방식에 의해 운전된다.

㉯ 화재감지기가 작동되면 감지기의 작동이 제어반에 표시되

며, 제어반의 음향경보장치가 작동하고 기동용 솔레노이드

가 작동하여 할론 용기가 개방되어 소화가스가 방출되게 



되며, 동시에 방출표시등이 점등된다.

㉰ 할론가스는 방출개시로부터 30초 이내에 규정량 이상이 방

출된다.

      (9) 설계자료

         본 시설을 위해 작성된 설계자료 목록은 표 21에 기술되어 있다.

       

Table 21.  Design documents list.               (1/2)

항 목 분야 Type DOC. NO. TITLE Rev. 매수

1. Engineering

Note
All DOC HC4-G-001 Engineering Note B 1

2. 계산서

Nucl. CAL HC4-M-030 계산서-Source term 1

Nucl. CAL HC4-M-031 계산서-차폐계산서 0 2

Arch. CAL HC4-M-032 계산서-건물구조물 구조평가 1

Arch. CAL HC4-M-033 계산서-건물 내진평가 1

HVAC CAL HC4-M-035 계산서-크린룸 0 1

ELEC. CAL HC4-M-036 계산서-조도 계산서 1

3. 계통설명서
Nucl. DOC HC4-M-001 계통설명서-납셀 1

HVAC DOC HC4-M-002 "계통설명서-크린룸소화설비"  1

4. 도면

Nucl. DWG HC4-MH-000 Lead hot cell schedule B 1

Nucl. DWG HC4-MH-001 Equipment Layout B 1

Nucl. DWG HC4-MH-002 Front elevation A 1

Nucl. DWG HC4-MH-003 Rear elevation A 1

Nucl. DWG HC4-MH-004 Roof plan A 1

Nucl. DWG HC4-MH-005 Roof plan general assembly A 1

Nucl. DWG HC4-MH-006 "Plan(FL+1300)general assembly" A 1

Nucl. DWG HC4-MH-007 Vertical section A 1

Nucl. DWG HC4-MH-008 Bottom view A 1

Nucl. DWG HC4-MH-011 Panel assembly for No. 1(1/3) 1

Nucl. DWG HC4-MH-012 Panel assembly for No. 1(2/3) 1

Nucl. DWG HC4-MH-013 Panel assembly for No. 1(3/3) 1

Nucl. DWG HC4-MH-014 Panel assembly for No. 2(1/2) 1

Nucl. DWG HC4-MH-015 Panel assembly for No. 2(2/2) 1

Nucl. DWG HC4-MH-016 Panel assembly for No. 3(1/2) 1

Nucl. DWG HC4-MH-017 Panel assembly for No. 3(2/2) 1

Nucl. DWG HC4-MH-018 Panel assembly for No. 4(1/2) 1

Nucl. DWG HC4-MH-019 Panel assembly for No. 4(2/2) 1

Nucl. DWG HC4-MH-020 Details of panel connection 1

Nucl. DWG HC4-MH-021 Details of panel opening 1

Nucl. DWG HC4-MH-031 Liner box for No.1 & No.3(1/2) 1

Nucl. DWG HC4-MH-032 Liner box for No.1 & No.3(2/2) 1

Nucl. DWG HC4-MH-033 Liner box for No.2(1/2) 1

Nucl. DWG HC4-MH-034 Liner box for No.2(2/2) 1

Nucl. DWG HC4-MH-035 Liner box for No.4(1/2) 1

Nucl. DWG HC4-MH-036 Liner box for No.4(2/2) 1

Nucl. DWG HC4-MH-037 Liner details 1

Nucl. DWG HC4-MH-040 Maintenance door assembly(1/2) 1

Nucl. DWG HC4-MH-041 Maintenance door assembly(2/2) 1

Nucl. DWG HC4-MH-042 Lighting plug 1

Nucl. DWG HC4-MH-043 Incell filter box 1

Nucl. DWG HC4-MH-044 Radwaste storage vault 1

Nucl. DWG HC4-MH-045 Fire detector 1

Nucl. DWG HC4-MH-046 Electric circuit 1



(2/2)

항 목 분야 Type DOC. NO. TITLE Rev. 매수

4. 도면

Nucl. DWG HC4-MH-047 Pass-thru door 1

Nucl. DWG HC4-MH-049 Inlet duct & shield 1

Nucl. DWG HC4-MH-060 Radiation zone map 1

Mech. DWG HC4-MZ-010 Iso dwg for N2 gas supply system 1

Mech. DWG HC4-MZ-011 Iso dwg for demi. water supply system 1

Mech. DWG HC4-MZ-012 Iso dwg for drainage system 1

Arch. DWG HC4-AD-001 Hot cell support structure(1/2) 1

Arch. DWG HC4-AD-002 Hot cell support structure(2/2) 1

Arch. DWG HC4-AD-003 Hot cell foundation 1

HVAC DWG HC4-MK-001 지하층 Duct plan A 1

HVAC DWG HC4-MK-002 Duct plan - 1F A 1

HVAC DWG HC4-MK-003 "Section - A, B" A 1

HVAC DWG HC4-MA-001 Air flow diagram(bank 4) A 1

HVAC DWG HC4-MA-002 공기순환 계통도 A 1

HVAC DWG HC4-MZ-001 Bank 4 Epoxy are A 1

HVAC DWG HC4-MC-001 Bank 4 Equipment layout A 1

HVAC DWG HC4-MC-002 Bank 4 Layout A 1

HVAC DWG HC4-MF-001 Bank 4 Halon gas pipe plan A 1

HVAC DWG HC4-MF-002 Bank 4 Halon sys. Flow diagram for hot cell A 1

HVAC DWG HC4-MP-001 Panel schedule A 1

HVAC DWG HC4-MP-002 Panel elevation 1 A 1

HVAC DWG HC4-MP-003 Panel elevation 2 A 1

HVAC DWG HC4-MP-004 Ceiling panel elevation A 1

HVAC DWG HC4-MP-005 Panel detail A 1

HVAC DWG HC4-MG-001 Zoining plan A 1

ELEC. DWG HC4-E-EA1 Single line diagram-Emergency motor control center A 1

ELEC. DWG HC4-E-EH1 "Power & conduit layout RIPF bldg EL+77, 300" A 1

ELEC. DWG HC4-E-EH2 "Power & conduit layout RIPF bldg EL+72, 300" A 1

ELEC. DWG HC4-E-EK1 Grounding layout RIPF building A 1

ELEC. DWG HC4-E-ER1 "Lighting layout RIPF building EL+77, 300" A 1

ELEC. DWG HC4-E-ER2 "Receptacle layout RIPF building EL+77, 300" A 1

ELEC. DWG HC4-E-ER3
"Hot cell receptacle & lighting power layout RIPF 

bldg.EL+77, 300"
A 1

ELEC. DWG HC4-E-EZ1 "Communication layout RIPF bldg. EL+77, 300" A 1

ELEC. DWG HC4-E-EZ2 "Fire detect & alarm layout RIPF bldg. EL+77, 300" A 1

5. 

구매사양

서

Nucl. DOC HC4-M-010 구매사양서-납셀 1

Nucl. DOC HC4-M-011 구매사양서-Shielding window 1

Nucl. DOC HC4-M-012 구매사양서-Manipulator 0 1

Nucl. DOC HC4-M-013 구매사양서-Sterilizer 1

HVAC DOC HC4-M-014 구매사양서-크린룸 1

6. 공사 

시방서

Arch. DOC HC4-A-020 공사시방서-건축 1

Nucl. DOC HC4-M-021 공사시방서-납셀 1

Nucl. 

HVAC
DOC HC4-M-022 공사시방서-기계 1

Elec. DOC HC4-A-023 공사시방서-전기(구매사양서 포함) 1

7. 공사비 

산출 내역
ALL DOC HC4-M-040 공사비 산출 내역서 1



2. 시설의 안전성 분석 및 인허가

   가. 개 요

동위원소 제조시설(RIPF) 내 Bank 4에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을 위한 기

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서 시설의 방사선 관리 측면에서의 조업

자와 주변 환경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 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설의 안전성 분석은 본 시설의 가동을 위해 원자력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KINS 인허가를 위한 기본 요건으로서 시설의 구조 안전성, 차폐 

안전성과 본 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정상운전중 방사선 환경 향과 예상되

는 시설 내 사고시 향을 평가하여, 시설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

고, 필요시 시설의 보완을 위한 방안이 설계에 반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본 시설에 대한 안전성 분석 내용과 KINS 인허가와 관련된 

심사 내용을 정리하여 기술하 다.

   나. 시설의 안전성 분석

(1) 구조 안전성

본 시설에서의 구조해석은 RIPF 건물의 Bank 4에 추가로 설치되는 납 차

폐셀(4기)이 당초 RIPF 건물의 구조적 건전성 평가를 수행한 구조해석 안

전 범위를 충족하는지 여부, 추가되는 납 차폐셀의 구조적 건전성이 확보

되었는지를 확인하 다.

따라서 구조해석시 각 기준은 기존 시설에 적용된 기준으로 구조해석 하

여 구조물의 건전성을 평가하 다.

        (가) 설계기준

            ① 재료

               ㉮ 콘크리트

원주형 콘크리트 공시체의 최소 극한압축강도(28 기준)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 다.

                 •일반(보통)콘크리트 : 280 ㎏/㎠

                 •무근콘크리트 : 140 ㎏/㎠



               ㉯ 철근

                 •일반(보통)콘크리트  :   280 ㎏/㎠

                 •주근의 최소 항복강도 : 4,000 ㎏/㎠

                 •일반(보통)콘크리트  :   280 ㎏/㎠

                 •부근의 최소 항복강도 : 4,000 ㎏/㎠

               ㉰ 구조용 강재

                 •구조용 강재의 최소 항복강도 : 2,400 ㎏/㎠

                 •일반볼트의 최소 압축강도  : 2,400 ㎏/㎠

            ② 설계하중

               ㉮ Dead Load(고정하중) 

                 •납 차폐셀

                   - Hot cell No. 1    : 25 ton

                   - Hot cell No. 2∼4 : 65 ton

                 •1층 슬래브 : 1.0 t/㎡

                   - 비닐 쉬트 : 5 ㎏/㎡

                   - 머르타르(두께: 20mm) : 40 ㎏/㎡

                   - 콘크리트 슬래브(두께: 400mm) : 960 ㎏/㎡

                 •콘크리트 벽체(두께: 400mm) : 0.96 t/㎡

               ㉯ Live Load(적재하중)

                 •1층 바닥 : 5 t/㎡

               ㉰ Seismic Load(지진하중)

                 • 밑면전단력

           
   V=

Z　I　C
Rw

　W ,   V=
0.3×1.5×2.26

6
　W =0.169W

        

            ③ 하중조합

               ㉮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극한강도 설계법을 사용하 다. 

(ACI 318.) 

                 U = 1.4 D + 1.7 L

                 U = 0.9 D + 1.43 EX

                 U = 0.9 D + 1.43 EY



                 U = 1.05 D + 1.275 L + 1.4025 EX   

                 U = 1.05 D + 1.275 L + 1.4025 EY

               ㉯ 철골 구조물

                 철골 구조물 설계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사용하 다.

                 (AISC 95.) 

                 S = (D + EX)/1.33

                 S = (D + EY)/1.33

            ④ 규격 및 표준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Reinforced Concrete : 

                   ACI 318

                 Uniform Building Code                    : UBC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 AISC 95

                 American Welding Society       : AWS

                 American National Standard       : ANSI

                 Korean Building Regulation & Codes : KBC

        (나) 적용 설계하중

고정하중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설계시 적용된 RIPF bank 4에 설

치될 납 차폐셀 하중은 250 ton이나 본 시설의 설계시 설치되는 

신규 납 차폐셀의 하중은 90 ton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 구

조물의 설계 시 적용된 하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160 ton이 감

소되었다. 그리고 적재하중과 풍하중은 기존 구조물의 설계시 적

용된 하중을 적용하 으며, 지진하중은 기존 구조물의 설계시 적

용된 등가정적 내진해석에 의한 아래 UBC 기준을 적용하 다. 

           ① 지역계수(Z) = UBC ZONE 3

           ② 중요도 계수(I) = 1.5

           ③ 반응수정 계수(Rw) = 6.0 

           ④ 지반계수(S1) = 1.0

           ⑤ 동적계수(C) = (1.25S)/T2/3

           ⑥ 기본진동주기(T) = Ct(hn)3/4=0.035  (27.03)3/4 = 0.41



        (다) 해석방법

전체 납 차폐셀 구조물을 3차원으로 모델화 하여 기 적용된 해석 

방법과 동일하게 유한요소 해석법으로 수행하 으며, 구조해석시 

적용 프로그램은 MIDAS-GEN이다.

        (라) 해석결과 비교

            ① 지진하중 비교

               ㉮ 신규 지진하중 : 0.19/0.3m = 0.63t

               ㉯ 기존 지진하중 : 1.37t(Refer to Document No. 

                              KM-221-DC-H006, Sheet No.3-16)

* 기존 Hot cell 하중은 296t, 신규 Hot cell 하중은 90t, 3.2배 

하중의 감소에 따라 지진하중이 2.17배 감소하 다.

            ② 슬래브 설계응력 비교

아래 표 1의 내용은 개구부분의 추가 설치시 슬래브의 응력과 

기존시설의 설계해석의 슬래브의 응력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이다. 신규 구조해석 결과 개구부 신설에 따른 일부 모멘트 증

가의 결과치를 기 설계된 단면으로 비교 검토한 결과 충분히 

구조물의 건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Table 22. The results of design stress analysis on slab structure.

모멘트(t.m) 철근배근 비고

기존

해석

4.37t

(Refer to Document

 No. KM-221-DC-

 H006, Sheet No.3-16)

  

  (Refer to Document 

  No. KM-221-DC-H003,

  Sheet No.3-44)

*최소 배근으로

  설계되었음

  As(min)=

0.018x100x200=

     3.6㎠/m

신규

해석
5.95t 위와 같음

 



           ③ 벽체 설계응력 비교

벽체 설계응력의 해석 결과는 표 2의 내용과 같으며, 신규해석

의 설계응력이 기존시설의 해석의 설계응력보다 적은 것으로 

계산되어 충분히 구조물의 건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해석되었

다.

         

Table 23.  The results of design stress analysis on wall structure.

모멘트

(t.m)
전단력 철근배근

기존

해석

4.37t 1.37t 1) Min. reinforcement for vertical direction

   As(min)=0.0015x100x40=6.0㎠/m

   Use D13@200 (6.35㎠/m)-each face

2) Min. reinforcement for horizontal direction  

   As(min)=0.0025x100x40=10.0㎠/m

   Use D16@200 (9.95㎠/m)-each face

 (Refer to Document

  No. M-221-DC-

             HOO6,

     Sheet No.3-16)

신규

해석

1.74t 1.56t

위와 같음
Sheet 

No.44

Sheet

 No.42

        (마) 결론

본 구조물의 해석은 기존에 적용된 기준에 의거하여 수행되었으

며, 해석 결과 본 계산서에 적용된 하중이 기존 구조해석의 하중

보다 적으므로 구조물의 건전성을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일부 SUPPORT의 집중하중을 받는 슬래

브와 개구부가 있는 슬래브는 신규해석 결과 국부적으로 기존 하

중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으나 기 시공된 단면을 기준으로 검토, 

해석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RIPF 시설 내 

bank 4에 설치되는 본 시설을 위한 납 차폐셀 구조물의 건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2) 차폐 안전성

차폐평가는 핫셀 내 방사선원의 안전한 취급을 위하여 차폐설계를 위

한 차폐체의 구조 및 두께를 계산하여 핫셀 외부에서의 선량율로 평가

하게 된다. 차폐계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입력자료가 필요하며, 본 

시설에 설치되는 핫셀의 차폐 평가를 위한 상세 자료는 ‘제3장 1절 1항 

의료용 동위원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설계’의 ‘라목 (3) 납 차폐셀 차

폐설계’에 기술되어 있다.

- 방사선원 (방사선의 에너지별 선원의 세기)

- 차폐체의 재질

- 차폐체의 기하학적인 구조

- 방사선원의 기하학적인 형태, 위치 및 피폭자의 위치

위와 같은 입력자료를 이용한 차폐평가를 위한 계산은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는데 본 계산에는 QAD-CG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

다.

        (가) QAD-CG

QAD-CG 전산프로그램은 Los Alamos Scientific Laboratory에 의

해 개발된 일련의 Point Kernel Code로서 여러 가지 차폐체에 대

한 속중성자선 및 감마선의 투과선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중의 하나인 QAD-P5 code가 감마선 및 중성자 데이터가  보

강되어 QAD-P5A로개정되었으며, QAD-P5A의 Combinational 

Geometry Version이 QAD-CG Code이다. 이 프로그램은 복잡한 

형태의 기하학적 구조를 더 정확히 모델링 함으로써 적용성이 향

상된프로그램이다. 감마선차폐계산에서 QAD-CG 전산프로그램은 

Point-kernel Ray-tracing Technique를 이용한다.

Point-kernel은 차폐물질의 원자와 충돌하지 않은 Photons에 의한 

에너지전달(Transfer of Energy)을 나타내며, 이는 산란된 Photons

에 의한 효과를 보정하기 위한 Buildup Factor와 결합된다. 분포선

원(Distributed Source)의 경우, Point Kernel은 선원체적(Source 

Volume)에 대하여 적분된다. 즉, 단위체적 및 단위초당 에너지가 

E인 photons를 S개 방출하는 등방선원(Isotropic Source)으로부터

의 감마선 피폭선량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r)=K
⌠
⌡V
S(r')B(μ| r- r'|,E) exp (-μ| r- r'|)

4π| r- r'|
2 dV ------ (*-1)

                    r : 감마선량률이 계산되는 지점

                    r' : 선원 위치

                    V : 선원 체적

                    | r- r'| : 감마선량이 계산되는 지점과 선원과의 거리

                    B(μ| r- r'|,E) : Build-up factor

                    K : 변환인자(flux-to-dose rate conversion factor)

Buildup factors는 감마에너지 및 선원에서 계산지점까지의 평균 

자유행정수(the number of mean free paths)의 함수이며, 원자번

호가 높은 차폐체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다항식으로 계산된다.

         B(μ| r- r'|,E)= ∑
j=4

j=0
∑
i=3

i=0
Cij(μ| r- r'|)

i
(E)

j

------ (*-2)

    또한, 원자번호가 낮은 차폐체의 경우에는 다음식이 적용된다.

         B(μ| r- r'|,E)= ∑
j=4

j=0
∑
i=3

i=0
Cij(μ| r- r'|)

i
(
1
E
)
j

----- (*-3)

            점선원에 대한 피폭선량률은 다음식에 따라 계산된다.

          Dj=∑
i
K j

S ij

4πR 2
i

exp(-∑
k
(μ j t) k)Bjk  --------- (*-4)

                    j : energy group index

                    i : source point index

                    k : region index

                    K : flux-to-dose conversion factor (rads/unit flux)

                    S : volume-weighted γ-ray point source strength 

                        (photons/sec)

                    R : distance from source point to detector (cm)

                    B : dose buildup factor

                    μ : total attenuation coefficient (cm-1)

                    t : zone penetration distance (cm)

            총선량률은 각 에너지 그룹별 선량률의 합으로 표기된다.



        (나) 차폐 평가 결과

차폐 평가 결과 핫셀 외부에서의 방사선량율은 다음의 표 3에 표기

된 내용과 같다.

Table 24. The results of shield evaluation on hot cell outside.

핫셀 No. 취급 핵종

납 차폐 두께 (mm) 방사선량율 (μ㏜/hr)

벽 및 천장 바 닥 벽 및 천장 바 닥

No. 1 Mo-99 130 110 3.368 3.185

No. 2 Mo-99 150 110 1.394 4.937

No. 3 Mo-99 130 110 3.368 3.185

No. 4 Mo-99 130 110 3.368 3.185

        (다) 결 론

계산된 방사선량율은 차폐 설계기준인 10 μ㏜/hr 보다 낮은 수치

로서 차폐 평가 결과 본 시설에 설치되는 핫셀의 경우 방사선 안

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3) 환경 향평가

환경 향평가는 본 시설의 추가되어 가동됨으로 인해 주변 환경에 방

사성 물질의 방출로 인한 향을 평가하여 규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 환경 향평가는 정상운전 시와 사고 시로 구분하여 평가하 다.

        (가) 정상운전 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 향평가

본 계산은 정상운전 시 본 시설에서 발생하여 하나로 스택을 통

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량을 평

가하 으며, 본 계산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정상운전 시 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유방사성물질의 산출

- 핫셀 배기계통에 의한 제거를 고려한 스택을 통한 환경으로의 

방출량

- 스택을 통해 대기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의 대기확산

- 오염된 대기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선량의 계산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은 하나로의 기존의 스택을 



통해 대기로 방출되므로 대기확산계산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하나로 안전성 평가자료를 이용하 으며, 환경 향평가는 기존

의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에 제시된 방법에 따랐으며, 평가 

계산을 위해 GASDOS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 다. 그리고 정상 

운전 시 방출되는 기준 방사선원은 기존 시설의 방출 기준선원

에 본 시설에서 방출되는 기준선원을 추가하여 정상운전 시 방

출 기준선원을 표 4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설정하 다.

        (나) 사고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 향평가

본 계산은 사고시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량을 평가하 다. 그리고 일반인의 피폭선량의 계산에는 

GASDOS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 으며, 본 계산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사고시 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유방사성물질의 산출

           - 사고조건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양

           - 사고시 방출된 방사성물질로 인한 일반인의 피폭선량의 계산

본 시설은 하나로 부지 내에 위치하므로 사고시 방출된 방사성물

질로 인한 일반인의 피폭선량의 계산에는 하나로의 안전성 평가자

료를 이용하여 수행하 으며, 기존 시설의 사고시 방출되는 기준

선원에 본 시설에서 방출되는 기준선원을 추가하여 평가하 다. 

예상 사고는 핫셀 내에서의 선원의 취급도중 용기의 



               

Table 25.  The source-term basis for evaluation on              

   environmental effects during normal operation. 

 Reactor(HANARO) MTF(IMEF) RI(RIPF) Sum 

H-3 1.047 E 01 2.78 E 00  1.33 E 01 

C-14   3.00 E-03 3.00 E-03 

Na-24   6.00 E-03 6.00 E-03 

P-32   1.50 E-03 1.50 E-03 

S-35   3.00 E-04 3.00 E-04 

Ar-41 2.90 E-01   2.90 E-01 

Cr-51   3.00 E-04 3.00 E-04 

Fe-59   3.00 E-05 3.00 E-05 

Co-60   3.00 E-02 3.00 E-02 

Kr-85  4.73 E 02  4.73 E 02 

Sr-89  6.23 E-05  6.23 E-05 

Sr-90  2.14 E-05  2.14 E-05 

Y-91  9.15 E-05  9.15 E-05 

Zr-95  1.49 E-04  1.49 E-04 

Nb-95  6.52 E-05  6.52 E-05 

Mo-99   2.20 E-01 2.20 E-01 

Tc-99m   7.50 E-02 7.50 E-02 

Ru-103  7.01 E-05  7.01 E-05 

Ru-106  1.29 E-04  1.29 E-04 

Sb-125  1.95 E-06  1.95 E-06 

I-125   3.25 E-04 3.25 E-04 

I-129  4.00 E-05  4.00 E-05 

I-131  5.85 E-02 6.50 E-03 6.50 E-02 

Xe-131m  9.31 E 00  9.31 E 00 

Cs-134  6.91 E-05  6.91 E-05 

Cs-137  3.11 E-05  3.11 E-05 

Ce-144  2.49 E-04  2.49 E-04 

Pm-147  2.92 E-05  2.92 E-05 

Eu-154  1.95 E-06  1.95 E-06 

Eu-155  1.95 E-06  1.95 E-06 

Ir-192   3.00 E-02 3.00 E-02 



파열로 인한 취급선원이 방출되고, 보수적으로 1회 취급량의 전량

이 부유되어 핫셀 배기계통을 통해 환경으로 방출되는 것을 기준

으로제거효율을 배기계통의 HEPA 여과기에 의해 부유선원의 

99.97%가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 경우 사고시 방출량을 

1 batch 취급량 60 Ci로 설정하 으며, 환경으로의 방출되는 선원

은 1.8×10-2 Ci로 계산되었다.

또 다른 사고는 화재에 의한 여과기 손실로 인해 1차 배기 여과기

가 손실되어 여과기에 축적되어 있던 방사능 전량이 하나로 굴뚝

을 통해환경으로방출되는경우로 배기계통의 HEPA 여과기에 의

해 부유선원의 99.97%가 제거되는 것으로 가정하 다. 이 경우 1 

batch 취급량 60 Ci, 취급주기 1주일을 기준할 때 1차 배기 여과기 

최대축적량이 7.3 Ci로서 환경으로의 방출되는 선원은 7.3 Ci로 계

산되었다.

        (다) GASDOS 전산프로그램 

GASDOS는 미국 NRC에서 Regulatory Guide 1.109에 따라 개발

된 GASPAR 프로그램을 우리나라의자연및 인문환경조건을 반

하여 수정, 보완한 것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정상운전 시 대기로 방

출되는 기체상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받

는 피폭선량을 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GASDOS에서고려되는 피폭경로는 크게 다음 6가지로 나누어진다.

           - 방사능운에 의한 외부피폭(Noble Gas)

           - 오염된 지표면에 의한 외부피폭(Particulates)

           - 호흡에 의한 내부피폭(Particulates, H-3)

           - 농작물(곡식, 과일, 김치, 엽채류 등)의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Particulates, C-14, H-3)

           -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

              (Particulates, C-14, H-3)

           - 우유(우유, 양유)의 섭취에 의한 내부피폭(Particulates, C-14, 

             H-3)

GASDOS에서는 전신, 소화기계통, 뼈, 간장, 신장, 갑상선, 폐, 피부 

등 8가지 기관에 대하여 연령군별(유아, 소아, 십대, 성인), 피폭경

로별 개인최대피폭선량이 계산되며 부지 80km내 총 거주민이 받



는 대중피폭선량 및 전국민이 받는 NEPA 대중피폭선량이 계산된

다. GASDOS에서의 사용언어는 FORTRAN Ⅴ이며 MAIN프로그램

과 20개의 부프로그램 및 하나의 기능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선량 계산시 필요한 선량환산인자는 Dose Factor Library로 들

어가며 대중피폭선량 계산시 필요한 기상자료는 입력의 편의를 위

해 Data File로 들어가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피폭선량의 계산을 위하여 적용되는 계산식들은 다음의 내용과 같

다.

           ① 외부피폭선량 계산

외부피폭선량은 불활성기체 구름에 잠김으로써 피폭되는 선량과 

방사성 핵종이 침적된 땅으로부터 피폭되는 선량으로 구분하여 

계산된다.

              ㉮ 불활성기체에 의한 전신 및 피부 피폭선량

방사성 불활성기체 구름(Uniform Semi-infinite Cloud)에 잠

김으로써 받는 전신피폭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D
T
a=∑

i
C aiD

T
ai  ------------------------------------  (*-5)

                   DTa  : 전신선량 (mrem/yr)

                   DTai : 전신선량 환산인자 (mrem-m
3/pCi-yr)

방사성 불활성기체 구름에 잠김으로써 받는 피부피폭선량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D
S
a=∑

i
Cai(1.11D

r
aiSF+D

S
bi)   ----------------  (*-6)

                   DSa : 피부선량 (mrem/yr)

                   Cai : 방사성핵종 i의 공기중 농도 (pCi/m
3)

                   1.11  : 단위환산인자 (mrem/mrad)

                   SF : 주거용 건물 차폐인자

                   Drai : 감마선량 환산인자 (mrad-m
3/pCi-yr)

                   DSbi : 피부에 대한 베타선량 환산인자 (mrem-m
3/pCi-yr)



              ㉯ 방사성물질이 침적된 토양에 의한 외부 피폭선량

방사성물질이 침적된 토양에 의한 피폭선량은 전신 및 피부 

피폭선량이 계산되며 기타 다른 내부장기에 대한 피폭선량은 

전신선량과 같다고 가정하고, 연령군에 대한 구별은 하지 않

는다.

                  Dg=3.17×10
-8
SF ∑

i
CSi
1-exp(-λ i t)

λ i
Dgi  ----  (*-7)

                   Dg : 외부 피폭선량 (mrem/yr)

                   3.17×10-8 : 단위환산인자(yr/sec)

                   SF : 주거용 건물 차폐인자

                   CSi : 방사성핵종 i의 지표면농도 (pCi/m
2/yr)

                   λ i : 방사성핵종 i의 붕괴상수 (sec
-1)

                    t  : 토양에 방사성물질 축적된 시간 (시설수명의 1/2)

                   Dgi : 선량환산인자 (mrem-m
3/pCi-yr)

           ② 호흡에 의한 피폭선량

호흡에 의해 흡입된 방사성 핵종들은 폐에 피폭을 줄뿐만 아니

라 다른 내부 장기에도 전이되어 피폭을 주게 된다. 다만 불활

성기체의 경우에는 폐에 침적되지 않고 혈액에도 아주 작은 양

만 흡수되므로 불활성기체의 흡입에 의한 피폭은 폐에만 향

을 주는 것으로 가정된다.

호흡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D
I
aj=B∑

i
CaiD

I
aij   ----------------------------  (*-8)

                    DIai : 연령군 a, 장기 j에 대한 호흡 피폭선량(mrem/yr)

                    B   : 년간 호흡량(m
3/yr)

                    Cai : 방사성핵종 i의 공기중 농도(pCi/m
3)

                   DIaij : 연령군 a, 방사성핵종 i, 장기 j의 호흡선량 환산

                         인자 (mrem/pCi)



           ③ 농축산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본 계산에서는 1년간의 음식물 섭취에 의한 50년 선량예탁(50 

year Dose Commitment)이 계산된다. 음식물 섭취 피폭경로는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농작물(곡식, 과일, 김장채소, 엽채류)섭취 

및 오염된 사료로 사육된 축산물(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

기)의 섭취에 의한 피폭경로로 대별된다.

              ㉮ 농작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방사성핵종이 농작물에 오염되는 경로는 방사성물질이 농작

물 표면에 침적되어 남아있는 경우와 뿌리를 통하여 오염된 

토양 내의 방사성물질을 흡수하는 두 가지 경로가 있다. 농

작물의 표면에 직접 방사성물질이 침적되는 경우 농작물 내

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CiPL=
3.17×10

-8
CSi r

YVλ ei
[1- exp(-λ eiTe)]exp(-λ iTh)  ---- (*-9)

                    CSi : 방사성핵종 i의 지표면농도 (pCi/m
2/yr)

                    r   : 침적된 방사성물질이 농작물 표면에 붙어 있을 비율

                    YV : 단위면적당 농산물 생산량 (kg wet weight/m
2)

                    λ ei =λW + λ i ( sec
-1
)

                           λW : 기상에 의한 농작물 표면 방사성물질의 제거상수(sec
-1)

                    λ i : 방사성핵종의 물리적 붕괴상수(sec
-1)

                    Te : 농작물의 생장기간 (sec)

                    Th : 농작물의 수확에서 소비까지의 시간 (sec)

뿌리를 통하여 오염된 토양내의 방사성물질을 흡수함으로써 

생기는 농작물내의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다음의 식으로 표기

된다.

           CiPr=
3.17×10-8 CSi BiV

pλ i
[1- exp(-λ iTb)]exp(-λ iTh) ---- (*-10)

                    CSi : 방사성핵종 i의 지표면농도 (pCi/m
2/yr)

                    BiV : 생체농축인자 (pCi/kg wet weight/pCi/kg soil)



                    p   : 유효 토양 표면 도 (뿌리깊이, kg soil/m2)

                    λ i : 방사성핵종의 물리적 붕괴상수

                    Tb : 토양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된 총기간

                    Th : 농작물의 수확에서 소비까지의 시간 (sec)

그러므로 농작물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은 농작물의 표면에 

직접 방사성물질이 침적되는 경우와 뿌리를 통하여 오염된 

토양내의 방사성물질을 흡수함으로써 생기는 농작물내의 방

사성물질의 농도를 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aPj=∑i
(CiPL+CiPr)FP UaP DaiPj  ---------------  (*-11)

                    FP : 년간 섭취하는 농작물중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비율

                    UaP : 연령군 a, 피폭경로 p의 사용인자(ℓ/yr, kg/yr, 

                           hr/yr)

                    DaiPj : 연령군 a, 방사성핵종 i, 피폭경로 p, 장기 j의 

                           선량환산인자 (mrem/pCi ingestion)

그러나 위 식은 H-3와 C-14를 제외한 모든 핵종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 H-3에 대하여는 대기내 수분중의 H-3 농도의 

절반이 식물체 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다음

과 같은 식으로 농작물 내 H-3의 농도를 계산된다.

                  C tP=C ta (0.75)(0. 5/H)  ------------------------  (*-12)

                    CtP : 식물체내 H-3 농도 (pCi/kg)

                    Cta : 공기중 H-3 농도 (pCi/m
3)

                    0.75  : 총 식물체 무게중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

                    0.5  : 공기중 수분내 H-3의 농도와 식물체 내 수분중의 

                          H-3 농도비

                    H : 공기의 절대습도 (kg/m
3)

C-14는 CO와 CO2의 형태로 방출되어 식물체내천연탄소와 

C-14의 농도비는 공기중의 농도비와 같다고 가정하고 C-14

의 흡수에 대한 피폭선량이 계산된다.

                  CcP=C caP (0.11) / 1.6×10
- 4 ---------------------  (*-13)



                    C cP : 식물체내 C-14의 농도 (pCi/kg)

                    Cca : 공기중 C-14의 농도 (pCi/m
3)

                    P  : 평형상수 [년간 식물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총시간(6개월)에 대한 C-14의 년간 총 방출시간의 비]

                    0.11  : 총 식물체 무게중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

                    1.6×10- 4 : 대기중 천연탄소의 농도 (kg/m
3)

따라서 H-3 및 C-14에 의해 오염된 농작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RaHPj=CtaP (0.75)(0. 5/H) FPUaPD aHPj  ------------  (*-14)

                  RaCPj=CcaP ( 0.11) / 1.6×10
- 4
FPUaPD acPj ----------  (*-15)

                    RaHPj : 농작물의 H-3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mrem/yr)

                    RaCPj : 농작물의 C-14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mrem/yr)

                    FP : 년간 섭취하는 농작물중 방출된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비율

                    UaP : 연령군 a, 피폭경로 p의 사용인자(ℓ/yr, kg/yr, 

                           hr/yr)

                    DaHPj : H-3의 선량환산인자

                    DaCPj : C-14의 선량환산인자

           ④ 축산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축산물에는 우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나눌 수 있

으며 이들 가축이 먹는 사료내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농작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계산에서 구한 농작물 내 방사성물질의 

농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본 계산에서는 가축중 소는 목

초지에서 목초를 먹거나 저장된 사료를 먹는다고 가정하고 돼

지, 닭은 곡식을 먹고 자란다고 가정된다.

축산물의 섭취로 인한 피폭선량은 축산물 내의 방사성핵종의 

농도에 따라 다음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aiPj=CiP UaP DaiPj ----------------------------  (*-16)

                    RaiPj : 축산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mrem/yr)

                    CiP : 축산물내 방사성핵종의 농도 (pCi/ℓ, pCi/kg)



              식 (5-16)에서 쇠고기, 우유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pCi/ℓ, 

              pCi/kg)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iP=FiPQP[C
g
iP f pf

g
P+C

S
iP(f P (1- f

g
P )+(1- f P )) exp (1-λ iTS)]

                  × exp (-λ iT h)   -----------------------  (*-17)

                    FiP : 방사성핵종의 사료로부터 축산물로의 전이계수

                          (day/㎏,day/ℓ)

                    QP : 가축의 일일 섭취량 (kg/day)

                    CgiP : 목초(사료)내 방사성핵종농도 (pCi/kg)

                    f P  : 가축이 목초지에서 생활하는 년분율

                    fgP  : 일일 섭취량중 가축이 목초지에 있을 때 섭취하는 

                          비율

                    CSiP : 저장 사료내 방사성핵종의 농도 (pCi/kg)

                    λ i  : 방사성핵종의 물리적 붕괴상수

                    Ts  : 저장사료 보관 기간 (sec)

                    Th  :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기간 (sec)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하여는 사람이 먹는 곡물을 먹고 자란다

고 가정하여 돼지고기, 닭고기내 방사성핵종의 농도(pCi/kg)를 

다음의 식과 같이 표기할 수 있다. 

                  C iP=FiPQPC iPrexp(-λ iTS) exp (1-λ iT h)  --------- (*-18)

축산물내 H-3, C-14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은 농작물의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계산에서 설명한 농작물 내 H-3, C-14의 방사성

핵종 농도를 적용하여 계산하며, 방사성붕괴는 고려하지 않는

다. 또한 가축사료는 전부 H-3, C-14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가

정하면 축산물내 H-3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RaHPj )과 축산물내 

C-14 섭취에 의한 피폭선량 (RaCPj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RaHPj=FHPQPC ta (0.75)(0. 5/H) UaPD aHPj  ---------- (*-19)

                  RaCPj=FCPQPC caP (0.11) / 1.6×10
- 4
UaPD aCPj ------- (*-20)



        (라) 환경 향평가 결과

① 정상운전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 향평가 결과 부

지 주변 주민이 받는 피폭선량은 평가결과 다음과 같다.

취급핵종 연간취급량 연간누출량 환경방출량
주민피폭선량

(전신선량)

Mo-99 18,000Ci 720Ci 0.22Ci 3.31×10-10㏜/hr

② 사고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에 의한 환경 향평가 결과 부지 

주변 주민이 받는 피폭선량은 다음과 같다.

사고 종류 취급핵종 누출량 환경방출량
주민피폭선량

(전신선량)

공정 

누출사고
Mo-99 300Ci 1.08×10-1Ci 1.68×10-10㏜/hr

핫셀 

화재사고
Mo-99 43.8Ci 43.8Ci 6.72×10-8㏜/hr

        (마) 결 론

환경 향평가 결과 정상운전시 전신 기준 피폭선량이 3.31×10-10㏜

/hr으로서 연간 작업 시간을 2000시간을 기준할 경우 6.61 10
-4 m

㏜/yr로서 규제기준치 0.05 m㏜/yr를 훨씬 하회하는 수치로 나타

났으며, 사고시 전신기준 피폭선량도 10CFR Part 100에서 제시하

는 2시간 기준 피폭선량 250 mSv를 기준할 때 미미한 수치로서 

본 시설의 가동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향이 미미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다. 과학기술부 인허가 

(1) 인허가 신청

2002년 1월 29일(원안 71231-92) ‘하나로 동위원소 생산시설 보완과 관

련한 건설.운  변경허가 신청’ [내부결재 : 하운기 721-197(2002. 1. 

12)] 현재 동위원소생산시설이 하나로 부속시설로 건설 및 운 허가를 

득하 으므로 본 시설의 추가로 인한 인허가도 하나로 및 부대시설 건

설, 운  변경허가로 신청하여, 2003년 5월 9일 변경허가를 취득하 다. 

   [제출서류]

   (가) 연구용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 변경허가신청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다) 하나로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내용(11.3. 동위원소 생산시설)

(2) 인허가 심사

(가) 1차 심사 질의서 KINS로부터 접수 : 2002년 3월 7일(규이  

0323-152) 인허가 신청서에 첨부로 제출된 안전성분석보고서 변경 

내용에 대한 기술적 내용에 대한 심사 결과로 일부 추가 자료의 제

출을 요청 받았다.

      ① 환기시설 분야 : 7건

      ② 방사선방호 및 폐기물 관리분야 : 6건

      ③ 방사학적 분야 : 1건

      ④ 구조안전성 분야 : 3건

(나) 1차 심사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02년 3월 30일(하운기 

721-875) 심사 질의서 모든 내용에 대해 분야별 KINS 담당자와 협

의 후 답변서 및 추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 다.

(다) 2차 심사 질의서 KINS로부터 접수: 2002년 7월 4일(규총 

0323-147) 1차 심사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후 추가 질의 내용 

접수

① 환기시설 분야 : 6건

② 방사선방호 및 폐기물 관리분야 : 1건

(라) 2차 심사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02년 11월 21일(하운기 721 



-3157) 심사 질의서 모든 내용에 대해 분야별 KINS 담당자와 협의 

후 답변서 및 추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 다.

(마) 2차 심사 질의에 대한 답변서 제출 후 환시시설 분야 KINS 담당

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답변서 제출 : 2002년 12월 13일(하운기 721 

-3367)

      ① 환기시설 분야 : 4건

(바) 환시시설 분야 KINS 담당자의 자료 보완 요청에 따라 추가 답변

서 제출 : 2003년  01월 23일(공문 없이 제출) 

   ① 환기시설 분야 : 4건

(사) 추가 심사 질의서 KINS로부터 접수: 2003년 3월 4일(규총 

0323-161)

   ① 환기시설 분야 : 2건

(아) 추가 심사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제출: 2003년 3월 14일(하운기 

721 -761) 환기시설 분야 2건에 대한 답변 자료를 최종 제출함으로

서 현재 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제 2 절 연구결과 및 기반시설 공사결과

      1. 차폐 셀

         가. 핫셀의 개요

            (1) 핫셀의 설계개요

(가) 방사성의약품의 제조를 위해 방사선 차폐 및 GMP 요건을 만족

하도록 설계

   ① 작업자 또는 출입자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규정된 규제기준 이

하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충분한 차폐능을 갖는 납으로 차폐

   ② 방사성물질이 주변 및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

   ③ 핫셀 내부는 부압으로 유지되도록 설계

(나) 방사선 의약품의 제조를 위해 동위원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

는 방사선 안전개념과 의약품의 특성상 인체의 투여에 따른 안전

성 확보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청정도가 유지되도록 설계



            (2) 핫셀의 용도 및 구분

             

셀번

호
셀명칭 용도 방사선원

No.1
Experiment 

Hot Cell
일반실험 및 분석

Mo-99 : 

100Ci

No.2
Conditioning 

Hot Cell

Bulk Solution의 반입 및 Stock 

Solution의 제조 (동위원소의 

Conditioning)

Mo-99 : 

300Ci

No.3
Dispensing  

Hot Cell

Stock Solution을 각 Column에 

분배 및 충진

Mo-99 : 

100Ci

No.4
Sterilizing 

Hot Cell
분배된 Column의 멸균 및 반출

Mo-99 : 

100Ci



         나. 핫셀의 구성 및 특징

            (1)  핫셀의 주요구성

      

Hot-Cell 

번호
장비 목록 사 양 규 격

Hot-Cell 

#1,2,3,4

Panel SS 400 10t

Liner Box SUS 304 4.5t
납유리 - -
Manipulator - -

Support
Frame(SS 400) 25t
Square Pipe(SS 400) 150 x 150 x 9t

전등 100W -

Fiter Box
Inlet Filter(SUS 304) 2t
Incell Filter(SUS 304) 4.5t

Fiter

Inlet (Prefilter) 610 x 305 x 15
Inlet (Hepa Filter) 610 x 305 x 150
Incell (Prefilter) 610 x 200 x 25t
Incell (Hepa Filter) 610 x 200 x 75t

Hoist Gear Motor (0.4kw 1/10)

SAMYANG(F105)

1/2HP

4P 1/10-1/60
Motor, Worm Reduce TPC(WBM50-1/60)

Ma i n t e n an c e 

Door
SS 400 10t

PDI
PDIS
Control Box

Hot-Cell #2
Liquid 
Radwaste 
Storage Vault

SUS 304 10t, 5t

Caster GD150F

Hot-Cell 

#3&4
Passthru Door Air Cylinder CA1F63-260



            (2) 핫셀의 주요구성별 특징

               (가) 납 패널(Lead Panel)

납패널은 10mm 두께의 강판 케이싱(Steel Casting)과 납으로 구성

된다. 납의 기계적 특성을 위해 3%의 안티모니를 혼합한 ASTM 

B29를 사용한다.

220V220V

110V

220V220V

110V

220V220V220V220V

110V

220V220V220V220V

110V

220V220V220V220V

Fig. 20. Hot Cell Layout.



               (나) 라이너(Liner)

의료용 핫셀의 차폐벽의 구조는 그림과 강판과 납의 3중구조로 이

루어져 있다. 그러나 방사성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핫셀 내부

의 고청정도가 요구되어 일반 강판을 내벽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므

로, 차폐벽 내부에 방사선 물질을 취급하기 위한 역을 별도로 설

치해야하는데 이를 라이너 박스라 한다. 

                  - 재질 : STS 304

                  - 두께 : 3 mm

                  - 마감 : No. 4 FINISH, ASTM A480

Fig. 21. Liner



               (다) 차폐창

차페창은 각 셀에 1개씩 설치되며 핫셀내에서 방출되는 최대 방사

선량율을 1.0 X 10-5 Sv/hr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주요사항은 다

음과 같다.

                  - 방사선원 : 2번셀 → Mo-99 300Ci, 1,3,4 셀 → Mo-99 100Ci

                  - 형식 : 건식

                  - 광투과율 : > 50 %

                  - 방사선원에서 벽까지의 최소거리 : 300 mm

Fig. 22. Shielding window.



               (라) 원격조종기 (Master-Slave Manipulator)

                  (1) Hot Cell No. 1 ∼ No. 3 용 원격 조종기

                     - 용량 : 5.0 kg (X,Y,Z Motion)

                     - 설치높이 : 1,981 mm

                     - Manual Indexing

                  (2) Hot Cell No. 4 용 원격 조종기

                     - 용량 : 2.2 kg (X,Y,Z Motion)

                     - 설치높이 : 1,950 mm

               (마) 지지 철구조물(Supporting Structure)

납 핫셀을 지지하는 지지 철 구조물은 25mm의 철판(ASTM A36)

과 이를 지지하는 다리 즉 Tubular Frame(150x150x9)으로 구성되

며, 지지다리는 1층 바닥의 지지 Plate에 용접하며 플레이트는 힐

티 앵커볼트에 의해 고정된다.

Fig. 23. Supporting Structure.



               (바) 출입문

각 핫셀의 뒷면에는 1개의 출입문이 설치되었으며 주요사양은 다음

과 같다. 단, 4번 핫셀의 경우 차폐창측에서 보았을때 우측면에 설

치되었다.

                  - 출입문 크기 : 570 mm(W) x 650 mm(H)

                  - 개구부 크기 : 750 mm(W) x 790 mm(H)

                  - 차폐체 : 납 (두께는 각셀의 뒷면 또는 측면의 두께와 

                    동일하다.)

                  - 구동방법 : 수동

Fig. 24. Door.



               (사) 반출입 포트/플러그

반, 출입 포트/플러그는 1, 2, 4번 핫셀에 각각 설치되며 각셀에 

설치된 회전호이스트를 이용하여 개폐한다. 각 셀에서는 Material

(추후 결정), Mo Bulk Solution 용기 및 Generator가 반출입 된다. 

각 Port의 직경은 150mm이며, 공정 기기 공급업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구조 및 형상이 변경될 수 있다.

Fig. 25. Port and plug.



               (아) 폐액 저장용기

2번 핫셀 하부에 설치되어 공정 중 발생되는 액체폐기물을 저장하

는데 사용되며 Cart 위에 올려져 있다. 용량은 약 7 Liter이며, 두 

대가 설치되는데 한 대는 사용, 또 한대는 대기용이다. 저장용기의 

벽두께는 2번 핫셀의 두께와 동일한 150mm이다.

Fig. 26. Waste solution reservoir.



               (자) 회전 호이스트 (Swivel hoist)

1, 2, 4번 핫셀에는 0.2 ton 용량의 회전 호이스트가 1개씩 설치된

다. 2번 셀에서는 Bulk Solution Cask로부터 반출입 포트를 통하여 

Bulk Solution 용기를 반출입할 때 플러그를 개폐하는데 사용하며 

4번 셀에서는 Generator의 반출입시 플러그를 열고 닫는데 사용한

다. 이 회전 호이스트의 구동부분은 핫셀 천정 위에 설치되며, 회

전 및 인장(hoisting)이 모두 모터에 의해 구동된다.

Fig. 27. Swivel hoist



               (차) 셀간문 (Pass-Thru Door)

3번과 4번 핫셀의 셀간벽에는 1쌍의 셀간문이 설치되어 셀간 물건

의 이동시 사용되며, 각각 모터 구동으로 작동된다. 셀간벽 안쪽에

는 셀간 봉을 위하여 Dust barrier가 설치되었다. Dust barrier는 

셀간벽이 개폐에 따라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다. 3번과 4번 사이 

셀간벽의 개구부는 가로 200mm, 세로100mm이며, 셀간벽의 납두

께는 50mm이며 Steel casting으로 둘러 싸여 있다.

Fig. 28. Passthru Door



               (카) 기타 시설

                  (1) 공통사항

                     - 소화설비용 배관

                     - 셀내외의 차압측정을 위한 배관

                     - 조명용 나트륨등 및 백열등

                     - 셀 안과 밖의 압력 측정게이지 1개

                     - 인입필터(Inlet filter) 압력 측정게이지 1개

                     - Incell filter

                     - Heat detector/ Thermal detector

                     - 셀내의 전원콘센트

                     - 향후 사용에 대비한 유틸리티 배관

                  (2) 각 셀별로 구비해야 할 사항

                     - 질소가스 공급배관(2번 셀)

                     - 폐기물 처리 배관(2번 셀)

                     - 2번 셀에서 3번 셀로의 물질 이동을 위한 배관

                     - Saline 주입을 위한 배관 (3번 셀)

                     - Steam sterilizer의 증기(Steam)공급 및 드레인을 위한 

                       배관(4번 셀)

                     - 물질 반출입을 위한 port(1, 2, 4번 셀)

         다.  핫셀제작의 주요공정 및 주요시험

            (1) 핫셀의 최종형태

  

                 



                

            (2) 핫셀제작의 주요공정

               (가) Panel 제작 및 Support 제작

               

                  ① 제작치수의 정확성을 위해 레이저로 절단하여 자재를 구매 

                  ② Panel 제작에 필요한 부속품 및 가공품 구매

               (나) 용접부 PT 검사

                  납주조의 건전성을 위하여 자체 PT 시험 수행

               (다) 표면처리 및 도장

                  ① 표면처리

                     표면처리는 SSPC-SP-10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② 도장작업



                     - 1차 하도 : IZ197 

                     - 2차 상도 : ET5290

               (라) 납주조전 가조립 및 치수검사

                   

                  납주조전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조립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조립을

                  수행

               (마) 납주조

                   

                  ① 납의 성분

           

Composition Pb Sb Fe Cu others

Wt.(%) Remainder 2.7 - 3.3
0.1

Max.

0.5

Max.

0.2

Max.  

                  ② 납주조시 열에 의한 Panel 변형을 막기 위해 충분한 지그를 

                     대어 시공함.



               (바) Gamma Survey Test

                    

                  ① 차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차폐체와 동일한 구조로 

                     Reference Block 을 준비.

                  ② Reference Block은 실제 제작된 차폐체 두께에서 -10mm∼

                     +10mm 범위로 1mm 두께로 측정 할 수 있도록 준비.

                  ③ Gamma Survey Test는 조사 감마선원을 차폐체 면에 착하여 

                     최소거리에 검출기를 위치시켜, 각 검사부위에 10초 이상 정지

                     상태에서 선량값을 측정함.

                     차폐체 건전성 평가 및 판정은 각 검사 부위별 차폐체의 차폐체  

                     두께가 설계기준 차폐두께 이내로 하여 합격으로 판정함.

               (사) Liner Box 및 각종 Plug, Pipe, 및 부속품 제작

                    



               (아) 가조립 및 설치전 최종검사

                   

               (자) 현장설치작업 및 Liner Box 용접부 PT 검사

                   

               (차) 부속품 조립

               (카) 도장작업

               (타) 납유리, Manipulator 및 전기 Control Box 설치

               (파) 누설시험



                     

                  ① Filter Box의 누설시험은 ANSI N 509/510에 따라 수행 함.

                     

                  ② Hot Cell 내부는 최대한 누설이 되지 않도록 제작 함.

               (하) 차폐 능 시험

                  ① Gamma Survey Test 수행방법은 Shop 또는 Field에서 동일하게 

                     수행 함. 

                  ② Field에서는 조립틈새 및 조립부의 차폐효과를 확인하는 절차

                     으로, 최종적으로 Hot Cell 구조물의 차폐 능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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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lean Room 

         가. 개 요 

본 Clean Room 시설는 방사성 의약품(Tc-99m)의 제조를 위해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기존의 시설인 동위원소생산시설 내의 핫셀 Bank-4 공간(Room 

No. 138, 139)을 필요한 청정도로 유지하고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배기시

키기 위한 시설이다.

            (1) Clean Room 성능

               (가) 청정도 등급 및 부압 / 양압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성능 유지

               (나) 시공 후 시운전 결과 보고서 작성

         나. 설계기준

납핫셀의 환기설비는 실내에 적정한 부압을 형성하여 주는 설비로써 방사

성 입자나 기체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하고 납 핫셀 내의 정상운전으로부터 

사고로 인한 비정상운전까지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

여 환경의 방사능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1) 온 습도 조건

환기계통의 적정설계를 위하여 외기 설계온도는 TAC(Technical 

Advisory Committee) 온도 2.5%를 적용한다.

               (가) 외기 설계온도

            

구   분 여   름    겨   울

건구온도(℃) 32 -12

상대습도(%RH)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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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실내 설계온도

          

구   분

여   름 겨   울

온도

(℃)

상대습도

(%RH)

온도

(℃)

상대습도

(%RH)

공  조  지  역 23±2 50±5 23±2 50±5

작  업  지  역 28±2 55±10 18±2 55±10

핫셀 운전지역 30 - 15 -

Mechanical room

Ventilation room
30 - 10 -

비 공 조 구 역 40 - 10 -

            (2) 방사능 구역의 환기

방사능 구역에서는 항상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을 유지하여 방사성물질

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방사능 오염정도에 따라 구역을 구

분하여 오염도가 높은 지역으로부터 낮은 지역으로 공기가 역류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내 오염이 심한지역을 낮은 압력으로 유지한

다.

한편 청정실내의 환기는 기존 급기설비의 잉여 급기량을 활용하여 추가

적인 별도의 급기설비 없이 공조함으로써 경비절감과 유지관리의 편리성

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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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핫셀의 환기

               핫셀의 환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항   목 기존 설계기준 비   고

환기방법 Once-through

환기횟수 20회/hr 정상운전

선 속 도 0.5 m/s 출입문 개구면

Filter Bank
급기 : HEPA필터

배기 : HEPA필터

배기필터는 1차, 2차로 구성되며 

1차 필터는 셀하부의 Shear Wall 

내부에 설치한다.

셀내의 압력 -25 mmAq 이하

소  음 60 dBA

기  타 β-γcell 요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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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별 청정도 및 압력기준

              

실 구 분 목  적
청정도 

등급

압력

(㎜Aq)
환기회수

A 제균 및 포장 100,000 -3 10

B 제조 및 품질관리 10,000
-5

(-10)2)
20

C 제균 및 준비실 100,000 -3 10

D 갱의실 10,000 +5 20

E 탈의실 100,000 +3 10

Hot Cell No. 

1
일반 실험 또는 분석 10,000

-253)

(-22)
20

Hot Cell No. 

2

동위원소의 

Conditioning
10,000 -25 20

Hot Cell No. 

3
분배 및 충진

10,000

(100)1)
-253)

(-22)
20

Hot Cell No. 

4
멸균 10,000 -25 20

  

주 : 1) Hot Cell No. 1 및 No. 3의 작업구역은 부분적으로 청정

도 등급 100으로 유지한다.

2) “B”실은 정상운전 중에는 -5㎜Aq로 유지되나 핫셀 내 기

기의 반출 시에는 -10㎜Aq로 유지한다.

3) Hot Cell No. 1 및 No. 3의 작업구역(청정도 등급 100 

구역)은 핫셀 내부압력 보다 +3㎜Aq 높게 유지한다.

            (5) 품질등급

        

기기 또는 설비명 품질등급

청정설비 S

급기 및 배기설비 S

전기설비 S

소화설비 S

액체방사성폐기물 이송설비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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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기사양

            (1) 기기사양-1  

               (가) Steam Sterilizer - 1

                  ① Type : Electric Heater

                  ② Capacity : 200liter

                  ③ Chamber Size : 1200L x 410W x 410H

                  ④ Door : Front & Rear Double Door Vertical Sliding Door

                  ⑤ Material              

                     ㉮ Chamber : Stainless Steel 316

                     ㉯ Jacket : Stainless Steel 304

                     ㉰ Door & Panel : Stainless Steel 316

                  ⑥ Control Unit : PLC Control & LCD Graphic Display

                  ⑦ Quantity : 1SET

                  ⑧ Equipment No. : SS-1



- 125 -

               (나) Steam Sterilizer - 2

                  ① Type : Electric Heater

                  ② Capacity : 25liter

                  ③ Door : Single Door Vertical or Horizontal Sliding Door

                  ④ Material              

                     ㉮ Chamber : Stainless Steel 316

                     ㉯ Jacket : Stainless Steel 304

                     ㉰ Door & Panel : Stainless Steel 316

                  ⑤ Control Unit : PLC Control & LCD Graphic Display

                  ⑥ Quantity : 1SET

                  ⑦ Equipment No. : SS-2

               (다) Room Air Exhaust Filter Bank

                  ① Type : Vertical

                  ② Air Volume : 2,290 CMH

                  ③ HEPA filter

                     ㉮ Efficiency : 0.3 Micron Dop 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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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rame : Stainless Steel 304, 1.5T

                     ㉰ Media : Glass Fiber

                     ㉱ Separator : Kraft Paper

                     ㉲ Size : 610 x 610 x 292T  

                     ㉳ Quantity : 3SET

                  ④ Mod Filter

                     ㉮ Size : 610 x 610 x 292T  

                     ㉯ Frame : Stainless Steel 304, 1.5T

                     ㉰ Quantity : 2SET

                  ⑤ PVC Bag 

㉮ 규 격 : 1500 x 800 x 340 x 0.5T 이상

㉯ PVC와 DOP (경도조절 가성소체, 액체) DOA(내안성, 고체)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내열 온도는 +70 ∼ -30의 특성을 유지하도

록 160℃에서 가열 하여 액체상태에서 젤리상태로 열을식혀 일

정한 두께로 조정하여 생산한 제품을 적용

                  ⑥ Access Door : 네오프렌 Gasket 부착

                  ⑦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⑧ Quantity : 3SET     

                  ⑨ Equipment No. : HB-9, 10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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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Hot Cell Air Exhaust Filter Bank

                  ① Type : Vertical

                  ② Air Volume : 770 CMH

                  ③ HEPA filter

                     ㉮ Efficiency : 0.3 Micron Dop 99.97%

                     ㉯ Frame : STS 304, 1.5T

                     ㉰ Media : Glass Fiber

                     ㉱ Separator : Kraft Paper

                     ㉲ Size : 610 x 610 x 292T  

                     ㉳ Quantity : 4SET  

                  ④ PVC Bag 

㉮ 규 격 : 1500 x 800 x 340 x 0.5T 이상

㉯ PVC와 DOP (경도조절 가성소체, 액체) DOA(내안성, 고체)를 

적절하게 배합하여 내열 온도는 +70 ∼ -30의 특성을 유지하도

록 160℃에서 가열 하여 액체상태에서 젤리상태로 열을 식혀 

일정한 두께로 조정하여 생산한 제품을 적용

                  ⑤ Access Door : 네오프렌 Gasket 부착

                  ⑥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⑦ Quantity : 4SET        

                  ⑧ Equipment No. : HB-5, 6,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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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기 사양-2

               (가) Air Control Unit

                  ① Air Volume : 80CMM

                  ② Cooling Coil

                     ㉮ Type : D.X Coil

                     ㉯ Capacity : 21,000Kcal/Hr

                  ③ Heating Coil

                     ㉮ Type : Electric Coil

                     ㉯ Capacity : 10,320Kcal/Hr

                  ④ Humidifier

                     ㉮ Type : 전자전극봉식

                     ㉯ Capacity : 5 Kg/Hr

                  ⑤ Out Size : 1000W x 820D x 1850H

                  ⑥ Electric Source : 3φ x 440V x 60Hz

                  ⑦ Total Electric Power : 17.4Kw

                  ⑧ Condensing Unit

                     ㉮ Type : Air Cooled

                     ㉯ Capacity : 7.5HP

                     ㉰ Air Volume : 110CMM

                     ㉱ Total Electric Power : 5.9kW

                     ㉲ Electric Source : 3φ x 440V x 60Hz

                   ⑨ Quantity : 2Set    

                   ⑩ Equipment No. : AC-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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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howering Pass Box

                  ① Type : Conveyor Showering

                  ② HEPA Filter 

                     ㉮ Efficiency : 0.3 Micron Dop 99.97%

                     ㉯ Media : Glass Fiber

                     ㉰ Separator : Al

                  ③ Fan

                     ㉮ Type : Sirocco

                     ㉯ Air Volume : 10CMM/Air Velocity : 22 m/s

                     ㉰ Motor Electric Power : 0.75Kw

                     ㉱ Electric Source :  3φ x 440V x 60Hz

                  ④ In  Size : 600W x 110D x 1530H

                  ⑤ Out Size : 1200W x 110D x 1850H

                  ⑥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⑦ Quantity : 2SET         

                  ⑧ Equipment No. : PB-1 & 4

  



- 131 -

               (다) Showering Pass Box

                  ① Type : Conveyor Showering

                  ② HEPA Filter 

                     ㉮ Efficiency : 0.3 Micron Dop 99.97%

                     ㉯ Media : Glass Fiber

                     ㉰ Separator : Al

                  ③ Fan

                     ㉮ Type : Sirocco

                     ㉯ Air Volume : 10CMM/Air Velocity : 22 m/s

                     ㉰ Motor Electric Power : 0.75Kw

                     ㉱ Electric Source :  3φ x 440V x 60Hz

                  ⑤ Out Size : 1200W x 1100D x 1850H

                  ⑥ Me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⑦ Quantity : 1SET       

                  ⑧ Equipment No. : P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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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Pass Box

                  ① Type : Normal

                  ② In  Size : 600W x 600D x 600H

                  ③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④ Quantity : 1SET         

                  ⑤ Equipment No. : P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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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Blower Filter Unit-1

                  ① HEPA filter

                     ㉮ Efficiency : 0.3 Micron Dop 99.97%

                     ㉯ Media : Glass Fiber

                     ㉰ Separator : Al

                     ㉱ Size : 610 x 610 x 150T  

                  ② Fan

                     ㉮ Type : Sirocco

                     ㉯ Air Volume : 15CMM

                     ㉰ Motor Power : 0.45Kw

                     ㉱ Electric Source :  1φ x 220V x 60Hz

                  ③ Quantity : 5SET      

                  ④ Equipment No. : BF-1, 2, 3, 4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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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Blower Filter Unit-2

                  ① HEPA filter

                     ㉮ Efficiency : 0.3 Micron Dop 99.97%

                     ㉯ Media : Glass Fiber

                     ㉰ Separator : Al

                     ㉱ Size : 610 x 610 x 150T  

                  ② Fan

                     ㉮ Type : Axial

                     ㉯ Air Volume : 17CMM

                     ㉰ Motor Power : 0.4Kw

                     ㉱ Electric Source :  1φ x 220V x 60Hz

                  ③ Material : STS 304 

                  ④ Quantity : 10SET      

                  ⑤ Equipment No. : BF-6, 7, 8, 9, 10, 11, 12, 13, 14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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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Relief Damper

                  ① Type : Wall Mounted

                  ③ Material : STS 304

                  ④ Quantity : 5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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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Room Air Exhaust Fan

                  ① Air Volume : 4,030 ∼ 4,580CMH x 320 mmAq

                  ② Motor Electric Power : 11Kw

                  ③ Electric Source :  3φ x 440V x 60Hz

                  ④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⑤ Quantity : 2SET             

                  ⑥ Equipment No. : HF-4 & 5

                  ⑦ Control : Variable Sp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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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Hot Cell Air Exhaust Fan

                  ① Type : Turbo

                  ② Air Volume : 190 ∼ 770CMH x 320 mmAq

                  ③ Motor Electric Power : 22Kw

                  ④ Electric Source :  3φ x 440V x 60Hz

                  ⑤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⑥ Quantity : 3SET             

                  ⑦ Equipment No. : HF-1, 2 & 3

                  ⑧ Control : Variable Speed



- 138 -

               (차) Disinfection Hood

                  ① Type : Vertical

                  ② Material

                     ㉮ Body Plate : SCP

                     ㉯ Floor : Stainless Steel 304

                     ㉰ Door : Stainless Steel 304

                  ③ Consent

                     ㉮ 110V 2구 x 2SET         

                     ㉯ 220V 2구 x 1SET

                  ④ Lighting : 40W x 1Set

                  ⑤ Electric Power : 1Kw

                  ⑥ Electric Source :  1φ x 220V x 60Hz

                  ⑦ Size : 1200W x 750D x 2200H

                  ⑧ Equipment No. : F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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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Fume Hood

                  ① Type : Canopy

                  ②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③ Size : 1200W x 750D x 500H

                  ④ Equipment No. : F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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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Fan Filter Unit -1 (for Hot Cell No. 1, 3)

                  ① Fan Type : Sirocco

                  ② Size : 400L x 400W x 400H

                  ③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④ ULPA filter

                     ㉮ Efficiency : 0.1㎛ x 99.9999%

                     ㉯ Frame : Aluminium

                     ㉰ Media : Water Proof Micro Glass Fiber

                     ㉱ Separator : Kraft Paper

                     ㉲ Size : 305 x 305 x 75T  

                  ⑤ Quantity : 2 SET

                  ⑥ 청정도 등급 : 100

                  ⑦ Frame : Stainless Steel 304

                  ⑧ Electric Power : 0.2Kw

                  ⑨ Electric Source :  1φ x 220V x 60Hz

                  ⑩ Quantity : 1SET 

                  ⑪ Equipment No. : FU-1, F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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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기사양-3  

               (가) Clean Sink

                  ① Size : 800L x 800W x 970H

                  ②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③ Equipment No. : CS-1

               (나) Air Shower

                  ① Size : 1500W x 1000D x 2200H

                  ② Casing Material : STS 304

                  ③ Nozzle

                     ㉮ Material : STS Φ30

                     ㉯ Quantity : 14SET

                  ④ HEPA Filter

                     ㉮ Size : 610 x 610 x 150t

                     ㉯ Efficiency : D.O.P Test 99.97% (AT 0.3㎛)

                     ㉰ Media : Glass Fiber

                     ㉱ Separator : AL

                     ㉲ Frame : PLY-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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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Fan & Motor

                     ㉮ Fan Type : SIROCCO SS#1 1/3

                     ㉯ Motor Electric Power : 0.75㎾ x 2p

                     ㉰ Air Velocity : 25m/sec

                     ㉱ Air Volume : 18CMM

                     ㉲ Electric Source : 3Φ x 440V x 60㎐

                  ⑥ Fluorescent Lamp : 20W×1SET

                  ⑦ Quantity : 1SET

                  ⑧ Equipment No. : A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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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Clean Booth-1

                  ① Type : Vertical

                  ② Out Size : 2020W x 1600D x 2550H

                  ③ Fan  

                     ㉮ Type : Sirocco DS # 1 1/2

                     ㉯ Air Volume : 51CMM

                     ㉰ Motor Electric Power : 1.1Kw

                     ㉱ Electric Source : 1φ x 220V x 60Hz

                  ④ Body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⑤ Frame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⑥ Pre filter : A.F.I 85%

                  ⑦ HEPA filter

                     ㉮ Efficiency : 0.3 Micron Dop 99.97%

                     ㉯ Media : Glass Fiber

                     ㉰ Separator : Al

                     ㉱ Size : 610L x 610W x 150T (2EA)

                    610L x 305W x 150T (2EA) 

                  ⑧ Quantity : 1SET    

                  ⑨ Equipment No. : CO-1

             (라) Clean Booth-2

                  ① Type : Vertical



- 144 -

                  ② Out Size : 2020W x 850D x 2550H

                  ③ Fan  

                     ㉮ Type : Sirocco DS # 1 1/2

                     ㉯ Air Volume : 34CMM

                     ㉰ Motor Electric Power : 1.1Kw

                     ㉱ Electric Source : 1φ x 220V x 60Hz

                  ④ Body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⑤ Frame Material : Stainless Steel 304

                  ⑥ Pre filter : A.F.I 85%(400x400x20T)

                  ⑦ HEPA filter

                     ㉮ Efficiency : 0.3 Micron Dop 99.97%

                     ㉯ Media : Glass Fiber

                     ㉰ Separator : Al

                     ㉱ Size : 610L x 610W x 150T x 2Set  

                  ⑧ Motor Electric Power : 1.1Kw x 2Set

                  ⑨ Punching Plate : STS304 

                  ⑩ Quantity : 2SET 

                  ⑪ Equipment No. :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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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검사 및 시험

            (1) 덕트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가) 기 시험

                  덕트 설비에 대한 기 시험을 수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 하 다.

① 덕트의 제작 및 시공은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덕트는 시험

이 요구되는 구멍을 가지며 시험은 ERDA 76-21에 따라 구멍을 

봉한 후 시험하 다.  특히 오염지역에서의 기 시험은 Nuclear 

Air Cleaning Handbook Table 5-6에 따른다.

② 시험이 요구되는 덕트의 시험은 덕트의 보온 전, 접근이 용이치 

않은 곳에는 덕트가 설치되기 전 및 천정 마감 전에 행해져야 하

며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다. 시험 중 덕트의 어느 부분에

서 공기의 누설이 발견되면 적절히 보강되어야 하며 해당 부위는 

기  유지가 될 때까지 재시험하여야 한다.

               (나) 조정 및 시험

①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시험을 입증하고 모든 자료를 분석하며, 공

기 처리 장치 및 공기 분배기와 배기 시스템에 대한 시험, 조정 

및 균형 작업을 수행하 다.

② 공기의 균형 및 시험은 HVAC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시작되어

야 한다. HVAC system 및 장비를 전체적으로 작동하며 균형 및 

시험기간 동안에 HVAC system 및 장비의 운전이 계속되도록 하

다.

③ TAB 공정표를 작성하여 HVAC 모든 계통을 위한 시험절차서 및 

장비를 포함하여 test data form과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 다.

④ 시험을 위한 운전요원, 장비, 계기류를 준비하고, 균형시험에 필요

한 추가 댐퍼, 밸브, 압력 탭, 온도 웰, 적당한 풀리의 교체 및 잡 

자재 등은 TAB 결과에 따라 제작 및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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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배관에 대한 시험 및 검사

               (가) 배관에 대한 시험 및 검사는 공사 착수 전, 공사 중 및 공사종료

                  시의 단계에 따라 진행하 다.  

                  ① 공사 착수 전

                     ㉮ 재료의 확인

                     ㉯ 용접사 기능 확인시험

                     ㉰ 용접봉의 확인검사

                  ② 용접 작업 전

                     ㉮ 용접단 가공부위 검사

                     ㉯ 관단 형상검사

                     ㉰ TACK WELDING 검사

                     ㉱ 예열 검사

                     ㉲ 용접봉 검사

                     ㉳ 굴곡가공에 대한 검사

                  ③ 용접 작업 중

                     ㉮ 용접조건

                     ㉯ 층간온도

                  ④ 용접 작업 후

                     ㉮ 용접 외관검사

                     ㉯ 용접부위 비파괴검사(PT/RT) : 방사성액체폐기물 배수 

                        배관에 적용

                  ⑤ 공사 종료 시

                     ㉮외관검사

               (나) 시험 검사 방법 및 판정기준

                  ① 공사착수 전에 행하는 시험

                     ㉮ 제출한 서류에 따라 용접사의 자격을 확인 하 다.

                     ㉯ 용접봉은 해당 규격과 사양서 대로 사용되는 가 확인하 다.

                  ② 용접작업 전에 행하는 검사

                     ㉮ 악천후 등 용접에 향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는 적당한 

                        조치를 하 는지를 확인하 다.

                     ㉯ 기온이 10℃ 이하인 경우는 10℃ 또는 용접절차서상의 

                        최저 예열온도 이상의 예열을 행 하 나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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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용접작업 후에 행하는 검사

                     ㉮ 용접부 외관검사 판정기준

                        - 관내외면의 엇갈림 : 2.0㎜ 이하

                        - BEAD의 불균형        : 2.0㎜ 이하

                        - UNDERCUTTING        : 0.3㎜ 이하

                        - OVERLAP : 1.0㎜ 이하

                        - BEAD DEFLECTION : 2.0㎜ 이하

                     ㉯ 비파괴검사

                        - 비파괴검사는 한국비파괴검사 협회의 특급 또는 1급 

                          유자격자로 함.

                        - 방사선 검사에 대한 절차와 판정은 각각 ASME SEC. V 

                          Article 2000과 ND-5320의 규정에 따름.

                        - 액체 침투탐상 검사에 대한 절차와 판정은 각각 ASME SEC. 

                          V, Article 6000과 ND-5350의 규정에 따름.

            (3) 장비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모든 장비의 설치작업에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일치됨을 보증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 다.

최소한 아래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하 다. 

기기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특별한 검사 및 작업의 품질을 보

증키 위한 제반사항을 수행하 으며, 이를 문서화 함.

               (가) 기기기초, 축받이 및 지지대

                  도면상의 기기 위치와 실제 기기배치의 일치에 대한 검토

               (나) 매입형 기기 기초볼트 및 기타 매입부

                  기기의 기초볼트 구멍과의 일치에 관한 검토

               (다) 중심선 및 높이에 대한 기기의 고정

                  도면상의 칫수와의 일치에 대한 검토

               (라) 기기 기초볼트의 단단한 체결

               (마) 용접(오염된 액체나 가스와 접촉하는 덕트와 배관에 대한 

                        액체침투시험)

               (바) 그라우트의 혼합, 시공 및 경화

               (사) 설치된 기기의 보호

               (아) 내부 청소

               (자) 회전 기기류에 대한 추가 검사항목

                  ① 지지대 및 기초볼트 허용오차 범위 내에 기기가 정렬되었는지

                     와 그라우팅 전에 기기가 적절히 고정되고 지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키 위한 예비 축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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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고정자의 회전측정과 외부 배관설치 후 축 이음부에 대한 

                     고정자 및 회전자의 정렬, 고정자의 회전측정을 수행 함.

                  ③ 모든 베어링, 윤활유 이송 및 계통에 대한 청정도

                  ④ 모든 윤활유, 물 및 봉수 배관 및 통로에 대한 청정도

                  ⑤ 최초 운전후 고정핀(Dowel) 설치

            (4) Clean room 성능시험

HVAC 계통대한 TAB 및 각 종 시험이 완료된 후 clean room에 대한 성

능 평가시험을 수행하 으며, Clean room 성능 시험은 설계기준을 만족

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유지 관리 측면에서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보고

서를 작성 함.

               (가) 각 room에 대한 clean class

               (나) 각 room의 압력

               (다) Filter box의 면 풍속

               (라) 각 room의 소음

               (마) 각 room의 온도 및 습도

               (바) 각 room의 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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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참고규격 및 표준

            모든 작업은 가능한 한 다음의 표준, 규격 및 법규을 따른다.

Sponser Subject

□□□□□□□□□□□□□□□□□□□□□□     □□□□□□□□□□□□□□□□□□□□□□□□□□□□□□□□□□□□□□□□□□□□□□□□□□□□□□□□□□□□□□□□□□□□□□□□□□□□□□□□□□□□□□□□□□□□□□□□□□□□□□□□□□□□□□   
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

ASHRAE GUIDE & DATA book “SYSTEMS”, “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

AABC Associated Air Balance Council

AWS Welding Procedure and Performance Qualifications 

ANSI Power Piping code

ASME Welding Qualifications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Standard

Specifications

AWS American Welding Society Structural Welding Code D1.1

SMACNA High & Low Velocity Duct Construction Standard 90A

UL Underwriteers Laboratory Standards

ERDA 76-21 Nuclear Air Cleaning Handbook

ANSI N509-76 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ANSI N500 Test of Nuclear Air Cleaning 

AFBMA Anti-Fricition Bearing Manufacturers Association

AMCA 511 Test Method for Louvers, Dempers,and Shutters - 1975

SMACNA Manual for the Balancing and Adjustment of Air Distribu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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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참고도서

            (1) 설계도면

도면번호 도면제목

HC4-MA-001 Air Flow Diagram

HC4-MB-001 P&I Diagram

HC4-MH-001 Equipment Layout

HC4-MC-002 Layout Plan (Bank 4)

HC4-MG-001 Clean Zoning Plan (Bank 4)

HC4-MK-000 Equipment Schedule (1)

HC4-MK-000-1 Equipment Schedule (2)

HC4-MK-001 지하층 Duct Plan (Bank 4)

HC4-MK-002 1st. Clean Room Duct Plan (Bank 4)

HC4-MK-003 Section - A, B

HC4-MK-004 Duct Detail - 1

HC4-MK-005 Duct Detail - 2

HC4-MK-006 지하층 Duct Support Plan (Bank 4)

HC4-MK-007 1st Clean Room Duct Support Plan (Bank 4)

HC4-MK-008 지하층 Equipment Foundation Plan

HC4-MC-001 Refrigerant Piping Plan (Bank 4)

HC4-MC-003 Utility Point Plan (Bank 4)

HC4-MC-004 Utility Piping Plan (Bank 4)

HC4-MP-001 Panel Plan (Bank 4)

HC4-MP-002 Panel Elevation - 1 (Bank 4)

HC4-MP-003 Panel Elevation - 2 (Bank 4)

HC4-MP-004 Ceiling Panel Plan (Bank 4)

HC4-MP-005 Panel Detail

HC4-MP-006 Door Detail

HC4-MZ-001 Floor Epoxy Plan (Bank 4)

HC4-IA-001 Control & Conduit Layout RIPF BLDG. EL +77,300

HC4-IA-002 Control & Conduit Layout RIPF BLDG. EL +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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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기반시설의 성능검증 절차서

      1. 누설시험 절차서

         가. 적 용 범 위

본 누설시험 절차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의료용 Lead Hot Cell 

제작, 설치 완료 후 Opening 부위 및 Filter Box의 누설시험에 대하여 적

용함.

         나. 적 용 규 격

(1) ANSI N509 Nuclear power plant air cleaning units and components

(2) ANSI N510 Testing of nuclear air-cleaning systems

(3) Technical Specification (HC4-M-010)

         다. 누설시험방법

            (1) 차폐셀 및 Filter Box의 누설시험 준비자재

               (가) 압력게이지

               (나) Stop Watch

               (다) 온도계

               (라) Liquid Detergent

               (마) Opening을 막을 수 있는 커버 혹은 막을 수 있는 것

               (마) 송풍기 혹은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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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폐셀의 누설시험 방법 및 결과

P

차폐셀 누설시험

부압유지

압력 게이지

DAMFER송풍기

        

(가) Lead Hot Cell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Hot Cell 에 압력게이지를 

연결 함.

(나) Lead Hot Cell의 Opening을 모두 막아 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차폐셀의 누설시험은 각 셀별로 수행하여야 하므로 차폐셀의 누설

시험을 수행시 셀을 연결하는 시료 투입구 (#2번, #3번) 및 

Passthru Door (#3번, #4번)를 완전히 폐되도록 막음. 

    단, Exhaust Duct 는 막지 않음.

(다) Exhaust Duct 에 Exhaust Fan(혹은 송풍기)을 연결한 후 일정 부

압을 유지시킴.

(라) 압력을 유지시키면서 Opening 부위에 Liquid Detergent를 바른 

후 1분간 Liquid Detergent를 바른 부위에서 7 mm 크기의 방울이 

생기는 여부를 확인하여 합격여부를 판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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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Filter Box의 누설시험 방법 및 결과

FILTER BOX 누설시험

송풍기

P 압력게이지

BLIND FLANGE
DAMFER

        

(가) Filter Box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Filter Box에 압력게이지를 연

결. 

(나) 송풍기(혹은 Compressor)를 연결하여 압력을 가할 Filter Box의 

Pipe 부위를 제외하고 모든 부위를 폐 함.

(다) System Design HEPA Filter 초기조건은 850 ㎥/hr, 

25mmAq(250Pa) 이며 Filter Final Pressure 조건은 

50mmAq(500Pa) 이므로 Final Pressure의 1.25배인 63mmAq 까지 

압력을 가한 후 밸브로 완전히 막은 다음 5분후에 Filter Box의 

압력을 측정.

(라) 압력을 측정 후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Leakage Rate는 

ANSI/N509-1980 Para 4.2.3항에 의해 최대허용 누출량이 Filter 

Housing의 표면적 x 0.005 이내가 유지되는 지 확인하여 Leak에 

대한 합격여부를 판정 함.

                    Q = (Pi/Ti - Pf/Tf) x { V/(Ra Δt (0.075)) }

                여기에서

                   Q : 평균 Leakage Rate (SCFM)

                   V  : Filter Box의 체적 (ft3)

                   Pi : Filter Box의 초기압력 (lb/ft2  ABS)

                   Pf : Filter Box의 말기압력 (lb/ft2  ABS)

                   Ti : 시험전 절대온도 (oR)

                   Ti : 시험후 절대온도 (oR)

                   Δt : tf -ti (분) 

                   ti  : 시험전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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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f : 시험후 시각

                   Ra : 53.35 {(ft-lb) / lb oR)}

            (4) 보고서 작성

(가) 차폐셀의 누설시험 후에 차폐셀 누설시험 보고서(유첨 A)에 결과

를 기록하 음.

(나) 차폐셀 누설시험보고서번호는 KRSE-HLT-일련번호(01, 02, 03....)

로 하고, 여기에서 KRSE 는 Korea Radiation Shield Eng. Co, 

LTD의 HLT : Hot Cell Leak Test Report에 기록하 음.

(다) Filter Box의 누설시험 후에 Filter Box 누설시험 보고서(유첨 B)

에 누설시험 결과를 기록 함.

(라) Filter Box의 누설시험 보고서 번호는 KRSE-FLT-일련번호(01, 02, 

03....),  FLT : Filter box Leak Test Report에 기록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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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폐기술(주)
차폐셀 누설시험 보고서

Report No.    KRSE-HLT-

페 이 지          1 / 1

공   사   명  원자력 연구소 하나로 의료용 Lead Hot Cell 제작 및 설치

제   품   명 Lead Hot Cell #   도 면 번 호 KAERI-MHC-REF-A001 외 
 

시험조건

시험방법 비눗방울 시험

시험초기압력(mmAq) 시험말기압력(mmAq)

시험시간(분)(Δt)

시험결과(누설여부 확인)

Opening 부위 결 과 비 고

 Maintenance Door

 Lighting Plug

 Plug Hole

 Exit, Entry Plug Hole

 Shield Window 부위

 Storage Vault Hole

 Manipulator Hole

 Passthru Door

* Liquid Detergent를 바른 후 1분간 Liquid Detergent를 바른 부위에서 7mm 크기의 방울이 생기지 

  않으면 합격이다.

작성 (KRSE 서명/일자) 검토 (KRSE 서명/일자) 승인 (KAERI 서명/일자)

                                    한국차폐기술(주)                        KRSE-LTP-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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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차폐기술(주)
Filter Box 누설시험 보고서

Report No.   KRSE-FLT-

페 이 지 1 / 1

공   사   명  원자력 연구소 하나로 의료용 Lead Hot Cell 제작 및 설치

제   품   명 Filter Box No. 도 면 번 호 KAERI-MHC-REF-A001 외 
 

시 험 조 건

Filter Box 체적(V)                ft3 Filter Box 표면적(SA)             ft2

시험초기압력(Pi)         lb/ft2, abs 시험말기압력(Pf)         lb/ft2, abs

시험초기온도(Ti)               OR 시험말기온도(Tf)                   OR

시험시간(Δt)                    분

참고 계산 자료

품 명 내 용

 최대허용 누출량(CFM)  SA x 0.005 (ANSI N-509-1980, Table 4-4)

 평균 Leakage Rate(Q) (Pi/Ti - Pf/Tf) x { V/(Ra Δt (0.075)) }

 온도(T, 단위 OR)  [9/5 x T(OC) + 32] + 459.7

 그외

 1.  상대압력(mmAq)을 절대압력(lb/ft2, abs) 으로 변경하는 공식

     Pi = (Pig + Pia) * 0.2047

     여기에서 Pig = 시험초기상대압력 (mmAq)

              Pia = 시험말기절대압력 (mmAq,  10332)

     * 1 mmAq = 0.2047 lb/ft2,

     * 1기압 = 10332 mmAq

     * 1m3  = 35ft3

 최대허용 누출량  

 평균 Leakage Rate(Q)

 * 평균 Leakage Rate(Q) 가 최대 허용 누출량 이하이면 합격인다.

작성 (KRSE 서명/일자) 검토 (KRSE 서명/일자) 승인 (KAERI 서명/일자)

                                    한국차폐기술(주)                        KRSE-LTP-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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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차폐능검사 절차서

         가. 목적 및 적용 범위

            (1) 적용범위 

본 검사절차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의료용 Lead Hot Cell 제품

의 차폐능이 설계 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차폐효과 검증 및 차폐체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절차에 적용 함.

            (2) 적용목적 

방사선 차폐체는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지역에서 작업자 또는 종사자

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이므로 안전성과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차폐체에 대한 검사절차를 확립시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

켜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슴.

         나. 검사자 자격

(1) 본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기술평가자 및 장비 조작자)는 방사성동위

원소 취급 면허자로 함.

(2) 검사자는 방사선 차폐체와 검사장비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방사선 장해방어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지식을 지닌 자로 

함.

         다. 검 사 장 비

            (1) 감마선 조사장치

CO-60 감마선 조사장치는 미국 GAMMA IND.의 제품으로 MODEL 

20A, Device weight는 140kg으로서 초기의 방사선세기는 20 Ci 용량

으로 함. 

앞 Guiding hose는 5 m,뒤 Guiding hose는 7.6m인 원격조작장치로서 

02년 4월 기준으로 1.12 Ci용량의 감마 조사장치를 사용함.

            (2) 검출기(Survey meter)

(가) EVERLINE CO,. LTD.에서 제작된 GM Survey meter로서 Range 

control은 0.01μR/hr 이고

(나) 측정범위가 0∼999mR/hr인 Survey meter를 사용함.

            (3) 개인 안전관리 장비

Alarm monitor, Survey meter, Film badge, Warning lamp, Signal 

flag 등

            (4) 기타 안전관리 장구

               납 장갑, 납 벽돌, 납 안경, 납 치마, 납 판, 집게, 호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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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모든 검사장비는 공인기관의 검·교정을 필한 장비로 함.

         라. 검 사 절 차

            (1) 장비 및 검사 치구 준비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확인하고 검사에 필요한 치구 및 방호

장비를 준비한다. 특히 검사장소에는 방사선 구역임을 표시하고 검사

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

            (2) Reference Block 측정 및 평가

(가) 차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차폐체와 동일한 구조로 

Reference Block 을 준비.

(나) Reference Block은 실제 제작된 차폐체 두께에서 -10mm∼

+10mm 범위로 1mm 두께로 측정 할 수 있도록 준비.

(다) 검사선원(Co-60)을 Reference Block에 조사시켜 투과된 방사선 값

을 검출기(Survey meter)로 측정. Reference Block의 Gamma 

Survey Test는 실제 차폐체의 검사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1 

mm 두께씩의 측정값을 기록하여 실제 차폐체 측정값과 비교 하

여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적용.

(라) 측정 및 평가값은 유첨 #1. REFERENCE BLOCK TEST REPORT

에 기록 하 슴.

            (3) 검사부위 선정

차폐체의 검사는 본 장비로 측정 가능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150mm x 

150mm으로 구획하여 검사부위를 선정.

            (4) Gamma Survey Test

(가) 4.3항에 따라 선정된 차폐체의 검사부위에 대하여 검사선원을 투

과시켜 투과된 방사선 측정값을 검출기로 측정.

(나) Gamma Survey Test는 조사 감마선원을 차폐체 면에 착하여 최

소거리에 검출기를 위치시켜, 각 검사부위에 10초 이상 정지 상태

에서 선량값을 측정.

(다) 각 검사 부위별 측정값과 4.2에서 측정한 Reference Block의 측정

값을 비교하여 차폐체의 건전성을 평가.

(라) 측정 된 값은 유첨 #2 GAMMA SURVEY TEST REPORT를 기록.

            (5) 평가 및 판정

(가) 차폐체 건전성 평가 및 판정은 각 검사 부위별 차폐체의 차폐체 

두께가 설계기준 차폐두께 이내로 하여 합격 여부를 판정 함.

(나) 차폐체의 검사부위에 불합격 구간이 있으면 차폐체 수정 후 재검

사를 수행하여 다시 합격 여부를 판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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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Gamma Survey Test( Shop & Field )

(가) 차폐체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Gamma Survey Test는 납 주조 

후 Shop에서 1차 수행.

(나) Lead Hot Cell 조립 후 핫셀의 조립부 및 틈새 등의 건전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조립완료 및 설치 후 Field에서 Gamma Survey 

Test를 수행.

(다) Gamma Survey Test 수행방법은 Shop 또는 Field에서 동일하게 

수행 함. 단지 Shop 에서는 납주조의 건전성을 확인하고, Field에

서는 조립틈새 및 조립부의 차폐효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본 검사

를 수행 함.

         마. 기록 및 보관

               본 작업에 대한 기록사항은 

               유첨 1. REFERENCE BLOCK TEST REPORT과 

               유첨 2. GAMMA SURVEY TEST REPORT에 준하여 기록 및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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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1.

REFERENCE BLOCK TEST REPORT

공 사 명  원자력 연구소 하나로 의료용 Lead Hot Cell 제작 및 설치

보고서번호  KRSE-GST-01A-            장 비 명

품    명 SOURCE

합격기준 페 이 지             /

REFERENCE

BLOCK
MEASURING RESULTS

REMARKSSTEEL(mm)

+

LEAD(mm)

COUNTERS( mR / hr )

1회 2회 3회 평  균

작성자 (KRSE 서명/일자) 검토자 (KRSE 서명/일자) 승인자 (KAERI 서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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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첨 #2.

GAMMA SURVEY TEST REPORT

공 사 명  원자력 연구소 하나로 의료용 Lead Hot Cell 제작 및 설치

보고서번호  KRSE-GST-01B-            장 비 명

품    명 SOURCE

합격기준 페 이 지             /

ID NO.
COUNTER

(mR/HR)

차폐체 두께

(mm)
비고 ID NO.

COUNT

ER

(mR/H

R)

차폐체 두께

(mm)
비고

작성자 (KRSE 서명/일자) 검토자 (KRSE 서명/일자) 승인자 (KAERI 서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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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A.B 절차서

         가. 범위  

            (1) T.A.B 목적  

본 T.A.B 용역 수행은 하나로 동위원소 생산시설 BANK4. 크린룸에 대

한 전반적인 설계도서 검토 및 장비의 측정, 조정을 통하여 실내 환경

의 쾌적성 유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소음 및 진동 등 공기조화 전

계통의 운전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여 실내 환경을 설계목적에 부합시

키며, 소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켜 설비의 운

전 및 관리에 있어서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함 임.  

            (2) T.A.B 수행 항목  

작업진행순서는 나열된 항목의 순서에 의하며, 다음에 열거된 각 항목 

중 공기분배 시스템, 물분배 시스템 및 소음 및 진동측정에 대한 업무 

수행은 개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가) 시스템 검토  

모든 공기조화 설비에 관련 되는 설계도면, 설계 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 된 자료를 활용하여 T.A.B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

화 설비를 검토하고 미비점을 관련자가 보완토록 함.  

(나) 예비보고서 작성  

설계도면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T.A.B 보고서 

양식에 각 시스템별 계통도 및 각 장비사양 등을 작성하여 T.A.B 

작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준비하 고, 예비보고서는 시스

템 검토 및 현장 점검 시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 다.  

(다) 현장점검  

T.A.B를 실시하기 전에 각 시스템이 시공도면 및 장비제작 사양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시공 상태가 설치 시방서 및 

일반 기계설치 기준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점검 하 다.  

(라) 전원점검  

전력이 공급되는 공기조화 장비에 있어서 모터 등 전기 기기에 공

급되는 전원이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가를 시험하여 전기 기계의 정

격 용량과 시험치를 대조 확인하 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완되

도록 해당 회사에 통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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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공기분배 시스템 시험조정  

상기항의 작업이 완료된 다음 공조용 팬을 가동시킨 후 풍량 및 

정압이 설계도상에 나타난 설계치와 일치되도록 밸런싱을 실시하

다. 본 작업에서는 우선 팬의 풍량 및 정압을 측정하고, 각 메인

에서의 풍량을 측정, 조정하 으며, 마지막에 각 실 디퓨져에서의 

풍량을 측정, 조정하 다.

본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설계 및 시공상의 문제는 그 즉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하여 실내의 상태가 최적 조건이 

유지되도록 하 다.  

               (바) 자동제어계통 점검  

외기 상태의 변화와 실내조건의 변경에 적절히 대응될 수 있는 제

어기능을 갖춘 자동조절시스템인지 파악하고 설계의도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가를 점검하 다.  

               (사) 온.습도 조정  

하절기에는 냉동기가, 동절기에는 보일러가 가동되면 실내에 설치

된 센서에 의하여 실내 온.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점검, 조정하

다.  

               (아) 소음 및 진동측정  

장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장비의 가동

시와 정지 시로 나누어 측정하 다. 측정 장소는 장비가 설치된 

인접위치, 장비와 연결된 덕트가 가장 짧은 실내, 그리고 정숙을 

요하는 위치로 하 다.  

               (자) 종합 보고서 작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T.A.B 측정 기록지에 상기 ①~⑧항의 전 항목 

및 기타 결과 문서사항이 포함하 고, 여기에 공기조화 시스템의 

전 항목을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향후 건물관리시 긴요

한 문헌이 되도록 하 다.  

         나. T.A.B 용역 수행 내역  

            (1) SYSTEM 검토  

               (가) 검토자료  

                  ① 관련도면  

                  ② 시방서  

                  ③ 장비사양 및 CATALOGUE  

                  ④ 부하 계산서  

                  ⑤ 관련 기술 자료(성능곡선, K FACTO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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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기타 필요한 자료  

               (나) 검토내용  

                  ① 검토 자료를 통하여 설계의도 이해  

                  ② T.A.B 관점에서의 잠재적 문제인식  

                  ③ 설계의도에 따른 최대한의 효과적 성능 성취의 T.A.B 기법 개선  

                  ④ SYSTEM 이해를 위한 현장 SURVEY  

                  ⑤ 각종 장비 SPEC 확인     

                  ⑥ T.A.B를 수행하기 위한 DUCT 및 배관계통도 작성  

                  ⑦ 측정 SHEET 준비 및 설계 사양 기입  

            (2) 공기분배 계통  

               (가) A.C.U  

                  ① 급,환기팬 풍량측정, 풍량조정, FAN 정압측정  

                  ② 급,환기팬 MOTOR 소용 동력 측정(KW,V,A)  

                  ③ 급,환기팬 (FAN & MOTOR)의 회전수 측정  

                  ④ 외기, 환기, 급기량 측정 및 DAMPER 조정  

                  ⑤ 가습, FILTER, V-BELT 상태 확인  

                  ⑥ 냉.온수 COIL 상태 및 열량 측정  

                  ⑦ CONTROL SYSTEM 확인, 측정 및 조정  

                  ⑧ 진동 측정  

               (나) 급,배기팬  

                  ① 풍량, 회전수 및 팬 정압 측정  

                  ② 팬 MOTOR 소요 능력측정 (KW,V,A)  

                  ③ 진동측정  

               (다) 풍량조정  

                  ① 각 분기 DUCT에 설치되어 있는 SD, VD, FVD, MVD의 전단 

                     혹은 후단에서 풍량 측정 및 조정  

               (라) 기타 관련장비의 성능 측정  

            (3) 소음측정  

               (가) 각 장비의 주파수별 소음 측정  

               (나) 실내 암소음 및 장비가동 소음 측정  

(다) 적정 소음 기준과 비교 분석 후 문제점 발견시 소음 근원 감정 및 

대책안 수립  

               (라) 소음의 전반적인 측정, 분석, 내용 등을 보고서로 작성  

            (4) 보고서 작성  

               (가) 시설개요 및 기능 기록  

               (나) 설비 현황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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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용역관련 일반사항  

               (라) 측정기기 목록, 측정기기 사용방법  

               (마) 계측장비, SYSTEM 계통도 기록  

               (바) 용역 결과 요약 및 분석  

               (사) 측정 DATA 정비, 분석 및 조정 내용 기록  

(아) 각 부문별 및 장비별 설비현황, 측정현황, 성능계산현황, 결과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후 완료  

         다. T.A.B 용역 수행 절차  

            (1) 예비절차  

               (가) 예비절차는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공기분배 시스템  

                     ㉮ 자료수집  

                        - 팬 성능곡선과 기술 사양서  

                        - 냉각코일과 가열코일의 기술자료  

                        - 팬 모터의 명판 사양  

                        - 기동기의 크기, 위치 및 열 과부하 방지범위  

                        - 벨트 및 구동부 자료  

                        - 제작사가 제공하는 터미널 시험 방법  

                        - 공기조화기에 관한 제작사의 자료와 시험요령  

                        - 공기순환계통의 압력강하  

                        - 자동제어 계통도  

                        - 장비 및 기기의 자료  

㉯ 시스템 도면 작성 - 각 시스템에 대한 흐름도를 작성하여 다

음 사항들을 표시한다.  

                        - 모든 댐퍼, 조정기 및 터미널의 입.출구 표시  

                        - 메인과 서브메인의 크기 및 풍량 표시  

                        - 외기, 환기 및 배기를 포함하여 모든 터미널 입.출구의 

                          크기와 풍량표시  

                        - 설치도중에 설계 변경사항을 표시  

                        - 모든 터미널 번호부여  

                        - 온도감지기의 위치 표시   

                     ㉰ 자료 및 시스템 검토 - 공기분배의 자료 및 시스템을 검토

                        하여 다음 사항을 파악한다.  

                        - 시스템을 밸런싱하는데 수행될 모든 단계  

                        - 필요한 측정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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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한 보고서 양식  

                        - 덕트에서의 측정위치  

                        - 시스템을 정지하거나 시스템의 공기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의 위치와 기능  

                        - 팬 용량과 터미널의 전체 공기량 비교  

                        -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시스템  

                        - 분기와 수직덕트에서 풍량조절 장치의 누락여부  

                        - 필터에 관한 필요사항  

- 작업 진행 계획과 관련된 밸런싱을 위한 시스템 이용 가능 

일자  

                        - 다른 시공자의 작업과 중복 여부  

                        - 시스템 밸런싱의 순서  

                        - 외기 온도와 고도에 따른 보정 필요여부  

㉱ 측정계기 선정 - 필요한 측정계기를 교정하고 측정에서 사용

되는 전 계기의 목록을 작성. 단, 같은 계기가 두 가지 이상 

되면 각각 비교하여 계기 눈금의 편차가 ±15%를 넘지 않도록 

보정.  

            (2) 장비 및 시스템 검토 (공기분배 시스템) 

(가) T.A.B 작업 수행 전에 장비와 시스템을 완전히 설치하여 작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측정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함.  

                  ① 장비검사  

                     ㉮ 팬 검사 및 확인.  

                           ․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상태  

                           ․ 벨트 장력  

                           ․ 휠과 하우징의 간격  

                           ․ 모터 고정상태  

                           ․ 구동체의 키 박음과 고정나사 죄임  

                           ․ 청정도  

                           ․ 방진 시스템의 조정  

                           ․ 정압 제어 장치  

                           ․ 벨트 보호덮개 부착여부  

                           ․ 모터 풀리와 팬풀리의 정렬상태  

                        - 전원계통 확인.  

                        - 팬에 연결된 덕트의 상태 검사.  

                     ㉯ 공기조화기  

                        - 검사 및 확인은 팬의 경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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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기 및 환기 도입부에서 급기팬 출구까지의 공기흐름 상

태 검사.  

                        - 필터의 상태 점검.  

                        - 코일, 필터 및 댐퍼에서의 공기누설을 검사.  

                        - 응축수 제거 장치를 확인.  

                  ② 덕트 시스템 검사 및 확인.

 ㉮ 모든 외기댐퍼, 환기댐퍼 및 배기댐퍼의 작동 상태  

 ㉯ 풍량조절 댐퍼와 방화 댐퍼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져 있는

지 여부  

 ㉰ 점검문의 누설 및 조임 상태  

 ㉱ 터미널의 설치 및 터미널 댐퍼의 완전 개방 여부     

 ㉲ 피토우 튜브의 측정위치  

 ㉳ 천장 구조물의 견고성 여부  

 ㉴ 실내 건축구조가 공기 흐름을 방해하는지 여부  

 ㉵. 터닝베인 및 덕트 연결부의 제작공법 적합 여부  

            (3) 시험 절차  

                ① 공기분배 시스템  

                     ㉮ 일반사항  

- 장비 및 시스템 검토가 되었는지 확인.  

- 공기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칸막이, 문, 창문, 등 건축 구

조물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급기, 배기 및 환기 시스템이 설계사양 대로 작동되는지 확

인.  

- 냉방시를 기준하여 시스템 조건이 공기흐름의 최대상태가 

유지되었는지 확인.  

- 시스템에서 자동제어 기기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  

- 급기 팬, 배기 팬 및 환기팬의 연동관계를 재확인.  

- 팬 풍량과 설계 회전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 급기 시스템  

- 피토튜브, 이송법을 이용하여 메인 및 서브메인의 공기 분배 

상태 확인.  

- 메인 및 서브메인의 풍량조절 댐퍼를 조정하여 개략적인 풍

량을 맞춤.  

- 터미널 기기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의 각 터미널

의 공기흐름을 측정하여 기록. 또 기본조건을 조사하여 터미

널 기기 풍량을 정하며 분기 밸런싱의 순서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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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용량 분기에서 최저 용량 분기까지 측정하여 각 분기

를 다음과 같이 조정.  

․ 분기 연결부에서 가장 먼 터미널에서 시작하여 분기 연

결지점 쪽으로 진행하여 각 터미널의 풍량을 조정.  

․ 특수 측정계기의 사용을 위하여 제작자가 제공한 적절한 

보정계수(K)를 사용.  

- 시스템이 밸런싱 될 때까지 조정을 재 반복 시행.  

- 팬 풍량과 작동 상태를 필요에 따라 재조정.  

- 급기 시스템이 건식 코일 표면에서 시험되었을 때 제습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 풍량을 습식 코일 조건에서 검

사.  

- 급기, 배기 및 환기 시스템이 밸런싱된 후 급기팬의 풍량이 

100% 외기 조건의 시스템으로 설계가 고려되었는지 확인.  

㉰ 배기 시스템 - 일반사항 및 급기 시스템에 준하여 시행.  

㉱ 환기 시스템 - 환기 시스템과 연관된 급기 시스템이 조정되

고 난 후 환기 덕트의 댐퍼가 닫히고 Interlock된 배기 덕트 

댐퍼가 열려서 환기팬의 정압, 풍량을 다시 측정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기 시스템의 절차를 따름. 필요한 경우 

시스템 정압을 증가시키고 송풍기 풍량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기 댐퍼를 100% 개방상태 이하에서 최대 위치로 조정.  

② 소음 - 시설의 구조와 그것이 점유하는 공간에서는 장치가 만족

할 정도를 운전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음시험을 

시행 함. 소음수준의 측정은 선택된 방 또는 지역에 대하여 운

전하지 않을 때의 시스템 전체 소음과 비교하여  운전 시 시스

템의 전체적인 임의 소음도를 설정. 

암소음 이상으로 증가하는 시스템은 A 및 C 스케일에 의하여 

㏈）로 기록하며 소음 측정은 아래의 절차 따라 수행.  

㉮ 소음계측기는 각기 사전에 보정.  

㉯ 조정자는 상관없는 장애요소 또는 외부 소음이 기록되지 않

도록 시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없는 상태로 측정.  

㉰ 시험자는 모든 창문이나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  

㉱ 측정공간 내에는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실내 흡입 조건

에 향을 주는 모든 집기류 등이 설비되도록 함.  

㉲ 시험은 실내에 사람이 없고 외부 소음 레벨이 최대가 아닐 

때 수행.  

㉳ 소음계는 음원과 마이크로폰간의 직선상에 방해물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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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똑바로 서서 측정.  

㉴ 측정 시 계기 제조회사의 권장에 따라서 바닥면 1.5M 정도

에서 측정. (디퓨져 중에서 45˚정도 각도의 선상 바닥 위 

1.5M 정도에서 측정하며 기계실에서는 기계에서 1M 떨어진 

지상 1.5M 위치에서 측정.)  

㉵ 소음 측정은 장비 운전시와 정지시로 구분하여 수행.  

㉶ 진동측정  

            (4) 시험내용  

(가) 각 계통에 유량을 분배하기 전에 기기별 제작회사의 자료와 공기 

조화설비의 T.A.B 기술 수준에 의하여 장비의 성능 시험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험, 측정을 실시.  

                  ① 공기분배 시스템  

                     ㉮ 1단계 : 공조기 운전상태의 점검  

- 공조기 운전상태에서의 모든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시운전

을 실시하여 팬 회전방향이 정상인가를 확인.  

- 자동제어 댐퍼와 풍량조절 댐퍼, 입구 베인, VAV 유니트는 

완전히 개방시키고 또 모터와 팬의 회전수를 측정해 설계

치와 비교하고 모터의 과부하 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터의 운전전류를 측정.   

                     ㉯ 2단계 : 필터 차압 시험  

- 필터는 공조 구역내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여 공기의 

청정도를 높이기 위하여 설치되므로,  

- 신품의 필터 설치 후 운전시간이 경과되면 필터의 오염상

태가 심하게 되어 압력손실이 커져 공조기의 풍량이 감소 

됨. 이와 같이 필터의 오염도에 따라 풍량의 변화가 생겨 

뜻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여 T.A.B를 실시하

슴. 이런 이유로 따라서 공기 여과기의 차압 시험은  

T.A.B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시

행 함.  

㉰ 3단계 : 공조기의 풍량 측정

- 공조기의 풍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주 덕트에 측정구를 설

치. 이 위치의 측정점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  

- 피토우튜브 관통은 엘보우와 같은 방향전환이나 와류가 생

기는 곳으로부터 최소 덕트직경의 7.5배정도 하류측이나 

2.5배 상류측에 설치. 다만, 현장의 여건에 따라 부득한 경

우는 예외로 하 슴.  



- 182 -

- 장방형 덕트는 최소 16개이며 64개 이상의 측정점을 넘지 

않도록 동일 면적내의 중심에서 측정 함. 측정점의 수가 64

개 이하일 때는 관통점의 중심거리는 15㎝를 넘지 않도록 

함.  

㉱ 4단계 : 팬 정압 측정 - 팬의 입구와 출구쪽에 측정구를 뚫어 

팬의 입구 측 에서와 출구 측에서의 정압을 측정.

   {팬정압=정압(출구)-정압(입구)} 또 팬의 입.출구 정압측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측정.  

- 팬 출구 정압은 실제적으로 팬에서 먼 곳으로부터 측정되

고, 덕트의 곡관부나 제한부분 이전에서 측정.  

- 팬 입구 정압은 덕트 제한부의 하류와 플랙시블 이음의 상

류측 인입덕트 내에서 측정.  

                     ㉲ 5단계 : 모터와 팬의 회전수 측정  

- 모터와 팬의 회전수를 정확하게 계측하기 위하여 스트로보

스코프나 타코미터를 사용축이나 벨트에 접근하기 곤란한

곳은 스트로보스코프를 사용하여 회전수를 측정.  

                     ㉳ 6단계 : 모터의 운전 잔류와 전압 측정  

- 모터의 운전전류와 전압 측정은 각 상을 구분하여 측정하

고 전압 측정 시 각 상간에 잠재적 변위량이 측정되도록 

장비의 통전 부분에 가깝게 측정.  

                     ㉴ 7단계 : 모터의 무 부하 전류 측정  

- 개략적인 제동마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모터의 무 부하 전

류를 측정하여 모터의 제동마력을 계산.  

         라. 측정방법  

전반적인 측정방법은 공기조화 냉동공학회 제정 T.A.B 기술수준에 따라 

시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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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T.A.B 팀 구성

  

    

대 표 이 사

  T.A.B 담당 

임원 임원 원 
 설계부 외 지원 및

 협조 부서

 현장대리인  

SYSTEM 및 현장검토
공기, 물, 소음측정 및 

조정

자동제어 검토 및 

온습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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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T.A.B flow chart  

 보  완

 END  

START 

SITE OPEN 

T.A.B

사전 작업 

ACU,FAN 등

T&B 

 평          가 

 소 음  측  정 

 SYSTEM BALAN 

CING

SYSTEM BALAN CING 

 REPORT

COMPENSATION

 인쇄 및 제 출 

부하계산서, 도면 및

설계도서 검토

  NO

OK

  NO

  O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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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Clean Room 성능시험 절차서

         가. 적 용 범 위

(1) 본 절차서는 하나로 동위원소 생산시설 핫셀 BANK4 설치공사용 관

련 장비의 시험 및 검사에 적용 함.

(2) 본 공기청정실 평가는 방사능 검출기 제작 및 조립을 위하여 설계 및 

시공한 공기청정장치의 성능평가를 위한 것으로, 시공완료상태, 작업 

완료상태, 작업상태로 구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작업상태의 결

과를 기준으로 함. 여기서, 시공 완료상태란 클린룸이 완성되어 클린

룸이 정상운전 될 수 있으나 생산설비와 작업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

하며, 작업완료상태란 클린룸이 완성되어 있고 정상운전 할 수 있으며 

작업상태는 완료된 상태이고 작업자가 없는 상태를 말 함.

   또한 작업상태란 클린룸과 조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실내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 청정도에 관한 평가

(1) 청정실 또는 청정구역에 대하여 공기청정도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조

건하에서 공기부유입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평가 함.

(2)청정도 평가 방법

               (가) 정규 평가 방법

이 방법은 청정실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청정실내의 평균 입자농

도에 기초하여 청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모든 청정도 클래스의 평가

에 사용 함.

청정실내의 적당한 수의 측정 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측정 점에서의 

균농도가 어떤 클래스의 상한 농도이하이고, 신뢰계수 95%에서 구

한 각 측정 점의 평균농도 평균의 신뢰 상한선이 상한 농도 이하인 

경우, 청정실은 청정도 클래스에 적합 한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

               (나) 축차 샘플링 평가방법

이 방법은 청정실내의 각 측정 점별로 공기를 연속 샘플링 하여 입

자의 누적개수가 축차 샘플링 평가선도에서 정한 신뢰 계수 95% 

이상의 범위(이하 적합한 역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시점에서 그 

측정 점은 상한 농도를 만족한다고 하고, 전체 측정점이 클래스의 

상한 농도에 적합한 경우, 청정실은 청정도 클래스에 적합 한 것으

로 평가하는 방법. 이 방법은 청정실이 그 청정도 클래스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클래스 1,000보다 더 낮게 유지해

야 하는 청정한 클래스의 평가에 사용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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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시험조건

                  ① 청정실내 유동 형태

                     ㉮ 단일방향류형

                     ㉯ 수직층류형

                     ㉰ 수평층류형

                  ② 청정실 운전상태

                     ㉮ 시공완료상태

                     ㉯ 조업완료상태

                     ㉰ 작업상태

                     ㉱ 유동변수와 환경변수 조건

                        - 공기유속                                           

                        - 공기유량

                        - 실내정압

                        - 환기횟수

                        - 환기량 비율

                        - 공기 유속의 균일도

                        - 평행도 및 유통의 경로

                        - 온도, 습도, 소음도, 등

               (라) 공기부유입자의 계수

                  ① 측정위치 및 측정점수

㉮ 측정 점의 수는 6미만이 되지 않도록 함.

㉯ 측정 높이는 작업 면과 같은 높이로 함.

㉰ 바닥 면에 가로, 세로3M 이내의 동 간격으로 구획하고 그 구

역의 중앙점에서 측정.

㉱ 바닥면적이 커서 원칙적으로 측정할 경우에 측정 점의 수가 

너무 많아지므로, 원칙적으로 정한 3M간격을 적당히 넓혀서 

측정 함.  단, 이 경우는 각각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측정

점의 수는 20 ~ 30을 기준으로 하 슴.

㉲ 측정점이 실내에 설치된 장치와 중복될 경우에 그 측정 점은 

제외시킴.

㉳ 샘플링 할 때 측정기 및 측정자로부터 발진된 입자가 유입되

지 않도록 함.

                  ② 샘플링 공기량 및 측정횟수

㉮ 샘플링 공기량은 표 1-1에 나타낸 최소 샘플링 공기량 이상으

로 하고, 각 측정점에서의 측정횟수는 3회 이상으로 함.

㉯ 샘플시간은 샐플링 공기량을 샘플 유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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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링 공기량이 크면 측정시간의 변동을 감소시키므로 측정

의 정 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샘플링 시간이 비현실적으

로 너무 길어져 체적을 크기를 제한하 슴.

입자의 농도는 샘플링 공기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입자 

크기의 입방 미터당 입자수로 기록.

     Table 26. 청정도 클래스에 따른 측정입자 크기별 최소 샘플링 공기량(단위:㎛/ft³)

               

               (마) 공기 부유입자의 농도 측정방법

                  ① 측정장비

공기부유입자의 농도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공기 부유입자의 크기 

범위에 적당한 것을 선택.

                     ㉮ 광학입자 계수기(OPTICAL PARTICLE COUNTER)

                     ㉯ 응축핵 계수기(CONDENSATION NUCLEUS COUNTER)

                     ㉰ 기타 측정장비

                  ② 측정방법

                     ㉮ 광학입자계수기

- 광학입자계수기는 공기 부유입자의 농도 및 크기 분포에 

관한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교정되고 적절하

게 관리된 입자 계수기만을 공기 부유입자의 농도를 측정

하는데 사용 함.

- 기하학적 형상이나 작동원리가 서로 다른 광학 계수기들은 

동일한 샘플의 입자를 계수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 정기적으로 검정된 동일한 설계의 기기로 

동일한 공기를 샘플하여 측정하더라도 측정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품의 제작자가 명시한 상한선 이상의 

입자농도나 상한선 이상의 입자 크기를 측정해서는 안되

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측정 함.

CLASS
측정입경(㎛)

0.1 0.2 0.3 0.5 5.0
1 35 7.5 3 1 N A
10 350 75 30 10 N A
100 N A 750 300 100 N A
1,000 N A N A N A 1,000 7
10,000 N A N A N A 10,000 70
100,000 N A N A N A 100,000 700

  * NA : NON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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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입자계수기는 알려진 참고 표준규격에 따라 정기적으

로 교정되어야 하고, 교정이 요구되는 변수는 공기의 유량

과 입자의 크기를 포함하되 이것만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

님을 감안 함.

                      ㉯ 응축핵계수기

- 응축핵계수기는 광학입자계수기로는 측정하기 곤란한 0.1㎛ 

이하의 미소입자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 미소입자를  포함한 공기를 증기에 의해 과포화상태로 만

들어서 미소입자를 핵으로 하여 증기를 응축시켜 성장시

킨 후 성장한 미소입자를 광산란식 입자계수기에 의해 측

정하는 방법 임.

- 응축핵계수기는 정기적으로 교정되어진 측정기를 사용 함.

                     ㉰ 기타 측정장비

- 광학입자계수기 및 응축핵계수기가 아닌 다른 입자 계수 

방법이나 장비도 정 도, 신뢰도 및 반복성 등이 광학입자 

계수기 및 응축핵계수기보다 더 좋다는 것이 입증 된 경우

에 한하여 다른 기타 측정기를 사용하 다. 

               (사) 측정값의 분석 및 평가

                  ① 정규평가 방법(통계분석)

                     ㉮ 샘플링 공기량 및 측정횟수

샘플링 공기량은 최소 샘플링 공기량 이상으로 하고, 각 측

정점에서의 측정횟수는 3회 이상으로 함.

                     ㉯ 평균입자 농도

한 측정점에서의 평균입자 농도는 각각의 측정점에서 측정된 

입자수의 합을 그 측정점에서의 측정횟수로 나눈 값을 나타

내도록 함.

                        C = (N₁ + N₂ + N₃ + -------- + Nｎ)/n

                             여기서, C : 평균입자 농도

                                     N : 측정된 입자 수

                                     n : 측정횟수

                     ㉰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은 각 측정점에서의 평균입자 농도의 

합을 측정점의 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내므로, 모든 측정점은 

각 측정점에서의 측정 횟수에 균일하게 증가 됨.

                         M = (C₁ + C₂ + C₃ + -------- + CL)/L

                              여기서, M :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

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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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 평균입자 농도

                                     L : 측정점의 수

                     ㉱ 표준편차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에 대한 표준편차는 각 측정점에서의 

평균입자 농도와 이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간의 차이의 제

곱의 합으로 나눈 값의 제곱근으로 나타냄.

                        SD = 






(C₁− M )²+ (C₂− M )²+−−−−−−− (CL − M )²
L − 1

                             여기서, SD :  표준편차 

                     ㉲ 표준편차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에 대한 표준오차는 표준편차를 측정 

점 총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으로 함.

                        SE = SD / (L)½

                             여기서, SE : 표준오차

                     ㉳ 신뢰 상한선(UCL : UPPER CONFIDENCE LIMIT)

평균입자 농도 평균값의 95% 신뢰 상한선은 적절한 신뢰 상

한선 계수를 표준오차(SE)에 곱한 값을 평균입자 농도의 평

균값에 더한 것으로 함.

                        UCL = M + (SE * UCL계수)

                         Table 27. 95% 신뢰 상한계수

            

측정점수 6 7~9 10~16 17~29 >29
t(F,2α) 2.0 1.9 1.8 1.7 1.65

                     ㉴ 청정도 클래스의 인정 기준

- 부유입자의 농도에 따른 청정도 클래스는 클래스에 해당하

는 입자 크기에 대하여 그 농도를 측정하여 결정 함.

- 각 측정점에서 측정된 평균입자 농도가 각각 인정받아야 

할 청정도 클래스의 상한값 이하로 유지되도록 함.

- 평균입자 농도 평균값의 95% 신뢰 상한선이 청정도 클래스

의 상한값 이하로 유지되도록 함.

               ② 축차 샘플링 평가 방법

                     ㉮ 샘플링 공기량

- 축차 샘플링 방법에서의 샘플링 공기량은 연속해서 공기를 

샘플링 하여, 샘플링 한 누적 공기량과 대상 입자 크기 이

상의 미립자 누적 개수를 나타낸 것이며, 그 좌표점이 적합 

역 또는 부적합 역에 들어간 시점까지의 공기량으로 

함. 축차 샘플링 평가 선도와 누적 샘플링 평가 선도의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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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샘플링 공기량의 눈금은 청정도 클래스 및 대상입자 크

기에 따라 다르므로

                          K = (D/0.3)ⁿ

                             여기서, K : 보정계수

                                     D : 입자크기(mm)

                                     n : 2.1

                          누적 샘플링 공기량을 다음 식으로 구함.

                          V = V₁ * K

                             여기서, V  : 입자크기 D(㎛)인 입자에 대한 샘플링

                                          공기량(㎥)

                             V₁: 입자크기 0.3㎛ 입자에 대한 샘플링 공기량(㎥)

                     ㉯ 입자농도

- 샘플링 공기량을 측정하여 축차 샘플링 평가선도의 적합한 

역 또는 부적합 역에 들어간 시점에서 측정을 종료. 적

합함 역 또는 부적합 역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다시 

재 측정. 재 측정을 포함한 2회의 측정에서도 평가 할 수 

없는 경우는 최소 샘플링 공기량의 3배를 샘플링하여 그 

측정점의 평균입자 농도를 다음 식에 의해 산출 함.

                           SD =






N
3*Qm

                             여기서,  N  : 측정된 입자 수 (개)

                                     Q m : 최소 샘플링 공기량 (㎥)

                     ㉰ 청정도 클래스의 인정 기준

- 각 측정점에서 계속해서 측정하여 축차 샘플링 평가선도의 

적합한 역범위에 들어간 시점에서 청정도 클래스를 만

족하는 것으로 평가 함. 2회의 측정을 시행하여 평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 입자 농도를 구하고, 평균입자 농

도가 만족하는 경우 측정점을 대상

   C ≤0.6 × 상한농도

- 전체 측정점이 대상의 청정도를 만족하는 경우 청정도 클

래스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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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기 유동에 관한 평가

공기조화기에 의하여 청정실에 공급되는청정공기는 HEPA FILTER BOX를 

통하여 균일하게 분배되므로 공기조화기에 대한 풍량과 정압을 측정 및 

조정하여 요구하는 청정도가 유지되도록 함.

         라. 환경조건에 대한 평가

            (1) 온도 측정

               설계기준에 규정된 온도제어정도를 확인 및 조정.

               (가) 측정장비

                  온도제어 정도 이하의 정 도를 갖는 온도계를 사용.

                  (KS 규격 A 0511 온도 측정 방법 통칙)

               (나) 측정방법

                  ① 측정점의 위치 및 수

다 측정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점 1점으

로 하고, 실내에 공조제어용 검출기가 있는 경우는 이점을 측정 

점으로 결정 함. 온도 균일도의 시험 등과 같이 다점측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작업평면을약 3m × 3m 크기의동일면적의 격자로 

분할하고 격자의 중심을 측정 점으로 함.

격자점의 수는 최소 5점 이상, 최대 20점 이하로 하고 측정점의 

높이는 통상의 작업면 높이 또는 바닥으로부터 약 1m로 함.

                  ② 측정시기

측정시기는 청정실의 운전시작 후 설정된 측정점에서 온도가 정

상상태에 도달한 후부터 1시간 이상 측정을 하고 가능한 한 작

업시에 측정을 함.

                  ③ 주의사항

각각의 측정점에서의 측정 간에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하

고, 장치의 작동시의 점진적인 변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간 간격 후에 시험을 만족하 으며, 측정시에 외부의 조건도 

동시에 기록하 다.

            (2) 습도 측정

               설계기준에 규정된 습도제어정도 및 실내 습도 확인 및 조정.

               (가) 측정장비

                  습도제어 정도 이하의 정 도를 갖는 습도계를 사용.

                  (KS 규격 A 0078 습도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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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측정방법

                  ① 측정점의 위치 및 수

                     원칙적으로 온도 측정점과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

                  ② 측정시기

측정시기는 청정실의 운전시작 후 설정된 측정점에서 온도가 

정상상태에 도달한 후부터 1시간 이상 측정을 실시. 

가능한 한 작업 시에 측정.

                  ③ 주의사항

각각의 측정 점에서 측정 간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되도록 함. 

장치의 작동시의 점진적인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

간 간격 후에 시험을 반복하 고 측정시에 외부의 조건도 동시

에 기록 함.

            (3) 소음시험

               설계기준에 규정된 소음정도에 대하여 측정 및 조정.

               ① 측정장비

                  DIGITAL 소음계 : TES - 1350A 소음계

               ② 측정방법

                  ㉮ 측정위치

공기 유입 필터에서 1m 떨어진 위치와 각각의 작업 위치에서의 

소음값을 측정.

㉯ 소음측정은 환기 및 공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외부의 

배경소음이 낮은 무인 상태에서 실시.

㉰ 모든 장치의 작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청정실 내의 배경소음을 

측정.

      5. 청정도 구분 및 관리규정

         가. 목 적

본 규정은 방사성동위원소 의약품 제조의 위생적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청정도구분에 따른 미생물 오염의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

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청정도 관리를 통해 인위적 오염의 원인과 경로

를 파악하여,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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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적용범위

본 규정은 낙하균, 부유균 및 작업대, 기계장비의 표면의 미생물 오염 측

정에 대하여 무균작업장 및 준 무균작업장에 대해 적용하 고, 필요에 따

라 기타 작업장의 경우에도 적용함.

         다. 청정도 구분 및 관리기준

등 급 CLASS 해당작업실 구조조건 환기횟수 관리기준

1A 100 ‐ Clean Booth

‐ Hot Cell

‐ 수평 또는 수직 층류

‐ Clean Bench /Booth  

     (1B구역 내 설치)

‐ HEPA filter 

‐ 온습도 조절

‐ 수직 : 약 

0.3m/sec

‐ 수평 : 약 

0.45m/sec

‐ 600회/hr이상

‐ 최대생균수

  낙하균 : 

1개/hr(Ø9㎝)

  부유균 : 1개/㎥

‐ 무균복장

1B 10,000 1A에서 작업에 

필요한 관리구역

‐ 무균작업 

전용의 갱의실 

및 준비실(pass 

box)

‐ 난류형

‐ pre + Med + 

HEPA filter

‐ 양압

‐ 온습도 조절

‐ 20회/hr 이상 ‐ 최대생균수

  낙하균 : < 

5개/시(Ø9㎝)

부유균 : 20개/㎥

‐ 무균복장

‐ 원료,자재의 

외부소독반입

2 100,000 ‐ 용기세척실 ‐ 비단일 방식 ‐ 10회/hr 이상 ‐ 최대생균수

  낙하균 : <       

   20개/시(Ø9㎝)

부유균 : 200개/㎥

‐ 전용복장

         라. 낙하균 측정법(Settle plate Test)

            청정실의 미생물오염 수준을 가장 간단하게 평가.

            (1) 원리

목적으로 한 청정실의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무균적으로 조제

한 평판배지위에 자연 낙하시켜 측정하는 방법으로 무균적으로 조제한 

한천 평판배지를 일정시간 개방하고 낙하된 미생물을 배양하여 증식된 

균집락 수를 세어 평판 당 단위시간 동안의 균수를 산출하는 방식임.

            (2) 배지조제

(가) 세균용 : 카제인 대두 소화 한천(Soybean Casein Digest Agar, 

SCDA) 배지 만약 청정실내에서 미생물 성장에 향을 줄만한 살

균제 또는 항생제등을 사용했거나 취급했을 경우에 이에 의한 

향을 없애거나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당한 첨가제(예:Polysorbate, 

Lecithin, 또는 β‐lactamase)를 넣음.

(나) 조제 멸균한 배지를 배양접시에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Clean 

Booth안에서 배양접시의 뚜껑을 약간 열어놓아 수분을 제거하여 

배양중에 세균의 확산을 막음.

(다) 수분을 제거한 배지가 들어 있는 배양접시를 세균 및 진균의 온도

에 맞는 Incubator에 일정시간 보관하여 균의 관찰에 적합한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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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함.

            (3) 측정기구

(가) 직경 9㎝ 배양접시

(나) Incubator(30 ~ 35℃)

(다) Incubator(20 ~ 25℃)

(라) Colony Counter

            (4) 측정위치 (별첨2: 낙하균 측정 위치도)

(가) 제품 및 중요한 표면이 노출되거나 직접 접촉하는 위치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위치들보다 집중적으로 측정.

(나) 벽에서 30㎝ 정도 떨어진 것이 좋으며 측정위치의 높이는 바닥에

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바닥으로부터 20 ~ 30

㎝ 높이에서 측정.

(다) 정기적으로 측정결과를 분석하여 측정위치를 조정하고 측정 개소

를 증감.

            (5) 노출시간

배지의 노출시간은 오염의 정도에 따라 달리 노출시킴.

(가) Class 100,000 : 30분 

(나) Class 10,000 : 1시간 

(다) Class 100 : 2시간 

■ 필요에 따라 가감.

            (6) 측정

(가) 배양접시에 측정위치 번호를 기록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

양접시 뚜껑의 속 부분이 바닥으로 향하게 열어 놓음.

(나) 노출위치별로 세균용 배지 및 진균용 배지를 각각 1개씩 놓음.

(다) 측정이 끝나면 뚜껑을 덮어 뒤집어 보관하여 Incubator에 넣음.

            (7) 배양 온도 및 시간

(가) 세균용 : 30 ~ 35℃ 72시간

(나) 진균용 : 20 ~ 25℃ 7일

            (8) 결과 및 판정

(가) 배양종료 후 측정위치 별로 배양접시 당 세균 및 진균의 집락수를 

Colony Counter를 사용하여 집락수를 셈.

(나) 이것을 배양접시의 수로 나누어 평균 균집락수를 구하고 단위 시

간당 균집락수를 산출하여 균수로 함.

(다) 배양하는 동안 매일 균수의 변동을 관찰하고 기록 함.

            (9) 결과의 조치 및 기록유지

(가) 시험결과가 미생물 오염으로 인하여 해당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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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경우 작업장별 미생물 오염 시험주기 및 계통도에 따라 조치

를 취함.

(나) 시험결과 및 조치결과는 작업장 미생물 오염시험기록서에 작성, 

작업장의 낙하균 시험 기록서 파일에 3년간 보관관리 함.(별첨 1 : 

낙하균 측정 기록서)

         마. 부유균 측정법(Airborne Microbial Test)

            청정실의 미생물 오염수준을 정량적으로 평가.

            (1) 원리

청정실 공기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부유균 측정장치 (Air Sampler)를 

사용하여 일정량의 공기를 흡인시켜 배지에 흡착된 미생물을 배양해

서 증식된 균집락수를 세어 공기 단위체적 당 균수로 산출.

            (2) 배지

               낙하균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준비.

            (3) 측정기구

(가) Merck’s Air Sampler MAS 100 

(나) 직경 9㎝ 배양접시

(다) Incubator(30 ~ 35℃)

(라) Incubator(20 ~ 25℃)

(마) Colony Counter

            (4) 측정위치

1실 1개소를 원칙으로 하지만 작업실의 크기, 기계배치, 작업내용, 공

기흐름, 청정도 등급, 등을 고려하여 증감.

(별첨4:부유균 측정 위치)

            (5) Air 포집량

(가) Class 100,000 : 250 liters 

(나) Class 10,000 : 250 liters 

(다) Class 100 : 250 liters 

■ Colony수의 결과에 따라 reading이 편리하게 포집량을 가감하여 

실시.

            (6) 측정

(가) perforated lid를 미리 멸균하여 준비하고 본체에 조립.

(나) MAS‐100 의 yes button을 눌러 power on 시킴.

(다) 포집량을 setting.

(라) dust cover가 붙은 Perforated lid의 뚜껑을 open.

(마) 배양접시에 미리 준비하여 굳힌 배지를 배양접시 지지대위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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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시킴.

(바) sampling head를 적절하게 맞춤.

(사) Dust cover를 제거.

(아) yes button을 눌러 Air Sampler를 작동.

(자) 작동이 끝난 후 sampling head를 열고 배양접시 뚜껑을 덮고 꺼

내어 규정온도에서 배양.

            (7) 배양온도 및 시간

               낙하균 시험방법과 동일하게 실시.

            (8) 결과판정

               (가) ㎥당 CFU를 계산한다.

                  Ex) 샘플량 : 250 liters

                    colony 수 : 55 CFU

                  ■ 55 × 1000 liters/250 liters = 220 CFU

            (9) 결과조치 및 기록유지

(가) 시험결과가 미생물 오염으로 인하여 해당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판

정될 경우 작업장별 미생물 오염 주기 및 계통도에 따라 조치함.

(나) 시험결과 및 조치는 작업장 미생물 오염시험기록서에 작성, 작업

장의 부유균시험 기록서 파일에 철 하여 3년간 보관.

     (별첨3:부유균 측정 기록서)

         바. 표면균 측정법(Surface Microbial Test)

이 측정법은 제조시설의 표면, 내면 및 틈새의 미생물 오염상태를 평가하

는 것으로 부유균 측정법과 더불어 청정실의 미생물오염 수준을 정량적으

로 평가.

            (1) 원리 

청정실내의 제조시설, 용기, 작업대, 작업복장 등의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contact plate법 또는 swab법(면봉, 탈지면 또는 가제사용)으

로 포집한 후 배양하여 증식된 균집락수를 산출.

            (2) 배지

               낙하균 측정법의 배지에 준함.

            (3) 측정기구

               배양접시(직경 9㎝)

               배양접시(직경 55~65㎜(표면적 24~30㎠))

               멸균한 삼각 플라스크

               가제 또는 탈지면

               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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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ubator

            (4) 측정위치(별첨6:표면균측정위치)

작업대 및 기계장치 표면의 오염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위치를 

선택하여 정함.(첨부 3‐1: 표면균 측정 위치)

            (5) 측정

               (가) Contact Plates Method :

평평하고 고른 표면에 적용하여, 무균적으로 제조한 직경 55~65㎜

(표면적 24~30㎠)의 한천 평판배지(Rodac Plate)를 목적표면에 직

접 접촉시켜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포집한 후 배양.

               (나) Swabbing Method :

고르지 못한 기계표면에 대하여 적용하며 contact plates법을 보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슴. 

(다) 멸균한 생리식염수 또는 증류수를 적신 가제 또는 탈지면을 멸균

된 핀셋으로 집어 측정하고자 하는 작업대 및 기계장치의 일정표

면(80㎝ × 80㎝)을 전, 후, 좌, 우로 약 4~5회 닦음. 이때 가제 또

는 탈지면의 문지르는 면을 바꾸어 가면서 닦음.

(라) 작업대 및 기계장치 표면을 문지른 가제 또는 탈지면을 멸균한 삼

각플라스크에 넣음.

               (마) 멸균증류수를 가해 흔들어준 후 침출액으로 시험.

만약 침출액이 너무 혼탁할 경우에는 10배 또는 100배 희석한 후 

시험.

(바) 침출액 1㎖를 미리 멸균하여 준비한 배지와 배양접시에 섞어 배

양.

(사) 또는 미리 굳힌 한천 평판배지 표면에 적당량의 침출액을 도말하

여 배양.

            (6) 배양온도 및 시간

               낙하균 시험법과 동일하게 실시.

            (7) 결과 및 판정

(가) 사용한 평판배지는 낙하균 측정법과 동일하게 배양.관찰.기록한 

후 세균 및 진균의 균집락수를 세어 사용한 배양접시의 수로 나

누고 평균을 구함.

(나) 닦은 작업대 및 기계장치 표면의 단위 면적당 생균수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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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결과조치 및 기록유지

(가) 측정결과 미생물 오염으로 인하여 해당 작업에 부적당하다고 판

단될 경우에는 작업장별 미생물 오염도 주기 및 계통도에 따라 

조치를 취함.

(나) 시험결과 및 조치는 작업장별 미생물 오염시험기록서에 작성하고 

작업자의 표면균시험기록서 파일에 철하여 3년간 보존.

    (별첨5: 표면균측정 기록서)

         사. 측정주기 및 조치 계통도

            (1) 항목별 측정주기

               

                   

청정도 항목 1A(class 100) 1B(class 10,000) 2 (class 100,000)

온도, 습도

환기횟수

부유입자

필터점검

차압점검

부유균

낙하균

표면균

매일

1회/년

1회/월

4회/년

매일

1회/월

1회/월

1회/월

매일

1회/년

4회/년

2회/년

매   일

4회/년

4회/년

4회/년

매일

1회/년

2회/년

1회/년

매일

4회/년

4회/년

4회/년

  

            (2) 조치계통도

(3) 품질관리 미생물 시험담당자는 대상 구역에 대해 미생물 시험항목별

로 주기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작업장 미생물 오염시험기록서에 결

과를 기록하여 품질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함.

(4) 품질관리책임자는 시험결과를 신속하게 제조위생관리책임자에게 통보

하며, 제조위생관리책임자는 결과에 따라 각실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

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조치사항을 작업장 미생물 시험 기록성에 기

재한 후 품질관리책임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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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실 담당자는 미생물 오염시험기록서에 작업내용, 인원 및 특기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해 두어 시험결과에 대한 해석이 용이하도록 하며, 

위 시험주기와는 별도로 작업장 환경에 대한 미생물 오염이 의심될 

때에는 항시 시험의뢰를 함.

시험담당(품질관리부 미생물시험 담당)

기록양식기록

결재 : 품질관리책임자

통보 : 제조위생관리책임자

조치실시자 : 각실 담당자

조치확인자 : 제조위생관리책임자

통보 : 품질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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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낙하균 측정 기록서

시험기간                   ~ 채취방법

판독일자 세균 채취시기

진균 청 정 도

배지 및 배양온도

1) 세균 : Soybean Casein Digest Agar, 35℃, 3일간 배양

2) 진균 : Potato Dextrose Agar, 25℃, 7일간 배양

3) 평가 : Ø9㎝ 배양접시/hr

기준 :

작업실명 위치
배양결과

판정 작업실명 위치
배양결과

판정
세균 진균 세균 진균

* remark :

판    정 확     인 승    인 판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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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1 : 낙하균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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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부유균 측정 기록서

시 험 기 간 채 취 방 법

판 독 일 자

세균

포 집 시 간

class 100
class 10,000
class 100,000진균

작업실명
배   양   결   과

판    정 비    고
총 균 수 세 균 수 진 균 수

Remark :

판    정 확    인 승    인 판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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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1 : 부유균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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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표면균 측정 기록서

시험기간 채취방법

판독일자
세균 채취시기

진균 청 정 도

배지 및 배양온도

작업실명 위    치 기    준
결    과

판    정
세 균 진 균

Remark

판    정 확    인 승    인 판 정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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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3‐1  : 표면균 측정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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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도별 연구 개발 목표

구  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과제평가시 
평가기준

제 1차년도

 ('00.12∼

  '01.5)

ㅇ 설계 지침 작성 및
    기본 설계 완료

< 차폐 셀 >
- hot cell source term 결정
- 설계 지침서 작성
- 안전성 요건의 확정
- 설계 착수 (기본설계)

< clean room >
- 설계 요건 결정 및 
    설계 지침서 작성
- Clean Room 설계 착수

 - 설계 지침서
  (hot cell/clean    
  room)의 적합성
- 설계 착수 여부

제 2차년도

('01.6∼

'02.5)

ㅇ 설계 완료
ㅇ hot cell/clean 
   room 시설의 
   제작/설치 착수
ㅇ GMP 장비 구매
   완료

< 차폐 셀 >
- hot cell 설계 완료
- 안전성 분석 완료
- KINS 인허가
- hot cell 제작 설치

< clean room >
- 설계 완료 
- Clean room 설비 제작

<GMP 장비>
- 각종 GMP장비 설계/선정
  /제작/구매
- 장비 운전 및 보수 manual
  작성

-hot cell 안전성
 확보
-설계 타당성
-GMP장비 선정의   
    타당성

제 3차년도

('02.6∼

'03.3)

ㅇ 차폐셀 설치 및
   성능 시험 완료

ㅇ clean room 설치
ㅇ GMP 장비 설치
   및 성능시험 완료

< 차폐 셀 >
- 차폐셀 부대설비 설치
- 차폐 성능 시험

< clean room >
- 설치 완료 
- 성능 시험

<GMP 장비>
- GMP장비 설치/성능시험
- 시설 운전 및 보수 manual
  작성
- 시설 검증 방안 연구/시험

 최종 목표에서 
 밝힌 hot cell과 
 clean room의 확보 
 여부

 GMP 장비의 성능
 및 KGMP 적합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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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연구 개발 달성도

      1. 1차년도 연구 개발 달성도 (('00.12∼ '01.5)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차폐시설, clean room  및 이들의 복합 시설의 요건 정립하고 이 

요건으로부터 설계 지침서 작성.

(2) 시설의 개념 및 설계 기준 (설계 적용 코드, 적용 법령, 안전성 요건 

등)을 정의하는 설계 기준 요건의 정립 

(3) 기본 설계 수행 완료  

         나. 상기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당 연구 년도의 과제 목표 및 연구 수행 범위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차폐 시설과 clean room의 복합시설을 건설

하기 위한 설계지침의 작성 및 설계 기준을 확립함으로서 설계에 착수

하고 기본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연구의 개시가 1.5개월 정도 늦어 졌으나 설계를 위한 계약 준비 기간

을 단축함으로서 2001년 5월 말 까지 기본 설계를 완성하여 1차년도 

목표를  달성하 다. 

      2. 2차년도 연구 개발 달성도 (('01.6∼ '02.5)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차폐시설 및 clean room의 설계와 시설의 안전성분석을 완료하고, 

시설과 관련하여 인허가 서류를 과기부에 제출하 으며, KINS로부

터 안전성분석보고서에 대한 심사 결과 질의서를 접수하여 이에 대

한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서 계획된 설계 및 인허가 업무를 완료함으

로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 다.

(2) 원격조작기(Master Slave Manipulator) 및 차폐창은 2002년 5월 입

고를 완료하여 계획된 과제기간 내에 hot cell 및 clean room 시설

의 제작, 설치에 착수함으로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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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년도에 GMP 장비로서 steam 멸균기 등을 구매함으로서 

particle counter, 균 배양 측정장치와 함께 필요한 GMP 장비를 모

두 갖추고 시설의 검증을 위한 계획과 절차서를 작성함으로서 연구

개발 목표를 달성하 다.

         나. 상기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당해 년도의 과제 목표 및 연구 수행 범위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

발을 위한 기반시설로서 차폐 시설과 clean room의 복합시설 건설을 위

한 설계를 완료하고, 제작 및 설치를 착수하며, 과학기술부 인허가, 

GMP 장비의 구매와 시설의 검증을 위한 계획 및 절차서 작성을 수행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실제 수행결과는 설계 및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분석보고서의 작성을 완

료하여 기술자문회의 검토를 거쳤으며, 과학기술부 인허가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 의견서를 KINS로 접수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

으로서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 다. 

그리고 납 hot cell은 제작/설치업체를 선정하여  제작하 으며 clean 

room 설비의 제작/설치는 2002년 5월 말 계약을 완료하 다. 

GMP 장비는 steam 멸균기의 구매를 완료하고, 시설의 검증을 위한 계

획과 절차서를 작성함으로서 당해년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2. 3차년도 연구 개발 달성도 (('02.6∼ '03.3)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Hot cell 제작 설치 및 성능시험은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을 위

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납 Hot cell 4기의 제작은 2 차례의 중간 검수

를 거쳐 제작업체의 현장에서의 제작을 완료하고 제작물의 공장에서

의 최종검수 및 γ survey test를 하 다. 12월 중순부터는 동위원소 생

산시설 내 Bank 4에 Hot cell을 설치하는 작업을 착수하여 계획된 공

정 내에 Hot cell 및 부대설비(원격조작기 및 차폐창)의 설치 및 성능

시험(차폐능, 기 성 시험 및 조작시험 등)을 성공적으로 완료하 다.  

성능시험은 성능시험에 필요한 관련 절차서를 제작업체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를 완료한 다음, 제작 설치 후 Hot cell의 안전성 확보와 운

전에 대한 성능 확인을 수행하 다.

(2) Clean room 제작 설치 및 성능시험은 Clean room 시설의 설치 및 성

능시험과 관련하여 Clean room 시설과 간섭되는 기존의 하론, 배관, 

닥트 등 모든 기존 시설의 철거를 완료하 으며, Clean room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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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요한 급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급기설비에 대한 TAB를 

완료하고 Clean room 시설에서 필요한 급기량을 확보하 다. 그리고 

Hot cell의 배기 정제를 위한 필터뱅크의 제작을 완료하고, 성능 시험

을 완료한 후에 설치하 다. 

(3) GMP 장비 제작, 설치 관련하여 GMP 장비인 고압증기 멸균기 (250L, 

25L)는 제작 및 성능시험을 완료하 고 Hot cell과 Clean room 설치 

공사를 완료한 후에 설치하 다. 

(4) 시설의 시운전 및 성능시험을 위한 표준절차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

었다 .

   (가) Hot cell 및 clean room 설계기준 Particle 수 검증

   (나) 시설 가동전에 설계기준 낙하균 수 및 부유균 수 검증 

   (다) Hot cell의 cross contamination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검증

   (라) Hot cell내부 steam 멸균기 멸균 성능 검증

         나. 상기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당해 년도의 과제 목표 및 연구 수행 범위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

발을 위한 기반시설 완공으로서 차폐 시설과 clean room의 복합시설 건

설을 완공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부 인허가, GMP 장비의 구매와 설

치, 표준절차서 작성, 성능 검증 시험 등을 수행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를 위해 설계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 완료 하 고 과학기술부 인 허

가의 수정 사항을 보완하여 심사를 완료하여 변경허가 사항을 완료 하

으며, 현재 사용 전 검사를 수검 중에 있어 금년 8월에 검사가 완료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GMP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Clean Room 시설에 대한 최종 

기술자문을 받았으며 완공 후 기 선정되어 기반시설을 임대 사용할 활

용 업체와도 임대계약을 채결하여 현재 완공된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 다.

비록 기반시설 활용업체로 선정된 (주)삼 유니텍과 시설이용의 안전성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상되는 규제요건과 간섭사항을 심층 검토하는 과

정에서 과제기간이 다소 연기되기는 하 으나,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의 

상품화개발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극

대화 한 본 사업목적의 기본취지를 충분히 살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제 

목표에 부합되는 충분한 성과를 내기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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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관련분야 기여도

본 시설을 이용한 방사성 의약품의 연구 개발 범위를 최종 제품의 제조공정 및 

검증 단계까지 넓힘으로서 연구 개발의 결과를 좀 더 용이하게 실용화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방사성 의약품 개발 연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방사성 의약품 제조 특히 무균제, 주사제의 제조 시 적용되어야 하는 

시설의 기술 기준의 정립과 기준의 타당성을 입증하게 되어, 현재 기술적인 취

약성 때문에 보류되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GMP 완전 적용(시

설 등 hardware 측면에서는 식약청에서 이미 완제품 또는 주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 기술 기준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국내 제조 방사성 의약품의 국제 신뢰

성 증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 의약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민간 기업의 

개발 수요 요구도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할 수 있는 hot cell 및 이와 연

계되어 있는 clean room의 확보를 위하여서는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민간 기업 단독에 의한 시설 확보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시설을 이용하여 

민간 기업이 방사성 의약품을 생산 공급함으로, 민간 기업에 의한 방사성 의약

품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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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활용

      1. 예상 활용 분야

본 시설이 완성된 후에는 임대업체로 선정된 (주)삼 유니텍과 협력하여 다양

한 진단 및 치료 목적의 방사성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연구가 수행 예정이

며, 지금까지 연구소가 조사한 본 시설의 예상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방사성 의약품 개발, 생산 및 이에 관련된 연구 개발 

(1) 1999년도 국내에서 이용한 대표적인 의약품으로서의 방사성 동위원

소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자료 : 방사선 이용통계 (한국방사선동위원소협회, 2000,9)

진단용

의료용 동위원소
미국 현황

(1996/1997))
1999 국내 수요량 (백만원)

Tc-99m 374,000 천불 72 4,565 4.637

F-18 39     39

Ga-67

176,000 천불

44      36     80

In-111      13    13

I-123 33     33

Tl-201 195     521    716

I-131
334     623

I-131

Sr-89/Sm-153 158 158

P-32 59 59
치료용

289

생산 수입 계

48,000 천불

Ho-166

(2) 여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자로에서 생산되는 의료용 방사성동위원

소 중 기업이 흥미가 있는 항목은 Tc-99m 과 Sr-89로서 현실적으로 

이들 동위원소와 관련된 방사성 의약품 제조 기술 개발분야(Tc-99m 

generator, Sr-89 chloride 제조 기술 등)가 민간 기업에 의하여 활발

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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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adio-pharmacy (방사 약품)

미국, 일본의 경우에서 보는 것과 같이 Tc-99m generator로서의 수요는 

거의 일정한데 비하여 용액과 표지된 방사성 주사제의 수요는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본 기반시설

에 생산되는 Tc-99m Generator 개발과 병행하여, 다양한 치료제 및 

Tc-99m cold Kit등의 개발과 보급을 실용화과제를 통해 활용기업과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사이클로트론에 의하여 제조된 Tl-201 등의 사용도 앞

으로도 계속 신장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러한 제조 장비는 매우 고가이

므로 제조 장치의 설치보다는 주사제로서 분배하여 병원에 공급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특히 규모 면에서 서울의 병원을 능가하지 못하는 지방의 

병원일수록 진단용 camera만 구입하고 방사성 의약품은 완비된 주사제

로서 공급받아 진단에 활용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입지적으로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위치한 대전지역에는 근래 새로운 대

형 병원이 설립되고 있으며 주변 전주, 청주, 대구 등 도시의 병원에도이

러한 방사성 의약품의 공급이 가능한 위치에 있어, 이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바, 장기 계획으로 연구소와 민간기업간에 이에 

대한 논의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 신규 방사성 의약품 개발

현재 원자력 연구소는 방사성 의약품 제조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Sr-89, 

Sm-153, P-32 등을 포함하여 전혀 새로운 방사성 동위원소 및 이를 이용

한 방사성 의약품 개발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미 Ho-166 관련 방사성 

의약품을 시험 제조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 의약품의 최종 고객인 병

원에 공급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 의한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임대 선정

업체인 (주) 삼 유니텍을 중심으로 기업과 협력하여  방사성 의약품으

로서의 개발 분야에 본 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특히 Sr-89 Chloride는 Amersham의 Metastron 이라는 독점 Brand 로 

세계시장에 비싼 가격에 공급하여 그동안 국내 및 동남아 시장에 원활하

게 보급되지 못하 지만, 말기 암환자의 통증완화 및 골수 암 치료제로

서 요구되는 잠재수요가 많은 만큼 본 기반시설을 이용한 민간업체와 공

동협력으로 국산화하여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게 되면, 국내는 물론일본, 

중국을 중심으로한 동남아 시장에 원활한 판매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이미 중국등지에서는 본 기반시설에서 Sr-89 Chloride 

방사성 치료제가 개발, 생산되면 공급이 가능할지 여부와 공급받기를 희

망하는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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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Hot cell 과 Clean Room 복합시설을 이용한 GMP 장비의 해외 수출을 

위해 (주)삼 유니텍으로 부터 성능 시험 제조 공정, 시설 및 장비의 

validation에 관한 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에 있으며, IAEA의 저개 

발국에 지원되는 Tc-99m Generator 시설 Upgrade등의 사업에 대한 국

제입찰에도 활용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참여 할 예정이다.

      2. 본 시설1을 활용하여 연구소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가. 신규 공정 개발 및 연구소 보유 기술의 제공

나. 공정 개발, 시제품 제조를 위한 공정 장치의 설계, 제작, 운전 또는 기술

지원

다. 시제품의 제조 

라. 방사성 의약품의 분배, 표지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 개발 

마. 의약품 제조 공정기술의 최적화

바. 제조 공정의 최적 운전 조건 및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전조건 범위

의 설정과 개선.

사. 시제품 관련 요구 specification의 타당성 검토 및 품질관리

아. process 및 작업절차의 validation (planning, 절차서 작성 및 시험)

자. 시설, 장치의 운전 절차서 작성 및 타당성 시험.

차. 본 시설을 운전하기 위한 utilities의 공급 및 제한 조건의 완화

카. 방사선 방호 시설 조건의 정비      

      3. 활용 방법 : 활용 방법으로서는 다음 중 하나 또는 그의 조합으로 될 것임.

가. 수탁 연구

나. 공동 연구

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임대 (이 경우에도 시설에 유틸리티의 공급, 방사

선 방호, 경비 둥 기본 업무는 연구소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임)

라. 위 방법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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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서비스 체제의 구축

가. 위와 같은 분야에 확보되는 장비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서비스 체계를 사업의 수행이 종료되기 전에 구축한다.

(1) 취급 동위원소 및 방사성의약품의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청, 원자력 안

전기술원의 허가 범위로 예상)

(2) utilities의 조건, 시설의 최대 능력조건(차폐, 청정도 및 청정도 유지 조

건) 및 이들의 최대 허용 범위

(3) 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시험 및 개발에 특별히 필요한 장치 및 

장비는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연구 개체에 의하여 부담 함.

 

      5. 활용 활성화 방안

본 시설은 원자력 연구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사성 의약품 개발, 제조 

등의 연구에 공동으로 활용할 것이며, 연구소 밖의 산.학.연 연구 개체에 이

의 활용을 공개한다. 또 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시설의 

사용 대상자(현재 방사성 동위원소 제조 연구, 사용자, 판매자 등)에게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한다. 본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개발 및 제조 기반시설은 1

차로 Tc-99m Generator의 개발, 생산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

현재 기반시설 임대업체인 (주)삼 유니텍에서 Tc-99m Generator의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Fission Molly용액의 희석, 분배, Sorption Column의 Loading 

장치와 조립 포장 기타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Hot cell 내부에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고, 기반시설의 운전 조건과 관리규정에 맞게 생산 시스템을 합

리적으로 구성하고  완료하 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식품의약품 안전

청의 생산 및 제조허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2003년 9월까지 제반조건을 충족하여, 11월경이면 시제품

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c-99m Generator의 국내시장은 약 40억 정도의 규모로 기반시설에서 국산

화 제품이 출시되면 약 30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수요처인 국내의료기

관(약120여개 종합병원)에서도 10억 원 정도의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되어, 

Generator보급의 저변확대로 각종 장기의 암 등에 대한 진단혜택을 받는 환

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많은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산된 Tc-99m Generator는 초기에 약 30%의 국내시장 공급을 시작으로 6개

월 이내에 국내시장의 40%, 1년 정도의 기간 안에 국내 약60%의 시장 판매

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기존 판매업체를 통한 의료기관 수요조사 결과

에서도 충분히 목표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어, 1년이내에 약2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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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Tc-99m Generator에 대한 국내시장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신

뢰성이 확보되고, 국제 수준의 GMP 규격에 입각한 생산 표준화와 품질보증 

체계가 수립되면 중국과 일본시장에 진출할 계획으로 있다.

이미 중국과 일본은 국내에서 Tc-99m Generator가 생산되는 것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국내 공급가격보다 약 10~20%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일본은 국내 가격의 약2.5~3배에 달하는 비싼 가격에 의료

기관에 공급되고 있어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이다.

일본은 국내의 약2.5배 정도의 수요량을 확보하고 있고, 중국은 지역적으로 

매우 다른 특성과 분포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판매기관을 통하여 조사해 본 

결과 중국 자체의 방사성의약품 허가만 취득하면, 많은 수량의 판매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주당 약 300set이상의 Generator판매가 예측되고 

있다. (매출액 기준으로 약90~100억원에 상당함)

2차로 개발 생산할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는 Sr-89 Chloride로써 그동안 

Amersham에서 Metastron 이라는 상품명으로 독립 판매하 으나, 특허권의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본 기반시설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Sr-89의 예상 판매수량은 국내의 경우 년간 약 1000명의 말기 암 환자를 대

상으로 판매가 가능하며, 환자 1인당 4mCi 투여기준으로 mCi당 US$100(약 

120,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5억원의 매출이 가능하다.

Sr-89는 중국에서도 직접 수입의사를 다른 밝혀옴으로서 제시한 년간 4000명 

환자대상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20억원의 수출을 기대할 수 있다.

3차로는 Re-188 Generator를 비롯하여, Ho-166등의 치료용 동위원소의 개발

과 생산을 목표로 하여, 사업성과 개발계획 및 기간을 면 하게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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