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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I.  제 목

       전자기기 보수 및 제작

II. 운 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 연구소에는 하나로 시설을 비롯하여 동위원소생산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조

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 노외실증시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 

핵연료성형가공시설 등의 핵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시설들이 가동되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 과제 등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험시설들이 계속 증설되거나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에는 여러 종류의 계장설비들이 공정제어, 자료처리,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가동되고 있으나 설치된 지 오래되어 운 중 오동작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시설운 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노후시설이나 계장설비들에 대

한 개선이나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각 연구부서의 실험실에는 정 급 

전자장비들이 수백종 이상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고장에 신속히 대

처하여 정확히 보수하고 노후개소의 개선이나 교체를 통하여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

경오염과 인체에 대한 장해를 방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며, 연구 활동이 원

활히 수행되도록 기술 지원하는 데에 본 과제의 목적이 있다.

III. 운 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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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제작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계장설비의 교.보정 및 유지보수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차압스위치 등 12건

2. 전자기기 및 방사선감시장치 보수 제작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Power manipulator 등 장비 8건, 방사선감시기기 정비는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Maff 등 29건 수리, 반도체검출기(HPGe) 진공복구장치  

   구축, 하나로 방사선감시계통 개선(서버컴퓨터 교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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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하나로시설 FTL RMS 설치 중, 고화폐기물시험시설 RMS 설치 중

3. Wire mesh sensor 개발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수위 분석을 위한 측정장치용 센서 개발 중

4. 지역오염감시용 감마선 모니터 장치 개발

   2004년에 제작한 대형 이온챔버(11.8 리터)를 이용한 지역오염감시장치 개발 

5. 반도체 방사선검출용 회로개발

   32채널 일체형 1-line CZT Array Detector 성능평가 

6. 고순도반도체검출기(HPGe) 진공누설진단 및 복구장치 구축

IV. 운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금년에 정비한 연구기기는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Power manipulator 등 8건이며, 

공정계장기기 교.보정은 조사후시험시설에서 차압스위치 등 12건의 계장기기를 교.

보정하 다. 방사선장비 수리는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Maff 등 29건을 수리하

고 설치한 지 오래된 하나로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에 대한 개선(서버컴퓨터교체, 데

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선)을 수행하 다.

 하나로시설의 핵연료시험시설(FTL)과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을 설

치 중에 있으며, 방사선감시장치에 사용하기 위해 2004년에 제작한 11.8 리터의 대

형 이온챔버를 이용하여 지역오염감시장치를 개발하 다.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의 수위 제어 시 버블에 의한 에러를 분석하기 위한 wire 

mesh sensor와 데이터 처리장치를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 완료 후 원전에 적용하면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방사선감시계통에서 입사되는 방사선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거나 상형태로 보기 

위해 금년에는 1-Line 일체형 32채널 CdZnTe어레이검출기 모듈에 대해 성능평가

를 수행하 다.

  고순도반도체검출기(HPGe) 진공누설진단 및 복구장치 구축하 으며, 소내 뿐만 

아니라 소외의 유관기관의 검출기 정비에도 활용이 가능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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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Maintenance and Fabrication of Electronic Equipment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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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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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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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nuclear materials are treated in these plants, safe operation is always 

required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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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data processing, safety manag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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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est and experiment. Most of the equipment and instruments are very 

sensitive, and they could make dangerous hazard due to unexpected malfunction. 

Therefore, they have to be operated in good condition and repaired completely in 

case they are out of order so a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radiation damage.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performed to maintain and repair the nuclear 

electronic equipment and instruments in KAERI. Followings have been carried 

out this year:

1. Calibration and correction of process equipment

   ;total 12 items including one differential pressure switch in PIEF.  

2. Repair of electronic equipment

   ;total 29 equipment including one power manipulator of radioactive waste 

form test facility.  

3. Development of a wire-mesh sensor 

   ;a wire-mesh sensor for the instrument which measure and analy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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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levels with bubbles of steam generators in NPP.

4. Development of a gamma monitoring system

   ;a gamma monitoring system(area monitor) has been designed and fabricated 

using the ion chamber with collecting volume of about 11.8 liters fabricated last 

year.

5. Evaluation of an analog ASIC for semiconductor nuclear radiation detector

   ;a unified 32-channel single-lined ASIC for a semiconductor nuclear radiation 

detector (CZT) developed last year has been evaluated.

6. A vacuum leak test and recovery system for high purity germanium(HPGe) 

detectors has been installed at our laboratory.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Development and its application of a wire-mesh sensor could contribute to the 

safe operation of nuclear power plants and could be used to develop other 

precision sensors for nuclear applications. 

  Development of a gamma monitoring system could be used not only in 

nuclear facilty but also in other radiation application institution such as 

hospitals, universities etc.

  The technology of multi-channel ASIC for nuclear radiation detector could be 

adapted to  development of radiation equipment for image processing, position of 

detection, NDT etc., and also the technique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e the use of radiation technology to industrial applications.

  A vacuum leak test and recovery system for high purity germanium(HPGe) 

detectors has been installed at our laboratory and the system will be used not 

only at Kaeri site but also at other institutes in th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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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재 우리 연구소 내에는 방사선 관련 파이롯 시설인 조사후시험시설, 하나로시

설, 조사재시험시설, 동위원소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

설, RI 폐기물폐기시설 등의 원자력시설들이 운 되고 있고 또 중장기 등의 대형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중대사고실험동 등 새로운 시설들이 건설 운 되고 있다. 건

설된 지 오래된 시설의 경우 시설에 설치 사용되고 있는 계장기기나 전자장비들도 

부품의 노후화 또는 경시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새로운 시설의 경우 건설업체들의 하청에 

의한 감리 불성실 등의 원인으로 시설의 운 이 제대로 운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또한 이들 원자력시설에는 시설에 종사하는 작업자나 출입

자들의 방사선 안전과 오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손발오염감시기, 공기오염감시기, 지

역오염감시기, 배출가스감시기 등의 방사선감시장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장

치가 항상 제 성능을 유지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내 원자력시설의 운  과정에

서 발생되는 계장설비의 고장을 보수하고, 노후설비는 새로운 기기로 교체 또는 대

체하고, 공정제어 기기들과 방사선감시장비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운전상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기술지원하고 있다.  

  2장 1절에서는 소내 원자력시설인 조사후시험시설의 수처리공정(Unit208)의 계장

설비에 대한 교.보정 수행내용을 기술하 으며, 2절에서는 소내 각 연구실이나 실험

실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정비 내역과 소내 원자력시설 및 기타 시설에서 사용

되고 있는 방사선감시장비 및 설비에 대한 정비내역을 기술하 다. 

설치된 지 20년 가까이 되어 시스템이 불안정한 하나로의 방사선감시계통에 대한 

개선(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와 서버컴퓨터를 교체) 내용을 기술하 으며,  또한 

삼중수소연속감시기의 정비내역과 조사재시험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의 데이터 전송

에러를 정비한 내용을 기술하 다. 소내 원자력시설별 방사선감시게통 유지보수 현

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무담당자들과 대책을 협의하 으며, 고화폐기물시험시설

과 하나로 핵연료시험공정인 FTL 방사선감시계통의 설치작업에 대한 내용을 기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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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수위 분석을 위한 측정장치의 센서인 wire 

mesh 검출기 제작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 다. 

  4절에서는 2004년에 제작한 대 용량(11.8 L)의 이온챔버를 이용하여 지역오염감시

장치를 설계 제작한 내용을 기술하 다. 

  5절에서는 방사선검출 회로인 32채널 Analog ASIC Module과 CZT Array용 

Base 기판, 그리고 일체형 1-line 32채널 CZT Array Detector Module (85mm x 

5mm) 등을  개발한 내용을 기술하 다.

  6절에서는 고순도방사선검출기(HPGe)의 진공누설검사 및 진공복구장치에 대한 

구축내용과 사용방법에 대해 기술하 으며, 마지막으로 3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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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계장설비 교⋅보정 및 유지보수

  금년에는 조사후시험시설의 수처리 계통(unit 208)의 계장설비에 대한 교⋅보

정과 유지보수를 수행하 다. 

1. 조사후 시험시설

  조사후시험시설의 수처리 계통의 계장설비는 차압스위치 4개, 온도지시기 4개, 

차압트랜스미터 4개 등 4종 1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각에 대한 교⋅보정 수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기기명 : 차압 스위치

    - TAG NO : LW
+
91, LW

+
96

    - CAL. 사용기기 : FLUKE 741B CALIBRATOR

    - CALIBRATION 결과

       

입   력

[ mmH2O ]
출 력 신 호 비   고

49 LW
+
91, LW

+
96 Lamp ON

  

    - TAG NO : LA
+
90.2, LA

+
95.2

    - CAL. 사용기기 : FLUKE 741B CALIBRATOR

    - CALIBRATION 결과

입   력

[ mmH2O ]
출 력 신 호 비   고

49 LA
+
90.2, LA

+
95.2 LAM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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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기명 :  온도지시기

    - TAG NO : TO
+
90.2, TO

+
95.2

    
    - CAL. 사용기기 : FLUKE 741B CALIBRATOR

    - CALIBRAION 결과
       

입   력

[ ohm ]
출 력 신 호 비   고

119.4 TO
+
90.2, TO

+
95.2 LAMP ON

TANK 온도가 50℃가 

넘으면 PV-6가 열리지 

않음

    - TAG NO : TIW
+
95

    - CAL. 사용기기 : FLUKE 741B CALIBRATOR 

    - CALIBRATION 결과

       

CAL. POINT

[ ℃ ]

입  력

[ ohm ]

출 력 신 호 [ %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15

30

45

60

100.0

105.8

111.6

117.5

123.2

0

25

50

75

100

0

24.0

49.5

74.0

99.0

    - TAG NO : TIW
+
90

    - CAL. 사용기기 :  FLUKE 741B CALIBRATOR

    - CALIBRA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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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POINT

[ ℃ ]

입  력

[ ohm ]

출 력 신 호 [ %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15

30

45

60

100.0

105.8

111.6

117.5

123.2

0

25

50

75

100

0

24.0

49.5

75.5

99.5

  다. 기기명 : 차압 트랜스미터

           
    - TAG NO : LIW

+
90.1

    - CAL. 사용기기 : FLUKE 741B CALIBRATOR

    - CALIBRATION 결과

       

CAL. POINT

[ % ]

입  력

[ mmH2O ]

출 력 신 호 [ mA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25

50

75

100

0

300

600

900

1200

4

8

12

16

20

3.90

8.05

12.50

16.5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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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IW
+
95.1

    - CAL. 사용기기 : FLUKE 741B CALIBRATOR

    - CALIBRATION 결과

CAL. POINT

[ % ]

입  력

[ mmH2O ]

출 력 신 호 [ mA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25

50

75

100

0

300

600

900

1200

4

8

12

16

20

3.95

8.0

12.50

16.25

19.50

    - TAG NO : LIW
+
90.1

    - CAL. 사용기기 : FLUKE 741B CALIBRATOR

    - CALIBRATION 결과

CAL. POINT

[ % ]

입  력

[ mA ]

출 력 신 호 [ %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25

50

75

100

4

8

12

16

20

0

25

50

75

100

0

24.5

50.0

74.5

99.0

       

83%-LIW
+
90.

1

   L A M P 

ON

 

91%-LA
+
90.2

   L A M 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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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IW
+
95.1

    - CAL. 사용기기 : FLUKE 741B CALIBRATOR

    - CALIBRATION 결과

       

CAL. POINT

[ % ]

입  력

[ mA ]

출 력 신 호 [ %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25

50

75

100

4

8

12

16

20

0

25

50

75

100

0

24.5

49.5

74.9

99.5

 

83%-LIW
+
95.

1

 LAMP ON

  

91.4%-LA
+
95.

2

 LAMP ON

   다음 표 1-1은 조사후시험시설 수처리 계통의 교⋅보정 데이터 표를 보이고 

있으며, 결과를 요약해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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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Unit 208의 계장기기 교⋅보정 데이터 

Working Sheet of Gauge Calibration
 기 록 번 호

점검일자
2005년 5월 

23∼24일
점검수행자 김정복 인

점검완료 

확인자
인

점검시간  시부터 시까지 점검확인자  정종은 인 입 회 자 인

N

O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Gauge Working value
Set. 

rotameter
Contact 양호, 불량

1
 L I W 

90.1

기준값
0-1000 

mmWC
6 L/Hr 83 %

양호

측정값 997 83.1 %

2  LA 90.2
기준값 1100 mmWC 6 L/Hr 91 %

양호
측정값 1099 92 %

3
 LIW 

95.1

기준값
0-1000 

mmWC
6 L/Hr 83 %

양호

측정값 996 83 %

4  LA 95.2
기준값 1100 mmWC 6 L/Hr 91 %

양호
측정값 1097 91.4 %

5  LW 96
기준값 50 mmWC 6 L/Hr 50 mm

양호
측정값 49

6  LW 91
기준값 50 mmWC 6 L/Hr 50 mm

양호
측정값 49

7
 TIW 

90.1

기준값 15∼50 ℃ 50 ℃
양호

측정값 106∼119 Ω 119 Ω

8
 TIW 

95.1

기준값 15∼50 ℃ 50 ℃
양호

측정값 106∼119 Ω 119 Ω

9  TO 90.2
기준값 15-50 ℃ 50 ℃

양호
측정값 119 Ω 119 Ω

10  TO 95.2
기준값 15-50 ℃ 50 ℃

양호
측정값 119 Ω 119 Ω

 - 2년 주기로 항목별 측정값을 기준값과 비교하여 정상상태 여부를 판정

 - 판정, 양호( ○ ) : 기준치 유지    불량( X ) : 기준치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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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자기기 및 방사선 감시장비 보수

1. 전자기기 보수

  금년에 각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연구기기나 실험장치에 대한 유지보

수는 예년에 비해 숫자적으로 많이 줄었으며 이는 최근의 실험장치나 기기들은 전

산화되어 있어 하드웨어의 고장 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고장이 발생되는 원인도 있고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생각된다.

  금년에 수행한 전자기기 보수는 모두 8건이며 내역은 표 2-1에 나타내었다,

표 2-1. 전자기기(실험장치) 보수 내역

2. 방사선 감시기기 정비

  가. 소내 원자력시설 방사선장비 정비

  소내의 원자력시설인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

험시설과 새빛연료과학동 등의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감시장비에 대한 보수유지 및 

교보.정을 수행하 으며 그 내역은 표 2-2에 나타내었다. 부록 1에는 “조사후시험시

설 방사선감시설비 운 .점검절차서”를 첨부하 다. 또한 설치된 지 20년 가까이 되

어 시스템이 불안정한 하나로의 방사선감시계통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 으며, 데이

터베이스 소프트웨어와 서버컴퓨터를 교체하여 시스템을 개선하 고 삼중수소연속

감시기를 정비하 다. 조사재시험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의 데이터 전송에러를 정비

하여 시스템을 안정화시켰다. 소내 원자력시설별 방사선감시게통 유지보수 현황과 

시설명 장비명 계

방사성

고화폐기물

처리시설

 - Power Manipulator 1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 Stack PLC analog module 1건

조사후시험시설

- Stack Monitor Pump

- 제어실 PLC analog module 

- Gamma Scanning 소프트웨어

- 제어실 패널스위치 (2건)

5건

화학분석연구부 - 형광분석장치 1건

계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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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파악하여 실무담당자들과 대책을 협의하 으며, 하나로 핵연료시험공정인 

FTL/RX 방사선감시계통의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록 2에는 “소내 시설별 

RMS 현황과 유지보수 방안”, 부록 3에는 “하나로단 방사선안전관리 설비관리 및 

유지에 대한 지침”, 부록 4에는 “고화폐기물시험시설 RMS 장비의 기술사양서”, 부

록 5에는 “하나로시설 RMS Integration System 기술사양서”를 첨부하 다.

 

표 2-2. 방사선감시장치 정비 내역

시설명 장비명 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 Alilog HB3, HH5, HC5

- Stack monitor preamp 교환

- RMS PLC analog module, network

- MAFF HB3-3

- 손발오염감시기

8건

조사후시험시설

- Kr monitor,

 .HC5, HC6

- Alilog:

 , HJ1, HJ2 

- 손발오염감시기

- MAFF : 

 .고압발생기, 데이터통신네트워크, HB1, HB2

- Stack monitor pump (2건), 검출기 

- RMS Cyclic box(2건)

- 제어실 PLC analog module

15건

방사성

고화폐기물

시험시설

- 알파, 베타 감시 장치 수리 1건 1건

하나로시설

- 하드웨어 PCB 회로검토

- Stack monitor board

- RMS 소프트웨어

3건

화학분석연구부 - 알파 서베이메터 수리   1건

기타 시설
- 조사재시험시설

 .RMS 데이터전송 통신망 정비
1건

계 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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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로 방사선감시계통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정비

  표 2-3은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오류들에 대해 수행한 조치내역을 날짜별로 정리

한 내용을 보여준다. 

표 2-3.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오류들에 대한 조치내역

날짜 요구 내용 날짜 조치 내용

2005/01/19

서버(Acquisition 프로그램 

작동)가 분기마다 shutdown

되는  오류 수정 요구

2005/06/20

서버 내의 24시간마다 실행

하는 모듈에서 database의

unconnection 없이 데이터

베이스명을 바뀌는 현상에

서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 

됨. 따라서 connect 연결을 

초기화 후,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고 다시연결 하도록 

했음. 오류 수정 완료함.

2005/01/19

클라이언트(Monitoring 프

로그램 작동)가 트랜드(추이

화면) 검색 시 매우 느린 동

작을 개선 요구

2005/04/19

클라이언트 일부 버그수정

(DB Close 추가)과 서버 컴

퓨터를 upgrade하고, DB에 

Index를 부여하여 검색 속

도를 개선하 음. 개선 요구 

완료함.

2005/01/25

클라이언트의 트랜드 검색

결과를 파일에 저장해달라

는 요구

2005/01/27

클라이언트의 검색결과를 

CSV파일로 저장하도록 클

라이언트에 기능을 추가하

여 완료함.

2005/07/01

서버의 분기별 오류는 수정

되었으나 클라이언트의 분

기별 오류는 수정이 안 되

어 클라이언트가 분기별 

shutdown되는 오류수정 요구

2005/09/30

서버에서 수정작업 했던 내

용을 동일하게 클라이언트

에 적용하여 요구 완료함.

2005/08/01

KINS 감사 지적에 따라 경

보리스트의 저장기능을 요

구

2005/09/30

경보리스트 저장모듈을 작

성/추가 하 음, DB에 경보

리스트 저장을 위한 DB를 

생성하고, 센서 및 경보 종

류 별, 또는 전체 리스트를 

검색가능하며 인쇄가능함. 

요구 완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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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날짜 요구 내용 날짜 조치 내용(계획)

2005/08/01

4월 19일자 작업이후 클라

이언트에서의 설정치 변경 

기능이 실패하여 수정을 요

구

2005/09/30

4월 19일자 작업에서 

ScanHANA1 DB 테이블의 

Password를 구축하지 않아 

재구축하 음. 요구 완료함

2005/08/01

RE023/24 LCU와 연계되어 

IOCA 컴퓨터에서 

NOSCAN 오류가 불규칙적

으로 발생되는 오류 수정 

요구

현재 원인이 정확히 악되지 

못하여 현장에서 몇 가지 

험을 통해 수정되어야 할 

상황임.

2005/09/30

클라이언트의 경보리스트 

화면에서 SetPoint 값 출력

이 오류로 나타남. 이를 수

정 요구

아래와 같이 2가지 버전으

로 프로그램을 완료했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자

의 의견에 따라 적용예정.

1) 기존의 값이 high 

setpoint 만 출력되도록 된 

것으로 파악되어, setpoint 

설정 및 변경 시, 경보 리

스트 출력 시 화면 표시하

도록 함

2) 여러 가지 setpoint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수정한 버전. 

참고) 위 작성 수행 후 추

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

음.

2005/09/30

경보리스트 인쇄물에 

header 부분을 추가해달라

고 요구

수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현장에는 차후적용 예정.

2005/10/10

분기마다 백업이 수행되는 

Access DB에서 key 

서버와 클라이언트 분기 오

류는 수정이 완료되었으며, 

다른 RMT (예, 출입구 

RMT)에도 수정한 클라이

언트 프로그램을 동작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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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다. 삼중수소연속감시기 정비

   하나로 스택으로 나가는 삼중수소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서 시스템 구성은 

violation Error가 발생함. 

이를 수정 요구

면 오류메시지가 나오지 않

을 것임

2005/12/01

기존 자동 Access Backup

루틴을 제거하 으며, 사용

자가  MS-SQL DB를 분기

마다 백업하여 Off-line에서 

Access 파일로 볼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작성한 후 

이를 사용자에게 주지시키

고 교육시킴. (key violation 

문제가 완전히 제거되는지

는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함)

2005/12/02

MS-SQL DB에서 특정 날

짜만의 시평균 데이터를 

Access (mdb) 파일로 백업

요청을 구현함

날짜 요구 내용 날짜 조치 내용

2005/12/01
하나로 3층 3중수소

(tritium) 감시컴퓨터 고장

2005/12/01

현장에서 컴퓨터 점검 카드 

접촉 불량 발견 후 조치 완

료

2005/12/02

주변 컴퓨터 및 계측기 상

태 점검 및 동작시킴. 컴퓨

터 노후화로 인해 추가 동

작불능상태가 예견됨

2005/12/19
하나로 RMS 지하 출입구 

컴퓨터 교체

2005/12/19

하나로 지하 출입구의 

RMS 클라이언트의 하드웨

어를 교체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한 후 동작을 점검하

음.

2005/12/20

하나로 제어실의 RMS 클

라이언트의 하드웨어를 교

체하고, 소프트웨어 설치한 

후 동작을 점검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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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 컴퓨터 ---(Serial 통신)--- 데이터 수집 컴퓨터(옥상, 486,      

Windows3.1, Net view + Counter Card) --- 센서

로 되어 있다. 모니터링 컴퓨터에서 데이터가 전송되지 않아 원인을 파악하여 

정비하 으며 다음은 조치내역을 날짜 순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2-4. 고장발생 및 조치내역

날짜 조치내용 

11.29

-(09:00)감시기의 클라이언트 PC 모니터에서 RCI Stack용 삼중

수소 연속감시기의 통신단락을 발견

-현장의 감시기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이 정지상태 음

-클라이언트 PC 상의 측정자료 확인결과, 11.29(02:00) 이후 측

정 종료됨

-현재까지의 측정자료를 다운받고(Rx Stack용 감시기는 정상 

가동 중 이었음)

-과거의 운 경험을 바탕으로 시스템 재부팅 작업  수행 -> 동

일증상 반복

-(19:00) 측정모듈부분과 컴퓨터시스템 부분에 대한 고장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RCI의 카운터보드와 Rx의 카운터보드를 상호 

교체 시험함 -> 동일증상

-(22:00) HP절차서 방사선작업관리절차서(RSC-03-04) 7.1.3.3 

에 의한 12시간마다의 대체시료분석 실시 -> Bubbling방식

11.30

-(10:00)RCI의 카운터보드와 Rx의 카운터보드를 원위치하여 재

가동 -> Rx는 정상, RCI는 동일증상

-카운터보드는 정상임이 확인되었고, RCI 컴퓨터파트의 Hard 

Format, MS-DOS 운 프로그램 재로딩 등을 수행하여 봄  -> 

동일증상

-(22:00) 12시간 마다의 대체시료분석 실시 -> Bubbling

12.01

-(11:00) RCI Stack이 삼중수소 주 감시대상이므로 우선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Rx Stack의 공기 인입구를 RCI Stack 에 연결 

가동

-Rx Stack에 대한 12시간 마다의 대체시료분석 실시 -> 

Bubbling

-(22:00) 12시간 마다의 대체시료분석 실시 -> Bubbling

12.02
-(14:00) 마더보드 및 각종 부품 점검, 하드포맷, 운  프로그램 

재로딩, CPU 점검 그리고 RAM교체 등을 통하여 정상 가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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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조사재시험시설 RMS 데이터 전송에러 점검 

  조사재시험시설 RMS LOOP 2의 데이터 전송오류를 점검하 으며 점검절차 및 

결과는 표 2-5에 요약해서 나타내었다.

을 확인

-Stack에 있는 연속감시기의 측정값이 HP Room에 있는 Client 

PC에 정상적으로 Display 하고 있음을 확인

단, HP Room에 있는 Client PC에는 모뎀을 통하여 측정값을 

받는 NETLOG와 그 값을 그림화면에 뿌려주는 Overview가 있

는데 Overview 에는 측정값이 표기되지 않음 (측정자료를 처리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으나, 측정값들이 어떤 값인지를 확인하

기가 곤란함)

12.07

-(09:00)감시기의 클라이언트 PC 모니터에서 Rx Stack용 감시

기의   통신단락을 발견함

-현장의 감시기를 확인한 결과, 시스템이 정지상태 음

-클라이언트 PC 상의 측정자료를 확인한 결과, 12.06 17:00 

이후의 측정자료가 표기되지 않았음

-(10:00) 감시기의 카운터보드를 다시 끼우고 감시기를 

재부팅하 음  -> 정상가동 

12.08

-(13:00) Agent인 렘텍의 엔지니어가 방문하여 Client PC 및 현

장감시기 점검

-Client PC의 Overview Display를 위하여 시스템 설정 등을 점

검하 으나 복구 실패  -> 추후 방문예정

12.09

- Rx Stack용 감시기 및 RCI Stack용 감시기의 작동상태는 

정상

- Client PC 상의 NETLOG 프로그램 정상

- Client PC 상의 Overview는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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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RMS LOOP 2의 데이터 전송오류 점검절차 및 결과

증  상 장 소 점 검 방 법 점 검 결 과 점검자 비고

Software 상태점검
H.P Room

Server
Software이상 가능성점검 Software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

서용석, 김종명, 

김성진, 정양홍,

이상석, 홍석붕

LOOP 2 전송선로 

신호이상 

Local Area 

Monitor 1

Area Monitor 1의 RS-232C 출력신호 

파형관찰

±수백V의 교류파형이 관찰되어 RS-232C I/F부분의 

defect라고 판단했으나, 후에 원거리 전송을 위해 본체접

지 (chassis GND)가 신호선과 Floating되어있다는 것이 

밝혀져 신호선 접지로 측정해 보니 정상 신호인 것으로 

판명됨

정양홍, 이상석, 

홍석붕

Area Monitor 1의 

RS232/485 

Converter 모듈의 

CTS LED OFF

Local Area 

Monitor 1

RS-232/ RS485 Convertor 모듈을 교체 

하여 점검함
교체 후 정상동작 정양홍

RS-485통신라인에 

전압강하  발생

Local, 

Loop 2 

RS-485 

Line

통신장애가 발생한 Loop 2에 연결되어 

있는 7대의 RMS를 대상으로 Area 

Monitor 1을 제외하고 2번째부터 

RS-485 전송케이블을 단락(접속해제) 시

켜가면서 점검한 후 다시 거꾸로 7번째

부터 연결시켜 가면서 신호상태 점검

7번째 RMS의 통신모듈상의 pin assignment가  맞질 않

아 전압강하 발행하였음. Pin assignment 수정 후 정상

신호레벨(3V→5V) 회복

정양홍, 이상석, 

홍석붕

VTTMB-485 및 

Loop 2 네트웍 

라인 이상 유무 

테스트 

H.P. Room, 

VTTMB 

-485

VTTMB-485 의 입력되는 Loop1 과 

Loop2의 입력 신호를 맞교환하여 확인함 
맞교환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LOOP 2 전송오류 발생

정양홍, 김정택, 

이상석, 홍석붕
VTTMB-485내에 장착되어 있는 8개의 

RS-485/RS232 Converter모듈 중 1,2,3

번 (IMEF용 Loop 1,2,3)를 5,6.7번 

(RIEF Loop 1,2,3 용)과 맞교환 후 점검

맞교환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LOOP 2 전송오류 발생

Multiport cable이나 

Multiport Card 중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 

큼

Server내 ISA용 

Multiport-8 Card 

이상 유무 점검

H.P. Room

Server

PC Multiport Card 교체 함 PC Multiport Card 교체하여 확인한 결과 송수신 및 

Loop 2 RMS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Display 함.

전송오류 해결

정양홍, 김정택, 

이상석, 홍석붕

Address SW1:

번호12345678

SW 01101011

Interrupt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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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검결과 요약

    방사선관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IMEF용 RMS Server내의 RS-232C 

Multiport-8 Card의 이상으로 Loop 2의 전송오류가 발생되었으며 ‘계장기술실

운 ’과제에서 보유하고 있던 동종의 카드와 교환 후 정상 동작.

  (2) 참고사항

  - 오류가 발생한 Multiport Card의 경우 장시간 사용으로 먼지 및 오물이 매

우 심하게 달라붙어 있었으며 이런 종류의 오염원으로 인한 동작 불량이라

고 판단됨.

  - 기존 Multiport 모델 : 대세시스템엔지니어링 제작, ISA Bus용 DSMP8A 

R3.0                             (c)2000

    교체된 Multiport 모델 : 대세시스템엔지니어링 제작, ISA Bus용 DSMP8A

                             R2.2 (c)1998

  - 대세시스템엔지니어링에서 제작한 ISA Bus용 Multiport는 현재 생산하지 않

    고 있음.

  - 전송상태 정상회복 후 Local의 데이터가 일시 Freezing되었으나 현장 2번째 

RMS의 RS-485출력라인을 연결 해제하 다가 다시 연결하니 정상동작으로 

돌아옴.

  - 그림 2-1은 IMEF/RIEF RMS의 RS-485/RS232 전송경로의 Block Diagram

을 보인다.

그림 2-1.  IMEF/RIEF RMS RS-485/RS232 전송경로 Block Diagram

IMEF Server

RS-232C

MULTI 8Port Card

RIEF Server

RS-232C

MULTI 8Port Card

VTTMB-485

RS485/RS232 1

RS485/RS232 2

RS485/RS232 3

RS485/RS232 4

RS485/RS232 5

RS485/RS232 6

RS485/RS232 7

RS485/RS232 8 RS-485

RIEF 

LOCAL

IMEF

LO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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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사선감시장치 설치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에 대한 구매와 공장인수시험을 수행하

고 하나로 핵연료시험공정인 FTL용 방사선감시계통을 설치하고 있다. 부록 4

에는 “고화폐기물시험시설 RMS 장비의 기술사양서”, 부록 5에는 “하나로시설 

RMS Integration System 기술사양서”를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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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Wire mesh 검출기 설계 제작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수위 제어를 위해서는 정확한 수위측정을 해야 하나 

증기발생기 내에서 기포가 발생되어 수위 측정값에 에러가 많이 포함된다. 이러

한 기포를 고려한 수위 분석 장치용 Wire mesh 검출기를 설계 제작하 다. 

1. Wire Mesh를 이용한 측정 장치 설계 요건

  가. 하드웨어 

 
* wire-mesh와 connector 부분 : 3절 3 참조

구  분 설     계     요     건

분해능
1) 10bit 또는 12bit  
2) 10bit 일 경우: 5V/512=0.0098V -> 약 0.2% 오차로 큰 문제
   는 없음

Wire mesh 수
1) 16*16 Wire Mesh (축방향으로 4~8 개) 설치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으로 가능 여부에 따라

Sampling 시간

1) 기포 통과 시간의 1/4 정도로 sampling
2) 기포 속도 및 sampling 시간
   a) 기포의 속도 : 0.5m/s
   b) 기포 통과 시간 / Wire mesh 간격 : 4ms/2mm, 
8ms/4mm
   c) Sampling 시간 : 최소 1ms 이하 / frame 당

신호 구성
 방식

구   분
현  장  치
Prasser 장치

sampling
한 신호에 대해 16번 sampling하여 신호를 완전히 구성
한 신호의 중간 부분을 sampling함

Frame당 Data 수
(transmitter신호 수) *(sampling 수)*(channel 수)
= 16 * 16 * 16 = 4096
(transmitter신호 수) *(sampling 수)*(channel 수)
= 16 * 1 *16 = 256

필요한 bus 크기
Frame frequency = 1,000Hz 이면 4,096KBite
Frame frequency = 1,000Hz 이면 256KB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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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프트웨어

구   분 설     계      요      건

입력

변수 설정 Frame frequency, wire 수, Wire mesh 형태 등

Frame 
frequency

1000Hz, 2000Hz, 4000Hz, 8000Hz,16000Hz, 32000Hz

=> frame frequency에 따른 다른 변수의 변화는 표 
3-1참조

Wire 수 1 ~ 8 

Wire 
mesh 
형태

16*16, 24*24, 32*32 -> 가능 여부

기준 전압
기포를 흘려보내 줄 때 비교하여 기포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포가 없을 때의 전압 -> 선택가능하도록

출력

(online)

1. 각 교차점의 기포율 => 3절 2 참조

2. 각 frame 당 기포율

3. 시간(측정 시간)

4. 각 교차점에서 측정된 Voltage

출력

(offline)

1. 각 교차점의 기포율 저장(4번이 가능하면 저장 안 해도 됨.)

2. 각 frame 당 기포율 저장

3. 시간(측정 시간)

4. 각 교차점에서 측정된 Voltag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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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Frame frequency에 따른 다른 변수의 변화

       (1) Frame Size

         a. 현 방식

           1) 16*16 wire mesh : 16 * 16 * 16 = 4,096

           2) 24*24 wire mesh : 24 * 16 * 24 = 9,216

      3) 32*32 wire mesh : 32 * 16 * 32 = 16,384

         b. Prasser 방식

           1) 16*16 Wire mesh : 16 * 1 * 16 = 256

           2) 24*24 wire mesh : 24 * 1 *24 = 576

      3) 32*32 wire mesh : 32 * 1 * 32 = 1,024

Frame
Length
(ms)

한 기포에 대한
측정 frame 수

frame 
frequency

(Hz)

total number 
ofsampling data 
- prasser 방식

total number 
ofsampling data 

- 현 방식

sampling 
frequencyper 

channel(Hz/ch)
- prasser 방식

sampling frequencyper 
channel(Hz/ch)

- 현 방식

1 4 1,000 256,000 4,096,000 16,000 256,000 
0.5 8 2,000 512,000 8,192,000 32,000 512,000 
0.25 16 4,000 1,024,000 16,384,000 64,000 1,024,000 
0.125 32 8,000 2,048,000 32,768,000 128,000 2,048,000 
0.0625 64 16,000 4,096,000 65,536,000 256,000 4,096,000 
0.03125 128 32,000 8,192,000 131,072,000 512,000 8,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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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포율 Monitoring 방식 

  그림 3-1은 16 x 16 wire-mesh sensor의 구성도를 나타내며 그림 3-2는 측정시
점

에서 wire 교차점의 전도도의 차이에 따라 기포가 분포하고 있는 상태를 표시한 것

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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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Wire – mesh 구성도

　 　 　 　 　 　 　 　 　 　 　 　 　 　 　

　 　 　 　 　 　 　 　 　 　 　 　 　 　 　

　 　 　 　 　 　 　 　 　 　 　 　 　 　 　

　 　 　 　 　 　 　 　 　 　 　 　 　 　 　

　 　 　 　 　 　 　 　 　 　 　 　 　 　 　

　 　 　 　 　 　 　 　 　 　 　 　 　 　 　

　 　 　 　 　 　 　 　 　 　 　 　 　 　 　

　 　 　 　 　 　 　 　 　 　 　 　 　 　 　

　 　 　 　 　 　 　 　 　 　 　 　 　 　 　

　 　 　 　 　 　 　 　 　 　 　 　 　 　 　

　 　 　 　 　 　 　 　 　 　 　 　 　 　 　

　 　 　 　 　 　 　 　 　 　 　 　 　 　 　

　 　 　 　 　 　 　 　 　 　 　 　 　 　 　

　 　 　 　 　 　 　 　 　 　 　 　 　 　 　

　 　 　 　 　 　 　 　 　 　 　 　 　 　 　

　 　 　 　 　 　 　 　 　 　 　 　 　 　 　

그림 3-2. Wire 교차점의 기포 분포상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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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각 역별 기포율 표시

  가. 기포율의 표현

  그림 3-3은 기포율에 따라 표시되는 각 역에 대한 그림이며 색의 유무 또는 임

의 계조 단계를 사용자의 선택에 의해 사용할 수 있도록 나타낸 화면이다.

  나. 전극(Electrode)간의 간격

  16 X 16 wire mesh일 경우 Test Section의 직경이 100mm일 때 전극의 간격은 
6 

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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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re-mesh sensor개략도

  그림 3-4는 Wire-mesh sensor의 입력과 출력의 각 Connector에 대한 연결도

이다. Wire-mesh sensor의 입력은 PC에 장착되어 있는 NI DAQ PCI6259 

Board와 연결된 68pin 케이블을 통해 +5V의 전압으로 공급되며 출력은 본 과제

에서 제작한 Wire mesh sensor interface module을 거쳐 NI DAQ PCI6259 

Board로 연결된다.

그림 3-4. Block diagram of Wire-Mesh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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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는 Wire mesh sensor의 측면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6은 플랜지의 

도면이다.

connector

100mm

플랜지

플랜지

Wire

그림 3-5. Wire-mesh sensor측면

11.5

10

40

100
180

T 10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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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플랜지
4. NI PCI 6259 Board

  가.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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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inout

그림 3-7. NI PCI 6259 Board의 Pi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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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Wire-mesh Connector의 연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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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ire mesh sensor Interface
  Wire mesh sensor Interface는 여기전압발생기(Excitation Voltage Generator), 

펄스생성기(Pulse Generator), 증폭기와 샘플&홀드(Amplifier and S&H), DAQ 

Board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펄스생성기는 Wire mesh sensor의 입력신호인 excitation pulse를 생성하기 위

하여 NI 6259 보드로부터 16개의 채널제어신호와 스위치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여

기전압발생기에서 만들어진 +5V의 전압을 스위칭동작을 통하여 Wire mesh의 

각 채널에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증폭기와 샘플&홀드는 기포의 크기 및 속도에 따라 변화된 Wire mesh sensor

의 전압출력을 ADC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호를 증폭하고 샘플&홀드 신

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3-9는  제작된 Wire mesh sensor  Interface Module이며 그림 3-10은

Wire mesh sensor  Interface의 구성이다.

                

그림 3-9. 
제작된 Wire 
mesh sensor 
Interface 

그림 3-10. Wire mesh sensor  Interface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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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포율 계산 방법

  가. Threshold를 설정하여 기포율 계산

    a. 기포를 흘려주지 않은 순수한 물만 있을 때의data 중 4번째부터 11번째  

       까지 data 를 평균하여 Wire mesh 교차점 중 한 점의 voltage 구함.

    b. 기포를 흘려주었을 때의 data 를 a 와 같은 방법으로 구함.

    c. a에서 구한 값에 threshold 를 취한 값이 b에서 구한 값보다 크면 기포

       (1), 작으면 물(0)으로 간주하여 각 포인트당 구함.

    d. c에서 구한 값들을 평균함.

  나. data를 비교하여 기포율 계산

    a. 기포를 흘려주지 않은 순수한 물만 있을 때의 data 중 4번째부터 11번째

       까지 data 를 평균하여 Wire mesh 교차점중 한 점의 voltage 구함.

    b. 기포를 흘려주었을 때의 data 를 a 와 같은 방법으로 구함.

    c. b에서 구한 값을 a 에서 구한 값으로 나눠줌.

    d. c 에서 구한 값을 평균하여 기포율 계산

  다. Threshold를 주어 기포율을 계산하는 방법은 threshold를 정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어, 2번과 같은 방법에 의해 기포율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임.

Cf) sampling한 data 구성 방식

ㅇ. sampling한 data는 엑셀 형식으로 저장이 됨.

ㅇ. 한 프레임에 256(row) * 16(column) 로 저장됨.

ㅇ. column의 수는 채널 수임.

ㅇ. row의 수 256은 한 포인트당 16개씩 sampling하여 16포인트를 나타냄

ㅇ. 한 프렘임이 끝나면 row 한 줄은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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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감마선 모니터 장치 개발 

1. 개요

  2004년에 방사선 감시장치용으로 개발한 이온챔버를 검출기로 사용하여 감마

선 모니터 장치를 개발하 다. 이 장치는 감마선이 이온챔버에 입사되어 출력되

는 극미세(≤0.1pA) 전류를 측정하여 지속적으로 방사선의 양을 측정 감시하는 

장치이다. 

2. 시스템 구성

  본 장치의 구성은 검출기로부터 입력되는 미세전류를 전압으로 변환해주는 전

치증폭기, 0∼1000V까지 변환이 가능한 고전압 전원장치와 아나로그-디지털변환

기가 내장되어 있으며 Ethernet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측정된 데이터를 원거리에

서도 감시할 수 있다. 그림 4-1은 본 장치의 구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4-1.  Block Diagram 

Ethernet
Communication

Module

LCD Diplay Module

High Voltage Module

Current  to Voltage
Conversion Module

Micro Processor Unit

Function Switch (AZ)
and Satus LED

(Normal, Warning,
Alarm)

DC Power Supply Module

r-ray

cur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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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1은 2004년에 개발한 이온챔버에 설치된 감시 장치가 방사선원을 모

니터링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감시 장치는 이온챔버와 일체형으로 구

성되어 현장 작업자가 방사선 현장에서 방사선량의 세기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Network을 통해 원격으로도 감시가 가능하다. 사진 4-2는 감

마선 모니터의 전면부를 보이고 있다.

  

사진 4-1. 감마선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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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선 모니터 장치 사양

  가. 입력

    - 입력 전류 : ±0.1 pA ~ ±1 nA

  나. 출력

    - Analog Output : 0V ~ ±10V

    - LCD Display : 20×4 Character LCD에 전류 값, ADC 변환 값 출력

    - Ethernet 통신 : Ethernet 통신으로 PC에서 전류 값, ADC 변환 값 출력

    - Control Voltage : ref voltage(+10Vdc, 10 ㏀ Dial Potentiometer adjust)

    - Output Power : 5W 

표 4-1. Digital 출력 특성

사진 4-2. 감마선 모니터 전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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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Digital Reading Temperature 

CoefficientResolution Error Linearity

(±0.1 pA ~ 

±1nA)
24 Bit

- Bipolar Zero Error

  Typ.±1LSB(Max±3LSB)

- Positive, Negative FS Error

  Typ.±1LSB(Max±3LSB)

-Integral Non-Linearity(INL)

 Tmin to Max

 Typ.±1LSB(Max±1.5LSB)

< 0.01pA / 

℃

Range Input Current
Analog Voltage Output

Output Voltage RMS Noise

(±100 pA ~ 

±10fA)

±0.1 pA  ± 1 mV

<1mV(Max)
±1 pA ± 10 mV
±10 pA ± 100 mV
±100 fA ± 1 V

±1nA ± 1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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Ω

Ω

μ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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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8채널 Analog ASIC설계를 위한 Flow Diagram

Random noise

generation

using MATLAB

Convert this into 
SPICE input file 

through C 
programming

Thermal and 1/f
noise generators

in the time-
domain

Transient circuit 

simulation in Hspice 

with and without noise

Design of a Low-noise 
readout IC

Modeling of  time-
domain noise 

source

Noise power spectral density, S(f)

Noise bandwidth, fB
Noise power, σ2

Normalized random 
number N(0,1)

Pulse amplitude of 
noise source in the 
time-domain, μ= 
σ·N(0,1)

Piece-wise linear 
(PWL) source

.subcktHspice noise 
input file

Simultaneous simulation 
with and without noise 
source

Noise calculation

Comparison with the frequency-
domain calculation results 

그림 5-3. 시간 역에서 Hspice에 의래 생성된  4 가지 
잡음원: (a) 검출기의 shot 잡음, (b) 피드백 MOSFET의 

전류잡음, (c) 입력 MOSFET의 열잡음, (d) 입력 MOSFET의 1/f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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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Hspice 과도잡음 시뮬레이션결과: (a) Preamp 출력, 
(b) Gain stage 출력, (c) Comparator 출력, (d) Gain stage의 

잡음 전압 (실선:유잡음원 점선:무잡음원)

우와 없는 경우를 나타낸다. V02에서의 모의 RMS 잡음 전압의 크기는 15.5 mV

이다. 또한 주파수 역 잡음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그림 5-5와 같이 나타났으며 

V02

에서의 종합 RMS 잡음전압은 18.4mV로 나타났다.

3. 칩 Layout과 측정 결과

  AMI 1.5um 공정을 이용하여 8 채널의 readout ASIC을 설계하 으며 그 die 

면적은 4 mm x 4 mm 이다 (그림 5-6). 전치증폭기에서 측정된 open-loop gain

은 70 dB 정도이며 gain-bandwidth는 150 MHz 이다 (그림 5-7). 전치증폭기의 

입력 PMOS 트랜지스터의 1/f 잡음을 측정한 결과 잡음 상수 KF는 3.36 x 

10
-26
V
2
F이다 (그림 5-8). 

  Readout 칩의 한 채널의 동작과 전단증폭기 출력단의 잡음을 측정하 는데, 

Test pulse는 실제로는 Voltage-divider로 나눠서 그 크기의 1/100의 크기의 

pulse가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입력 charge 값은 200fC으로서 0.05pF의 피

드백 커패시터를 거치면 전단증폭기 출력단에서는 4V output이 나와야 되지만 

실제로는 0.5V 남짓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피드백 커패시터에 병

렬연결 되어 있는 저항들에 의한 고속방전 때문에 full peak 값에 도달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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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개발된 8채널 readout ASIC의 layout

      그림 5-7. 전치증폭기의 Open-loop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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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기출력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갖고 나

오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Readout ASIC의 단일 채널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그림 5-9에 보인 바와 같이 

입력 펄스에 대응하는 최종 비교기 출력 펄스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5-8. 단일 채널에 대한 Readout ASIC의 테스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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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입력 트랜지스터의 측정된 1/f 잡음 특성.

4.  ASIC의 제작 및 실험

  설계된 8채널 Analog ASIC은 Foundry 서비스회사인 미국 MOSIS사에 의뢰하

여 제작하여 그림 5-10에 보인 바와 같이 Bare chip, DIP40, LCC52 등으로 패키

징을 하 으며 그림 5-11의 테스트 박스에서 성능 시험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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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Bare chip, DIP40, LCC52 
등으로 제작된 ASIC

그림 5-11. 테스트 박스

5. 8채널 Analog ASIC의 Pinout

  제작된 CZT 검출기용 8채널 Analog ASIC의 Pinout은 그림 5-12와 같이 할당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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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CZT 검출기용 8채널 Analog 
ASIC의 Pi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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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ZT 검출기의 주문제작

  본 연구를 위하여 FWHM 6%이하의 4ch CZT검출기 10set를 eV Product사

(美)에 주문 제작하 으며(그림 5-13. 그림 5-14.) 122keV에서 픽셀당 각각의 

FWHM은 표 5-1과 같다.

그림 5-13. 주문 
제작된 4채널 
CZT검출기

              
그림 5-14. 주문 제작된 
CZT검출기의 크기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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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KAERI CZT detector performance (FWHM at 

122keV per pixel)

K26-621811 1 6.82
5.48
5.42

5.27

3 5.94

5.78

6.94
5.95

5 4.56 Passed Spec

4.6

4.47

4.67

9 4.42

8.53
4.2
4.3

M3-621949 2 6.1
5.23
6.35
4.02

4 5.43

6.27
5.07
4.99

6 4.89

6.37
5.08
4.26

8 5.48 Passed Spec

5.98

5.38

4.41

9 6.11
5.97
4.86

5.85

10 4.85

6.34
5.14
4.42

621966-K36 5 6.28
6.11
6.37
4.53

7 5.94

7.02
6.25
5.51

Average 5.50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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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ZT 어레이검출기용 16채널 Analog ASIC의 주문제작

 가. 사양 및 핀구성

  CZT용 32채널 Analog ASIC Module을 제작하기 위하여 eV Product(미)사에 

16채널 ASIC을 주문하 으며 사양은 다음과 같다. 그림 6-15는 주문 제작된 16

채널 ASIC의 QFP package이며 그림 5-16은 64pin에 대한 Layout을 나타낸다. 

표 5-2에는 16채널 ASIC의 각 Pin에 할당된 신호를 나타내었다.

•IC Package: 64-Pin QFP 13.2mm x 13.2mm

•Die Size : 5.166mm x 3.746mm

•Number of Channels: 16

•Power Requirements: +3.0V / GND

•Power Dissipated: 22mW/ch.

•Channel Gain: 30, 50, 100, 200 mV/fC

•Peaking Time: 0.6, 1.2, 2.4, 4.0 μs

•ENC (0.6μs, 200mV/fC, 1nA): 75e- + 15e-/pF

•Optimum detector capacitance: Up to 3pF

•Output Drive Capability: 1Kohm || 200pF

•Maximum Count Rate: 500Kcps

•Cross Talk (adjacent channels) < 0.5%

그림 5-15. 주문 제작된 16채널 
ASIC 

 

그림 5-16. 64pin에 대한 Layout

  



- 50 -

 

표 5-2. Pinout 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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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계속)

표 5-3은 테스트펄스입력으로 특정 채널을 시험하기 위하여 enable이 필요한 5

개의 테스트입력신호의 설정값을 나타낸다. 이것은 동시에 1 채널 밖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SE(pin 48)를 0으로 설정하면 모든 테스트입력이 

disable된다. 1은 +3.0V와 같다.

표 5-3. 테스트펄스 입력신호의 설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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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신호의 피크시간은 T1(pin 8)과 T2(pin 9)에 따라 결정되며 표 5-4에 나타

낸 것과 같이 선택할 수 있다. 1은 +3.0V와 같다.

표 5-4. 출력신호의 피크시간 설정

각 채널의 이득은 G1(pin 43)과 G2(pin 42)에 따라 결정되며 표 5-5에서 선택할 

수 있다. 1은 +3.0V이다.

표 5-5. 각 채널의 이득 설정

 나. 테스트회로의 구성

  CZT 검출기에 시험하기 위한 회로는 그림 5-17과 같이 구성되는데 이 회로에

서는 4채널의 ASIC을 사용한 예를 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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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테스트회로의 구성

 다. Base 기판의 제작과 CZT 어레이의 장착

  32채널 CZT 어레이검출기의 입력을 받기 위해서 그림 6-18과 같은 Baserlvks

을 제작하 으며 그림 5-19는 이 기판에 4채널 CZT 어레이 검출기 8개를 1-line

으로 장착한 모습이다. 

그림 5-18. CZT 어레이용 Base기판
   

그림 5-19. 32채널(4ch x 8) CZT의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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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2채널 Analog ASIC Module의 시험 제작

  개발된 8채널 ASIC과 주문 제작된 16채널 ASIC으로 각각 32채널 CZT 어레

이 검출기용 Analog ASIC Module을 제작하 다. 그림 5-20은 8채널 ASIC으로 

시험 제작한 32채널 Analog ASIC Module이며 그림 5-21과 그림 5-22는 각각 

16채널 ASIC으로 시험 제작한 32채널 Analog ASIC Module의 레이아웃과 4층 

기판이다.

그림 5-20. 8채널 ASIC으로 시험 
제작한 32채널 Analog ASIC Module

그림 5-21. 16채널 ASIC으로 

시험제작한 32채널 Analog 

ASIC Module의 Layout

      그림 5-22. 16채널 ASIC으로 
제작한 32채널 Analog ASIC 

Module의 4층 기판

 마. Pin out

  32채널 Analog ASIC Module의 Pin out은 표 5-6과 같다.

 바. 시험결과

  32채널 Analog ASIC Module의 1 채널에 대한 시험을 한 결과 그림 6-23에서 

보인 바와 같이 주파수 64.62KHz, pk-pk 106mV, 폭 2μs의 펄스를 입력하여

(ch1) pk-pk 2.84V의 bi-polar 펄스를 출력하 다. 본 32채널 ASIC Module의 

주파수 특성은 그림 5-24에 보인 바와 같이 약 1MHz 이상에서 양호하게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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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6. 32채널 Analog ASIC Module의 Pin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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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32채널 ASIC Module의 1 채널 입출력 시험결과

그림 5-24. 32채널 Analog ASIC Module의 주파수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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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2채널 일체형 1-line CZT Array Detector Module

  32채널 Analog ASIC Module에 4채널 CZT어레이검출기 8개를 장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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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mm(L) x 5mm(W)검출기 Module을 직접 결합방식으로 연결하여 32채널 일체

형 1-line CZT Array Detector Module을 제작하 다(그림 5-25).

그림 5-25. 32채널 일체형 1-line CZT Array Detector 

Module

8. 연구수행결과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최초로 방사선검출기용 아날로그 주문형반도체(ASIC) 

개발하 으며 방사선 검출기용 다채널 Readout ASIC칩 설계 기술 확보하 다. 

연구 방법으로 HSPICE를 이용한 설계데이터 축적과 모의시험을 하 고 이를 바

탕으로 MOSIS(al)사에 Foundry Service를 의뢰하여 AMS 1.5um 공정의 ASIC 

설계공정 Know-how 축적하 다. 연구결과물로 32채널 Analog ASIC Module과 

CZT Array용 Base 기판, 그리고 일체형 1-line 32채널 CZT Array Detector 

Module (85mm x 5mm) 등이 개발 또는 제작되었다. 또한 Preamp, 

Discriminator를 포함하는 다채널 CMOS IC를 개발함으로써  Digital 

Radiography을 위한 요소 시스템 개발능력을 확보하 다.

9.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결과는 Non-Destructive Evaluation(NDE)와 Inspection(NDI) 분야

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 첨단 의료기기 분야에서 요구하는 2D Digital 

Radiography System에 적용이 가능하며 On-line X-ray or Gamma ray Image

의 신호처리에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확보된 ASIC 설계 및 제작기술은 픽셀 어레이 검출기용 다채널 

readout 칩 설계기술개발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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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HPGe 검출기 진공누설진단 및 복구장치

1. 개요

  소내에서 방사선량 측정 및 핵종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HPGe검출기의 진공누

설을 진단하고 복구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하여 앞으로 HPGe검출기의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6-1은 새로 설치한 HPGe 

검출기 진공복구장치의 사진이다.

  

그림 6-1. HPGe 검출기 진공복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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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출기 진공 복구 절차

  가. 준비물

    1) Pumpout Adapters 

      (1) Model VVO-2 : Vacuum valve operator

                          (D)

      (2) Model VVO-1 : Non PopTop cryostat vacuum port adapter

       

      (3) Model PTPA(A) and Model PTVSO(C) : PopTop capsule pumpout 

port

              

           (A)                          (C)

    2) Heating elements and controller

      (1) 496-1 : Heater controller

        

      (2) HT-1 : Heater tape

      

      (3) 810431 : Thermocouple probe

      (4) 596A : Heater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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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작업 절차 

1) Pump의 준비 : Pump는 반드시 통행량이 많지 않고 평평한 곳에 위치시킨다.  

펌프에 연결된 모든 bellows는 반드시 사용 전 질소가스를 흘려 공기와의 접

촉을 줄인다.  검출기와 cryostat은 bellows로부터 가능한 가까운 곳에 위치시

켜 pump의 각 연결부위가 가능한 적은 힘을 받도록 한다.  VVO-1은 pump 

port에 연결시킨다.

2) 검출기의 종류를 확인하고 적합한 adapter를 고른다.

  (1) PopTop style detector (PTPA&PTVSO)-detector와 cryostat 분리 가능

  (2) Non PopTop style detector (VVO-1)-detector와 cryostat 분리 불가능

  (3) 이후 과정은 PopTop style의 검출기를 기준으로 한다.  PopTop이 아닌 경

우는 아래의 과정 중 cryostat의 분리 부분이 불필요하며 PTPA 대신 VVO-1

을 사용한다.

3) 검출기의 하단에 위치한 Preamplfier/High Voltage를 

검출기로부터 분리한다. (Poptop style의 검출기의 경우 

Cryostat 또한 검출기로부터 분리한다.  이 때 검출기와 

cryostat 사이의 sieve가 cryostat으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주의!  - Preamplfier 및 High Voltage와 검출기 사이의 연결 핀은 가능한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 핀들이 부주의하게 다루어질 경우 진공 균

열을 일으킬 수 있다.(국내복구 불가)

4) 메탄올을 이용하여 PTPA(B)하단의 O-ring 및 pump out port 주위를 깨끗이 

세척한다.

5) Vacuum Grease를 O-ring에 골고루 바른다.(너무 많은 양을 바르지 않는다.)

6) PTVSO(C)를 먼저 검출기의 pump port(B)에 연결하고 PTPA(A)를 연결한다.

7) 검출기 Crystal에 열을 가하기 위한 Heating tape을 그림과 같이 감는다. 

Heating tape를 감을 때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세게 감진 않는다.

8) VVO-2의 손잡이를 이용하여 PTVSO와 VVO-2가 착되도록 한다.  시계방

향으로 충분히 회전 시킨 후 반시계 방향으로 한바뀌 회전 시킨다.  그리고 

(S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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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O-2의 앞부분을 돌려 착시킨다.(그림의 A 부분)

9) 모든 연결 상태가 적합한지 확인한 후 Pump를 동작시킨다.  연결상태가 정상

이라면 Turbo pump의 RPM이 조금씩 상승하다가 일정 회전수가 유지

(60RPM)되며 Vacuum Gauge의 진공도가 점점 떨어진다.

10) 모든 연결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한 후 VVO-2의 손잡이를 천천히 잡아당겨서 

검출기와 연결된 vacuum port가 열리도록 한다.  이 때 turbo pump의 회전

수가 떨어지면서 vacuum gauge의 진공도도 떨어진다.  그러나 잠시 후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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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좋아짐에 따라서 pump의 회전수는 상승하며 진공도도 높아진다.

11) Heater controller의 온도를 설정(60℃)하고 sensor를 꽂고 controller의 전원

을 켠다.

12) 잠시 후 Heating tape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설정된 온

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여 heating tape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

지시킨다.

13) 통상적인 경우 총 총 2일간(48시간) heating을 하며 3일간(72시간) pumping

을 한다. 이 때 진공도는 10
-7
 ~ 10

-8
 torr 정도를 유지하게 된다.

14) 72시간 후 PTPA의 손잡이를 앞으로 어 검출기의 vacuum port가 닫히도

록 한다.

15) 펌프를 정지시킨다.(이 때 자동 leak valve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수동으로 

leak를 발생시켜 turbo pump의 손상을 방지한다.)

16) PTPA의 손잡이를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켜 검출기에 결합된 PTVSO와 

PTPA가 분리되도록 한다.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PTPA를 제거할 경

우 검출기의 진공이 다시 대기압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7) PTPA, PTVSO등을 분리하 으면 차례로 High Voltage Filer, Preamplifier 

등을 조립한다.  이 때 검출기의 FET 및 Thermal element에 연결하는 단자

의 방향이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18) 검출기와 cryostat을 연결하고 액체질소에 검출기를 냉각시켜 진공복구가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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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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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Cooler Heat Exchanger/Cryostat를 위한 진공 펌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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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원자력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정설비에 대한 건전성 유지보수, 방사선계측 및 

감시장비에 대한 고장수리와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 을 지원하

으며,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하여 방사선감시계통의 모든 데이터는 네트워크를 통

해 수집 운 되도록 하 으며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 다.

   지역오염감시장치인 AREA Monitor 개발을 통하여 극 미세전류(~0.1pA)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설계기술이 확보되었으며, 미세 전류 측정기술은 다

른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하나로의 방사선감시계통에 대한 개선과 방사선감시계통의 통합 정비체제 구

축을 통하여  연구소의 방사선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로 

핵연료시험공정인 FTL 방사선감시계통의 설치 완료 후 하나로의 기능은 향상되

리라 생각된다.   

  소내 각 원자력시설에서 설치 활용되는 방사선감시계통은 공급업체가 달라 계

통 서로간의 데이터 호환성이 없어 데이터 전송은 불가능하며 유지보수에 애로

사항이 있어 차후 도입되는 방사선감시계통은 소내 표준화를 위한 표준 플랫폼

을 구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의 수위 제어 시 버블에 의한 에러를 분석하기 위한 

wire mesh sensor와 데이터 처리장치는 개발 완료 후 원전에 적용하면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방사선감시계통에서 입사되는 방사선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거나 상형태로 

보기 위해 금년에는 1-Line 일체형 32채널 CdZnTe어레이검출기 모듈에 대해 성

능평가를 수행하 다.

   고순도 반도체검출기(HPGe) 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으로 해외 의존 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연구의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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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와 관련하여 금년 12말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다른 과제와 협동한 

27건을 포함해 모두 31건이며 2건의 소프트웨어 등록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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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선감시설비 운  ‧ 점검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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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선감시설비 운영 ‧ 점검 절차서

문서번호 : RMS-01 개정번호 : 1 날짜 : 2004. 9.  쪽

    전체

PIEF  제 목 :  절 차 서 목 록

  1

         

      1

작 성 자       날  짜

 이종일/심용덕   2004. 9.

  검 토 자       날  짜

시설운영책임자   2004. 9.

승 인 자       날  짜

 방사선관리실장  2004. 9.  

 확인서명 :       /  확인서명 : 전용범  확인서명 : 장시영

  절차서번호                제  목               개정번호          날짜

 RMS-01-01       방사선감시설비 운영 절차         1            2004. 9. 

 RMS-01-02       방사선감시설비 점검 절차         1            2004. 9. 

 RMS-01-03       방사선감시설비 교정 절차         1            200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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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선감시설비 운영 ‧ 점검 절차서

문서번호 : RMS-01-01 개정번호 : 1 날짜 : 2004. 9.  쪽

    전체

PIEF  제 목 :  방사선감시설비 운영 절차 

  1

         

     11

1. 목 적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선구역내에서 이루어지는 방사선작업 환경을 신속하게 파

악하기 위해서 연속적인 방사선/능 감시가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용

되고 있는 방사선감시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기술하여 방사선감시 업무

를 원활히 하고자 함이다.

2. 적용범위

조사후시험시설내 방사선감시설비인 중앙집중식 감시판넬, Junction Box, 공간방사선

량률 감시기인 ALILOG 21과, 공기오염 감시기인 MAFF 77 및 Kr 기체 감시기 그리

고 손발의복오염 감시기에 적용된다.

3. 관련 문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안전관리규정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선안전관리절차서

4. 방사선감시설비 보유현황

시설에 설치된 방사선감시설비에는 작업장의 공기오염을 감시하는 4채널의  MAFF 

77 5대(총 15채널), Kr 기체 감시기 4대, 배기중 공기오염을 감시하는 1채널의 

MAFF 1대, 공간방사선량률을 감시하는 ALILOG 17대 그리고 이와 연결된 Junction 

Box와 중앙집중식 감시판넬이 있으며 손발의복오염 감시기 1대가 있다.

5. 중앙집중식 감시판넬

방사선구역내에서 외부피폭이나 내부피폭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설치된 방사선/능 감

시기들로 부터 측정되는 모든 데이터 신호는 중앙통제실에 있는 채널에 집중되어 연속

적으로 방사선/능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1 감시판넬

중앙집중 통제실 판넬에는 감시기가 설치된 위치를 판별할 수 있는 방사선구역 전체

의 도면이 있고, 도면내에는 방사선감시기의 위치와 현재의 방사선/능 준위를 알려주

는 램프가 있다. 이 램프는 정상, 경고 및 위험의 세가지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색의 램프가 켜지며, 각 경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 녹색 램프 : 정상 작동으로서 방사선/능이 정해진 관리기준치 이하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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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색 램프 : 감시기의 내부적인 전기회로의 고장 또는 방사선/능의 경고치 초과시  

               에 중앙통제실 판넬에 램프가 켜지며, 황색램프가 켜지면 방사선안전  

               관리 담당자는 현장을 조사하여 이상원인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  

               해야 한다.

3) 적색 램프 : 방사선/능이 경보설정치를 초과하였을 때 중앙통제실 판넬의 적색 램  

               프가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며, 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는 우선 현장에  

               있는 작업자를 신속히 대피시키고 방사선/능 측정값의 추이를 계속 살  

               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판넬에 적색 램프가 켜질 때는 작  

               업자들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현장에 있는 Alarm Box에도 적색   

               램프가 켜지고 경보음이 울린다.

황색 램프 및 적색 럠프의 점등 및 경보음 발생시 판넬 앞에 설치된 해제단추를 눌러

서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5.2 기록계 (Matrix Connection Pannel)

감시기의 신호와 기록계는 X-Y 좌표식으로 연결접점이 용이하며, 감시하고자 하는 채

널에 핀을  X-Y 교차하는 부분에 해당 채널의 기록계를 접속시키면 기록계로부터 현

재의 측정값을 알 수 있다. 6채널의 기록계는 각기 다른 색의 점이 찍히면서 표시되

며, 점과 점 사이의 시간차는 약 1분 정도 걸리며, 6채널 기록계에서 임의의 색이 높

은 값을 지시하면 그 색에 해당되는 채널만 따로 1채널 기록계 X-Y 연결 핀을 옮겨, 

보다 주의깊게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기록계의 기록 범위는 감시기의 측정범위

와 동일하다.

5.3 기타 설치 기능

1) 해제단추

   판넬상의 황색 램프 또는 적색 램프의 점등 그리고 경보음을 해제시켜 준다.

2) 문 개폐 경고등 및 경보음

   시설외부로 통하는 문 또는 핫셀 문 등과 같이 감시를 필요로 하는 문이 열릴 경  

   우 해당 위치의 적색 램프가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며, 이 때 방사선안전관리 담당  

   자는 현장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신호시험단추

   판넬에 표시된 모든 감시 램프신호와 경보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단추로서 녹색, 황색, 적색 램프 및 경보음을 각각 따로 시험하도록 되어 있  

   다.

4) MAFF 필터 교체키

   이 키를 돌리면 MAFF에 장착된 공기시료(방사성먼지) 채취용 황색종이필터가 돌  

   아가 새 필터로 교체된다.

5) MAFF Control Unit

   현장에 있는 MAFF 펌프 전원을 ON, OFF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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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MS CRT Monitor

   현장에 있는 방사선/능 감시기의 측정값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채널별 현재값을 디  

   지털 값과 그래프로 볼 수 있으며, 일별 자료와 시간별 자료가 디스크에 저장된다.

6. Junction Box (Connection Cabinet)

Junction Box는 현장에 있는 방사선감시기로부터 모든 신호를 받아 중앙통제실과 현

장으로 전달하는 터미널 역할을 하며 또한 방사선감시기의 전원도 공급한다. 시설내에

는 8개의 Junction Box(HB-HJ)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장치의 전원 공급은 다음과 

같다.

  - AC 220 V  :  MAFF 77, ALILOG 21, DGR 21

  - AC 440 V  :  MAFF 77 Pump, DGR 21 Pump

  - AC 48 V   :  BAP, ALILOG 21

7. ALILOG 21 (방사선량률 감시기)

ALILOG 21은 이온전리함 검출기(CET 72)와 전치증폭기(PCC2140)에 전원을 공급해 

주고 검출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방사선을 측정하는 장치

로서 D3, E5, E6, F5

G5, H1, H2, H3, H4, I1, I2, I3, I4, I5, J1, J2, J3 등 17개가 설치되어 있다.

7.1 교정인자 결정방법 및 판정기준

교정인자는 방사선량률 감시기의 지시값 환산 및 경보설정에 사용되는 인자로서 저준

위 및 고준위 방사선량률에 대해 각각 산출되며, 산출 방법은 방사선감시설비 교정절

차 (RMS-01-03, 5절)와 같다. 저준위 방사선량률에 대한 교정인자는 저준위 방사선

량률에 대해 산출된 교정인자들의 평균값으로 결정하고, 평균값에 대한 각 교정인자들

의 상대오차가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감시기의 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

한다. 또한 고준위 방사선량률에 대한 교정인자는 고준위 방사선량률에 대해 산출된 

교정인자들의 평균값으로 결정하고, 이 평균값에 대한 각 교정인자들의 상대오차가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준위 방사선량률에 대한 감시기로서의 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7.2 경고값 및 경보값 설정 

ALILOG 21 방사선량률 지시계는 각 방사선 작업장 앞의 Junction Box 근처에 설치

되어 있고 지시계 뚜껑을 열면 방사선량률 경고값 및 경보값을 설정할 수 있는 다이

얼 SEUIL1,    SEUIL2, SEUIL3이 부착되어 있으며, 현재 설정된 경고값 및 경보값

은 다음과 같다.

    • SEUIL 1 = 경고값 : 2.5 μSv/hr : Alilog 백색등 : 통제실 중앙판넬 황색등

    • SEUIL 2 = 경보값 1 : 25 μSv/hr : Alilog 황색등 : 통제실 중앙판넬 적색등

    • SEUIL 3 = 경보값 2 : 500 μSv/hr : Alilog 적색등  : 통제실 중앙판넬 적색등

경고값 및 경보값에 대한 측정전류값(A)은 각 감시기의 교정상수로부터 구하며, 경고

값 및  경보값 1에 대해서는 저준위 교정상수를, 경보값 2에 대해서는 고준위 교정상

수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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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값 및 경보값 2는 각 작업장 환경 및 작업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값을 기록하여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8. MAFF 77 (공기오염 감시기) 

MAFF 77은 방사성물질 오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각 방사선작업장의 공기를 빨아들여 

해당 황색종이필터에 거른 후 필터에 흡착된 방사능을 각 채널의 신틸레이션 검출기

로 알파 또는 베타 방사능을 연속 측정하여 측정된 값을 중앙통제실로 전송시킨다. 작

업장 감시기로는 알파 방사능 측정 채널인 HF1, HF4, HG2 채널과 베타 방사능 측정 

채널인 HB1, HB2, HC1, HC2, HC3, HE1, HE2, HE3, HF2, HF3, HG1, HG3 채널

이 있으며, 굴뚝감시기로는 HD1 채널이 있다.

8.1 정상 운전 절차

1) 중앙통제실에 설치된 MAFF 펌프전원 단추(빨강색)를 누르면 MAFF No. 1 부터   

   MAFF No. 5까지 순차적으로 전원이 켜지면서 황색종이필터가 돌아가고(MAFF   

   No. 3(STACK)는 필요시 수동으로 황색종이필터를 돌린다) 펌프가 가동된다. 이   

   때 펌프 가동이 안되는 MAFF는 현장에 있는 MAFF Control Unit의 전원단추를   

   눌러서 펌프를 가동시킨다. 

2) 환기계통 정지 후에는 자연방사능인 라돈의 영향으로 측정값이 상승하여 황색등과  

   적색등 및 경보음이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계통 가동 중지와 함께  

   중앙통제실에 설치된 MAFF 펌프전원을 눌러 펌프 가동을 정지시킨다.

8.2 황색종이필터 관리

시설내 작업이 있는 날마다 황색종이필터를 앞으로 진행시켜 새것으로 교체한다. 이것

은 MAFF 가동시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특별히 재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MAFF Cabinet 또는 중앙통제실의 Control Pannel에서 필터 진행키를 3초동안 돌려 

필터를 교체시킬 수 있다. MAFF 가동중에 필터 진행키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펌프

가 잠시 정지되었다가 다시 작동된다. 사용된 필터는 회수함에 감겨져 보관되고 3 m 

길이 이상의 필터가 보관되면 MAFF와 중앙통제실 Control Pannel의 Paper 표시등

이 켜지며, 필터 롤을 교환해 주어야 한다. 필터 롤 교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필터집개핀을 90도 회전시켜 앞으로 당긴 후 다시 90도 회전시켜 필터집개를 해제  

   시킨다.

2) T형 특수렌치를 Lift(필터진행걸림쇠)에 끼운 후 밑으로 내린 다음 90도 돌려서 고  

   정시킨다.

3) 사용된 필터 롤을 완전히 빼내어 제거시킨다.

4) 새 필터 롤을 MAFF 뒷쪽에 있는 필터 장착함에 장착시키고 MAFF 앞쪽으로 필터  

   가 약간 나오도록 밀어넣은 후 Lift(필터진행걸림쇠)와 필터집개핀을 원위치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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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펌프 

공랭식 진공 펌프로서 펌프의 임펠라 회전방향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회전되어야 한다. 

펌프의 수명은 반영구적이며 연속가동시 펌프의 임펠라 날개 및 공기중 먼지제거 필

터, 연결 파킹 등의 수명은 17520시간으로서 약 2년마다 교체해 주어야하며, 이 시간

은 MAFF 캐비넷 안에 위치한 시간 기록계에 근거 한다. 펌프 자체에 붙어 있는 팬은 

모터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 주변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매주 1회 정도 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4 경고값 및 경보값 설정

굴뚝감시기 채널의 경보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경보값 = 배경계수율+배출관리기준 농도×경고유발원인유량×기기효율×선원효율

여기서 배경계수율은 방사성오염이 되지 않은 공기를 배기하면서 측정되는 자연계수

율(cps)이고, 

배출관리기준 농도는 대표 핵종 137Cs에 대한 배기중의 배출관리기준 농도(10 Bq/m3)

에 따른다. 경고유발원인 유량은 400 L/min의 유량률로 60분 동안 흡입된 유량 즉, 

24 m3로 한다. 기기효율은 굴뚝감시기 HD1에 대한 교정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고, 선

원효율은 0.5를 적용한다.

굴뚝감시기를 제외한 다른 채널의 경보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경보값 = 배경계수율+유도공기중 농도×경고유발원인유량×기기효율×선원효율

여기서 배경계수율은 방사성오염이 되지 않은 공기를 흡입하면서 측정되는 자연계수

율(cps)이고, 

유도공기중 농도는 베타 채널에 대해서는 대표 핵종 137Cs의 유도공기중 농도(1000 

Bq/m3)이며,알파 채널에 대해서는 대표 핵종 238U(Type S)의 유도공기중 농도(1 

Bq/m3)이다. 경고유발원인유량은  100 L/min의 유량률로 60분 동안 흡입된 유량 즉, 

6 m3로 한다. 기기효율은 각 채널에 대한 교정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고, 선원효율은 

베타 채널에 대해서 0.5, 알파 채널에 대해서 0.25를 적용한다.

각 채널의 경고값은 경보값의 0.1배로 설정하되 그 값이 다음 식에 의한 경고값보다 

작으면 다음 식에 의해 구한 값을 경고값으로 설정한다.

                                          

   • 경고값 = 배경계수율 + 2 √배경계수율

또한 위의 경고값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이 경보값보다 클 경우에는 경고값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을 경보값 및 경고값으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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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MAFF 경고값 및 경보값 설정

  1) Cross cable을 ULS 4094 모듈의 뒷면 Ethernet 표시 단자에 연결한다.

  2) 노트북 컴퓨터에 Cross cable을 연결한다.

  3) Alarm/WarnSet exe 프로그램을 2번 클릭 하면 아래 그림과 동일한 화면이 뜬다.

        4) IP 부분에 192.168.0.200 번호를 넣어 준다. 

        5) 황색부분의 “Connect” bar를 클릭 한다.

        6) Connect 부분이 청색 “Close”로 변하며 각 채널 1, 2, 3, 4의 경보 및 경고 값(cps)

           을 MAFF ULS 4094 모듈의 정보로부터 불러온다.

        7) Status 부분을 눌러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① ULS 4094 모듈에 내장된 값의 정보를 불러온다.

          ② 경보 및 경고 값(cps)이 설정값과 같은지 확인한다.

        8) 경보 및 경고 값(cps)이 설정값과 다를 경우에는 설정값으로 수정하고 Setting 부분

           을 눌러 MAFF의 ULS 4094 모듈에 새 경보 및 경고 값(cps)을 저장한다.

        9) 청색 “Close” bar를 클릭하여 컴퓨터와 ULS 4094 모듈과의 연결을 단절시킨다. 이

           때 청색 “Close” bar는 황색 “Connect” bar로 바뀌어 표시된다.

       10) 우측 상단의 □□ 부분을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종료시킨 후 Cross cable을 분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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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Kr 기체감시기

9.1 개요 

Kr 기체감시기는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되어 있는 풀시험구역의 공기를 빨아들여 공기

중 Kr을 감시하는 HD4, HC5, HC6 채널과 굴뚝으로 방출되는 공기를 빨아들여 배기

중 Kr을 감시하는 HD2가 있다. Kr 감시기의 방사능 검출기는 이온전리함이며, 

ALILOG 21과 같은 아날로그 전류(A) 지시계가 연결되어 있다. 각 채널마다 공기 흡

입 펌프가 설치되어 있어 70 L/min의 유량률로 공기를 빨아들이고, 흡입된 공기는 종

이필터를 거치면서 입자상 물질이 제거되고 작은 챔버를 통과시키면서 챔버 안에 있

는 공기중 기체 방사능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펌프의 공기 유량률이 70 L/min으로 

정상 작동 중에는 유량계에 빨간색 불이 켜져 있고, 공기 유량률이 70 L/min을 벗어

나면 불이 꺼진다.

9.2 경고값 및 경보값 설정

풀시험구역내 Kr 기체감시기(HD4, HC5, HC6)에 대한 경보값은 작업자에 대한 85Kr

의 유도공기중농도 1×107 Bq/m3에 해당되는 전류측정값(A)으로 설정한다. 즉 감시기

의 성능이 변하지 않았을 경우 감시기 감도는 0.1pA/(μCi/m3)이므로 경보값은 27 pA

가 된다. 이때 경고값은 경보값의 0.1배인 2.7 pA로 한다. 또한 굴뚝 Kr 기체감시기

(HD2)에 대한 경보값은 85Kr의 배기중 배출관리기준 1×105 Bq/m3에 해당되는 암페

어 지시값 0.27 pA로 한다. 경고값은 백그라운드 지시값 0.1 pA보다 높은 0.2 pA로 

한다. 설정된 경고값 및 경보값을 전류 지시계에 셋팅하는 방법은 ALILOG 21 방사선

량률 감시기의 경우와 같다.

9.3 작업장내 85Kr 공기중 농도 및 배기중의 85Kr 배출량 산출

조사후시험시설에서 발생되는 희유기체는 주로 핵연료 절단시 발생되는 것으로서 보

수적으로 모두 85Kr로 가정한다. 작업장(풀시험구역)내 85Kr 공기중 농도는 Kr 감시기 

지시값[pA]에서 Kr이 방출되지 않을 당시의 백그라운드 지시값을 뺀 값에 감시기 감

도 3.7×105 (Bq/m3)/pA를 곱하여 구하고, 굴뚝 배기중의 85Kr 배출량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Y[Bq] = X[pA] × S[(Bq/m3)/pA] × A[m3/hr] × H[hr]

여기서 Y는 굴뚝 배기중의 85Kr 배출량이고, X는 85Kr 농도 측정값으로서 85Kr 배출

시 최고 지시값값에서 85Kr이 방출되지 않을 당시의 백그라운드 지시값을 뺀 값으로 

한다. S는 공기중 85Kr 농도에 대한 감시기의 감도로서 3.7×105 (Bq/m3)/pA이며, 감

시기 교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A는 조사후시험시설 굴뚝을 통한 시간당 배

기량으로서 2×105 m3/hr이며, 변경시에는 변경된 값을 적용한다. H는 85Kr 배출시간

으로서 통제실 중앙판넬에 있는 아날로그 전류 계기판 눈금의 상승 시작 시각부터 하

강 시작 시각까지 걸린 시간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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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손발의복오염 감시기

조사후시험시설에 출입하는 종사자 및 방문자의 손발의복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고, 시

설 밖으로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구(7428호실)에 손발의복오염 감

시기가 설치되어 있다. 손발의복오염 감시기는 왼손 오른손에 각 두 개씩 총 4개, 왼

발 오른발 각 1 개씩 총 2개의 가스비례계수기가 있어서 알파 및 베타 방사능 오염을 

감지할 수 있고, 1개의 GM계수기가 있어서 의복 등의 알파선 및 베타선-감마선을 감

지할 수 있다.

10.1 일일 운영 절차 

10.1.1 SIRIUS(7428호실)

   - 교정 및 설정값은 교정 절차에 따른다.

1) 감시기 앞면 스크린 커버 뚜껑을 열고 내부에 부착되 있는 유량계에 나타난 P-10  

   가스 유속이 3 NL/hr로 흐르는지 확인한다.

2) 유속이 3 NL/hr와 다를 경우 P-10 가스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  

   감시기 앞면 스크린 커버 뚜껑을 열고 유속 조절 노즐을 돌려서 유속을 맞춘다.

3) 앞면 뚜껑을 열고 Main Switch를 돌려 전원을 킨다. 

    - 처음 운전시에는 P-10 가스를 3 NL/hr의 유속으로 15시간 동안 공급한 후 사  

      용한다.

    - 평상시에는 P-10 가스를 잠그지 않고 계속 3 NL/hr 유속으로 유지시키며 전  

      원을 바로 켜서 사용할 수 있다.

4) 차단막대를 자동으로 열고 닫아주는 순수 Air 공급 압력은 310 kPa 확인 사용한  

   다.

5) 감시기 스크린 상태가 정상이어야 한다  

6) 측정시간은 10초(또는 5초)에 맞춘다

7) 의복감시기 전원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장비의 Main Switch 전원을 키면 된  

   다.

8) 발 오염 검출기 오염방지 호일이 정상적으로 끼워져 있는가 확인한다.

9) 키보드 작동 상태 확인한다.

10) 각 MENU는 다음과 같다.

    - Device Ready For Use : 평상시에 스크린에 ‘Device Ready For Use’ 표시  

      가 주기적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되면서 표시되어 있고 손발오염감시기가  

      정상작동임을 알려준다.

    - Please Wait  Background Update Required :

         ① 감시기 주변의 백그라운드가 변화되거나 또는 20명 측정시 마다 자동적  

            으로 백그라운드가 재 측정되며 이때 양쪽 차단막대가 올라간다.

         ② 백그라운드가 High 알파 또는 베타 백그라운드 설정값을 넘을 경우 손발  

            의 해당위치 결점을 표시한다.

    - Device out of operation : 

         ① Gas Failure : Gas가 흐르지 않는 경우 표시된다.

         ② High Voltage Failure : High Voltage가 잘못된 경우 표시된다.

         ③ High Alpha Background Threshold Failure : High 알파 백그라운드 설  

            정값이 잘못 설정된 경우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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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Low Beta Background Threshold Failure : Low 베타 백그라운드 설

            정값이 잘못 설정된 경우 표시된다.

         ⑤ High Beta Background Threshold Failure : High 베타 백그라운드 설

            정값이 잘못 설정된 경우 표시된다.

    - Position Fault : 측정중 손 또는 발이 측정 위치를 이탈했을 경우 잘못된 위치  

                       가 감시기 스크린에 표시 되면서 “삐삐삐ㆍㆍㆍㆍ” 경고음을  

                       내며 측정이 중단되고, 손과 발을 측정위치에 정위치 시키면  

                       다시 측정이 시작된다.

    - Contamination α : 알파 오염이 설정값을 넘을 경우에 알파 막대그래프 전체가  

                         빨강 색으로 변하고, 연속적으로 “삐삐삐ㆍㆍㆍㆍ” 경고음  

                         을 내며 출구 쪽의 차단막대는 그대로 올라가 있고, 입구   

                         쪽의 차단막대가 내려간다. 

    - Contamination β : 베타 오염이 설정값을 넘을 경우에 베타 막대그래프 전체  

                          가 파랑 색으로 변하고, 연속적으로 “삐삐삐ㆍㆍㆍㆍ” 경  

                          고음을 내며 출구 쪽의 차단막대는 그대로 올라가 있고,   

                          입구 쪽의 차단막대가 내려간다.

    - Contamination α,β : 알파/베타 오염 모두 각 설정값을 넘을 경우에 α, β 각   

                            막대그래프 전체가 빨강색과 파랑색으로 각각 변하고,   

                            연속적으로 “삐삐삐ㆍㆍㆍㆍ” 경고음을 내며 출구 쪽의  

                            차단막대는 그대로 올라가 있고, 입구 쪽의 차단막대가

                            내려간다.

    - 손발 오염 표시등 : α(막대그래프 빨강색) 또는 β(막대그래프 파랑색) 오염이 

                         되었을 경우 오염된 손/발의 각 위치를 표시한다.

    - Not Contamination : 측정결과 알파/베타 오염이 모두 설정값을 초과하지 않으

                           면 스크린에 손/발 각 측정 위치의 α, β 막대그래프 밑에 

                           Not Contamination이 표시되며 “삐” 경보음을 내며 출

                           구 쪽의 차단막대가 내려간다.

11) 각 동작 MENU는 다음과 같다.                         

    - Operating Mode : 오염을 측정할 수 있도록 원위치 시킨다. 

    - Parameter Check :① Return to Menu.

                         ② High Voltage Setting.

                         ③ Counting Time Setting.

                         ④ Foot Beta Contamination Threshold Setting.

                         ⑤ Foot Alpha Contamination Threshold Setting.

                         ⑥ Hand Beta Contamination Threshold Setting.

                         ⑦ Hand Alpha Contamination Threshold Setting.

                         ⑧ High Beta Background Threshold Setting.

                         ⑨ Low Beta Background Threshold Setting.

                         ⑩ High Alpha Background Threshold Setting.

                         ⑪ Nb of Measurement Between Bgnd Updates Setting.

                         ⑫ Sirius Number Setting.

                         ⑬ Holding Time of Hs Remote Data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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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ype of Measurement : 

                       ① Return to Menu.

                       ② Alpha + Beta Mode Setting.   

                       ③ Beta Only Mode Setting.

                       ④ Alpha Only Mode Setting.

                       ⑤ Display of The Count Rate High Setting.

                       ⑥ Display Only of The Bargraph Setting.

                       ⑦ Results In CPS Setting. 

                       ⑧ Results In Bq Setting.

                       ⑨ Calibration Factor Alpha Hand Setting. 

                       ⑩ Calibration Factor Beta Hand Setting.

                       ⑪ Calibration Factor Alpha Foot Setting.

                       ⑫ Calibration Factor Beta Foot Setting.

    - Counting Test : ① Return to Menu.

                       ② High Voltage Setting. 

                       ③ Counting Time Setting.

                       ④ Counting Gas Check.

                       ⑤ Measurement (Background Noise Included).

                       ⑥ Measurement (Background Noise Substracted)

                       ⑦ Measurement Result :㉮ Left Hand(α.β).

                                                ㉯ Right Hand(α.β).

                                                ㉰ Left Foot(α.β).

                                                ㉱ Right Foot(α.β).

    - System Test : ① Return to Menu.     

                      ② System Test.

                           ㉮. Hv Test.

                           ㉯. Gas Test.

                           ㉰. Counters Test.

                           ㉱. Probe

                           ㉲. Presence Test.

                       ③ Loudspeaker Test.

                       ④ Barrier Test.   

     - Plateau Check :① Return to Menu.

                       ② Print. 

                       ③ Parameters. ④ Cursor. ⑤ Plateau Checking. 

                       ⑥ Last Plateau. ⑦ Date. ⑧ Activity. ⑨ Alpha. ⑩ Beta

                       ⑪ Left Hand I. ⑫ Left Hand E. ⑬ Right Hand I. 

                       ⑭ Right Hand E. ⑮ Left Foot. ⑯ Right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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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측정 절차

10.2.1 SIRIUS(7428호실)

1) 손발오염 측정을 위해 손발오염 감시기 위에 올라선 후에 양발을 측정 위치에 정위치

   시키고 양손을 측정 위치에 깊숙이 넣으면 측정 스크린이 변하면서 측정을 시작한다. 

2) 측정이 끝나면 스크린에 손/발 각 측정 위치 α, β 막대그래프 밑에 Not

   Contamination이 표시되고, “삐” 경보음과 함께 출구 쪽의 차단막대가 완전히 내려가

   면 손발오염 감시기에서 내려간다. 감시기에서 내려오면 출구 쪽 차단막대가 다시 올

   라간다.

3) 측정 도중에 위치를 이탈했을 경우 잘못된 위치가 감시기 스크린에 Position Fault

   로 표시 되면서 “삐삐삐ㆍㆍㆍㆍ” 경고음을 내며 측정이 중단되고, 다시 손과 발을  

   측정 위치에 정위치 시키면 측정이 다시 시작된다.

4) Contamination α, Contamination β, Contamination αβ에 불이 들어오면 손발 오

   염 표시 등으로부터 오염 위치를 확인하고 제염을 실시한 후 재 측정한다.

   5) 제염 후 재 측정시 계속 오염램프에 불이 켜지면 방사선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알린다.

   6) 제염 후 재 측정시 정상 판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염 경위를 조사하고 문손잡이 등

      오염 확산이 예상되는 곳을 제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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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조사후시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된 방사선감시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

여 최적의 가동상태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조사후시험시설내 방사선감시설비인 중앙집중식 감시판넬, 공간방사선량률 감시기인 

ALILOG  21과 공기오염 감시기인 MAFF 77 및 Kr 기체 감시기 그리고 손발의복오

염 감시기에 적용된다.

3. 관련 문서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안전관리규정 

한국원자력연구소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선안전관리절차서

4. 방사선감시설비 점검 요령 및 조치

방사선감시설비의 기능과 관련한 점검을 월 1회 점검절차에 따라 수행하여 방사선감

시설비 점검기록부에 기록하고 방사선안전관리부서장 및 시설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

다. 단, 평상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상신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점검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5. 중앙집중식 감시판넬 점검 절차

1) 방사선작업 환경감시를 위한 감시등은 녹색 상태인가 ?

2) 출입문 감시를 위한 경고등은 점멸 상태인가 ?

3) inhibition 램프는 꺼져있는가 ?

4) MAFF의 “out of paper” 램프는 꺼져있는가 ? 

5) 기록계(또는 CRT)는 순조롭게 작동되는가 ?

6) 기록계의 펜잉크는 충만한가 ?

7) SEQUENCE TEST에 의하여 주의 및 경고 상태를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는가 ?

8) 램프테스트 스위치 작동시 각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가 ?

6. ALILOG 21 (공간방사선량률 감시기) 점검 절차

1) Junction Box를 열고 점검하고자 하는 채널의 Inhibition 스위치를 올린다.

2) 현장에 설치된 주경보함(BAP)의 녹색등인가 ? 아닐 경우 지시 등의 색깔은 ?

3) ALILOG 판넬의 계기 눈금이 2 x 10-13 A를 지시하는가 ? 아닐 경우 지시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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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HECK SOURCE의 방사능을 통제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가 ?

5) H.V. Test 단추를 눌러  판넬미터의 값이 600 V를 지시하는가 확인한다.

6) OVERALL TEST 단추를 누른다

     - 계기 눈금이 5 x 10-13 A(0.25 mR/h)일 때 흰색등(S1)이 켜지는가 ?

     - 계기 눈금이 5 x 10-12 A(2.5 mR/h)일 때 황색등(S2)이 켜지는가 ?

     - 최종적으로 계기의 눈금이 1 x 10-10 A를 지시하고 적색등이 켜지는가 ?

7) SEUIL 테스트시 전면에 위치된 지시등은 모두 켜지는가 ?

8) BTA TEST 단추를 누른다.

     - 경보음이 들리는가 ?

     - 경고 등에 불이 들어오는가 ?

9) ALARM SETTING 값은 몇 암페어를 지시하는가 ?

10) 모든 점검이 끝나면 Junction Box내의 Inhibition 스위치를 원래의 위치로 내린   

    다.

7. MAFF 77 (공기오염 감시기) 점검 절차

1) 전원 공급 표시등(녹색등)은 켜지는가 ?

2) 이상 감지를 위한 기타 표시등은 꺼져 있는가 ?

3) Power Supply ULS 0210 모듈의 램프는 켜져 있는가 ?

4) RMS Analog ULS 4020 모듈의 전압은 정상적으로 표시 하는가 ?

5) Relay Driver ULS 0080 모듈의 Test 기능 및 램프는 정상인가 ?

6) RMS Processor ULS 4094 모듈이 정상적으로 작동 하는가 ?

     - Norm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는가 ?

     - Scaler에 측정 data 표시 되는가 ?

     - Power 램프는 켜져 있는가 ? 

7) CHECK SOURCE의 방사능을 감지할 수 있는가 ?

8) CHECK SOURCE의 방사능을 통제실에서 감지할 수 있는가 ?

9) 필터를 전진 작동이 잘 되는가 ?

     - 필터 전진이 대략 40 cm 진행되는가 ?

     - 필터 전진 후 MAFF가 정상작동 되는가 ?

     - 필터는 여유가 있는가 ?

10) 펌프의 상태는 정상인가 ?

     - 공기 유량률은 정상인가 ?  (정상 유량률 : 100 ~ 110 L/min)

     - 펌프 와 모터의 연결축 Coupling 부분의 잡음 정도 ?

     - 펌프 Air filter 변색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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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BTA TEST Key를 돌린다.

     - 경보음이 들리는가 ?

     - 경고등이 켜지는가 ?

12) ALARM SETTING 지시값은 정상인가 ?

     - RMS Processor ULS 4094 모듈 뒷면의 Ethernet로 표시된 연결단자에 컴퓨  

       터와 연결한 후에 Windows 환경의 Alarm / Warning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경보 및 경고 설정치가 해당 채널별로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8. Kr 기체 감시기 점검 절차

1) 유속은 정상인가 ?

2) 필터의 상태는 정상인가 ?

3) OVERALL TEST 단추를 누른다

     - 계기 눈금이 5 x 10-13 A(0.25 mR/h)일 때 흰색등(S1)이 켜지는가 ?

     - 계기 눈금이 5 x 10-12 A(2.5 mR/h)일 때 황색등(S2)이 켜지는가 ?

     - 최종적으로 계기의 눈금이 1 x 10-10 A를 지시하고 적색등이 켜지는가 ?

4) SEUIL 테스트시 전면에 위치된 지시등은 모두 켜지는가 ?

5) BTA TEST 단추를 누른다.

     - 경보음이 들리는가 ?

     - 경고 등에 불이 들어오는가 ?

6) ALARM SETTING 값은 몇 암페어를 지시하는가 ?

7) 펌프의 상태는 정상인가 ? (유량률을 70 L/min 내외로 맞춘 상태에서 적색등이 들  

   어오는가?)

9. 손ㆍ발ㆍ의복ㆍ오염 감시기 점검 절차

9.1 SIRIUS 손ㆍ발ㆍ의복ㆍ오염 감시기 (7428호실)

   1) 스크린 상태는 정상인가 ?

   2) mylar roll의 상태는 정상인가 ?

   3) 백그라운드 Updata은 정상인가 ?

   4) CHECK SOURCE에 의한 오염 감지 능력은 정상인가 ?

   5) 가스 및 Air 공급은 정상인가 ?

     - 남은 가스는 충분한가 ?  

     - 접합 부위에서 가스가 누출하지 않는가 ?

     - 가스의 유속은 3 NL/hr 인가 ?

     - 순수 Air 공급 압력은 310 kPa 인가 ?

 6) 의복감시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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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용 양식 (첨부 문서 참조)

  양식 1-1. 방사선감시설비 점검기록부 앞면.

  양식 1-2. 방사선감시설비 점검기록부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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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변 경 (안)

RMS-01-01 방사선감시설비 운  절차

5. 중앙집중식 감시판넬

방사선구역내에서 방사선피폭이나 체내오염

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8.2 황색종이필터 관리

(중략) 

MAFF 가동중에 필터 진행키를 사용하 을 경우

에는 펌프가 꺼졌다가 켜지므로 다시 초기화 

단추를 눌러 주어야 한다.  (중략)

1) 필터집개핀을 90도 회전시켜 빼낸후

8.3 펌프 

공랭식 진공 펌프로서 (중략)

Air filter, Coupler 파킹등 수명은 17520

시간(약 2년)마다 교체해 주어야하며

8.4 경고값 및 경보값 설정

(중략)

기기효율은 굴뚝감시기 HD1에 대한 교정

(RMS-01-03 방사선감시설비 교정절차 참조)

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고  (중략)

알파 채널에 대해서는 대표 핵종 
238
U의 유도

공기중 농도 5 Bq/m3이다.

(중략)

단, 위 식에 의해 구한 값이 경보값보다 클 

경우에는 경보값을 경고값으로 설정한다.

(신설)

9.3 
85
Kr 공기중농도 및 대기방출량 산출

(전문)

대기방출 희유기체는 ∼ 뺀 값으로 한다.

RMS-01-01 방사선감시설비 운  절차

5. 중앙집중식 감시판넬

방사선구역내에서 외부피폭이나 내부피폭의 

가능성이 있는 곳에

8.2 황색종이필터 관리

(중략) 

MAFF 가동중에 필터 진행키를 사용하 을 경우

에는 펌프가 잠시 정지되었다가 다시 작동된

다.  (중략)

1) 필터집개핀을 90도 회전시켜 앞으로 당긴  

   후

8.3 펌프 

공랭식 진공 펌프로서 (중략)

공기중 먼지제거 필터, 연결 파킹 등의 수명

은 17520시간으로서 약 2년마다 교체해 주

어야하며

8.4 경고값 및 경보값 설정

(중략)

기기효율은 굴뚝감시기 HD1에 대한 교정에서 

얻은 값을 이용하고  

(중략)

알파 채널에 대해서는 대표 핵종 238U(Type S)

의 유도공기중 농도(1 Bq/m
3
)이다.

(중략)

또한 위의 경고값 산출식에 의해 구한 값이 

경보값보다 클 경우에는 경고값 산출식에 의

해 구한 값을 경보값 및 경고값으로 설정한

다.

8.5 경고값 및 경보값 입력

(중략)  (절차서 본문 참조)

9.3 작업장내 
85
Kr 공기중 농도 및 배기중의 

85Kr 배출량 산출

(전문 수정)   (절차서 본문 참조)

조사후시험시설에서 발생되는 ∼ 시간으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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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변 경 (안)

10.1 일일 운  절차 

10.1.1 SIRIUS(7428호실)

(중략)

- Position Fault : 측정 도중에 위치를 이

 탈했을 경우 잘못된 위치를 감시기 스크린  

 에 표시 되면서 “삐삐삐ㆍㆍㆍㆍ” 경고음을   

 내며 측정이 중단되고, 다시 측정 위치에 놓

 으면  측정이 시작된다.

RMS-01-02 방사선감시설비 점검 절차

7. MAFF 77 (공기오염 감시기) 점검 절차

(중략)

3) SSM Card의 전압 지시등은 켜져 있는가 ?

4) SCR Card의 reset 기능은 정상인가 ?

5) SAD Card의 전압은 정상인가 ? 그 지시   

   값은 ? (전압 지시 단추를 눌러 바늘의   

   지시값 롹인)

6) SIL Card의 경보설정값은 정상인가 ?     

    (경보설정값 지시 단추를 눌러 바늘의   

    지시값 확인)

12) ALARM SETTING 지시값은 얼마인가 ?

    (추가)

RMS-01-03 방사선감시설비 교정 절차

10.1 일일 운  절차 

10.1.1 SIRIUS(7428호실)

(중략)

- Position Fault : 측정중 손 또는 발이 측  

  정 위치를 이탈했을 경우 잘못된 위치가   

  감시     기 스크린에 표시 되면서 “삐삐삐  

 ㆍㆍㆍㆍ” 경고음을 내며 측정이 중단되고,   

  손과 발을 측정위치에 정위치 시키면 다시  

  측정이 시작된다.

RMS-01-02 방사선감시설비 점검 절차

(새 부품으로 교체함에 따라 관련내용 수정)

7. MAFF 77 (공기오염 감시기) 점검 절차

(중략)

3) Power Supply ULS 0210 모듈의 램프는   

    켜져 있는가 ?

4) RMS Analog ULS 4020 모듈의 전압은     

   정상적으로 표시 하는가 ?

5) Relay Driver ULS 0080 모듈의 Test 기  

   능 및 램프는 정상인가 ?

6) RMS Processor ULS 4094 모듈이 정상    

    적으로 작동 하는가 ?

     - Norm 램프에 불이 들어와 있는가 ?

     - Scaler에 측정 data 표시 되는가 ?

     - Power 램프는 켜져 있는가 ? 

12) ALARM SETTING 지시값은 정상인가 ?

    - RMS Processor ULS 4094 모듈 뒷면   

      의 Ethernet로 표시된 연결단자에 컴  

      퓨와 연결한 후에 Windows 환경의     

      Alarm / Warning 프로그램을 작동시  

      켜 경보 및 경고 설정치가 해당 채널  

      별로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삭제) (소내 방사선기기 교정 절차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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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감시설비 성능점검 서식

                                         서류 번호 : PIEF-MA-    -

시설명 조사후시험시설 점 검 자
설비 유지

보수 부서장
방사선안전
관리부서장

시설운영
책 임 자

날 짜     년  월  일

Control

Pannel 

문 lamp 벨 주의lamp 경고lamp 벨 Inhibition lamp Recorder

MAFF 전원 Pump 필터
Alarm box

BTA

RMSP

ULS409

4

RD

ULS00

80

RMSA(V)

ULS4020lamp 벨

1
HB 1-1

HB 2-2

2

HC 1-1

HC 2-2

HC 3-3

3 HD 1  

4

HE 1-1

HE 2-2

HE 3-3

5

HF 1-1

HF 2-2

HF 3-3

HF 4-4

6

HG 1-1

HG 2-2

HG 3-3

Alilog 외관 Fuse
신호값

(10-13A)

Alarm box
BTA

lamp

lamp 벨 녹색 흰색 황색 적색

HE 5

HE 6

HD 3

HF 5

HG 5

HJ 3

HJ 1

HJ 2

HI 1

HI 2

HI 3

HI 4

HI 5

O : 기능 양호 ㆍ  × :  기능 전체 불량 ㆍ  △ :  부분 기능불량(기타참조)

양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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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번호 : PIEF-MA-    -

Alilog 외관 Fuse
신호값

(10-13A)

Alarm box
BTA

lamp

lamp 벨 녹색 흰색 황색 적색

HH 1

HH 2

HH 3

HH 4

Kr-gas
monitor 외관 Fuse

신호값

(10-13A)

Alarm box
BTA

Flow Rate lamp

lamp 벨 녹색 흰색 황색 적색

HC 5

HC 6

HD 2

HD 4

MAFF 펌프의 부품
교환 시기는 1개월
이상 남아 있는가

1 2 3 4 5 6

손  발
의  복
측정기

위    치 HV Screen/lamp Gas Flow Meter Mylar Sheet 검출기 Foil

오염검사실

  기 타

O : 기능 양호 ㆍ  × :  기능 전체 불량 ㆍ  △ :  부분 기능불량(기타참조)

양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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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소내 시설별 RMS 현황과 유지보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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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내 시설별 RMS 현황과 유지보수방안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   200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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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화폐기물시험시설

3. 새빛연료과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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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지보수의 기본방향

3. 추진계획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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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시설별 RMS 현황

1.  조사후시험(A)시설과 방사성폐기물처리(B)시설  

2. 고화폐기물시험시설

  (1) 지역 공간선량율 모니터링(Area Low Level Monitoring)

    - 감마 측정

    - 7000 ~ 9000 구역

    - ALL1 - ALL7

      . GM tube 

      . 10
-2
 ~ 10

3
 mR/h

    - AHL(Area High Level Monitoring) : 핫셀출입구공간선량율 감시

      . GM tube 

      . 10
-1
 ~ 10

4
 mR/h 

    - AHR(Area High Range Monitoring) : 고준위공간선량율 감시(핫셀내부)

      . 이온챔버 

      . 10
-4
 ~ 10

3 
mR/h 

      . 신호처리장치는 원격제어실에 위치

    - CONT. ϒ ( ϒ-Contamination ) : 핫셀표면오염 감시

      . 이동형 이온챔버

      . 이동시 power manipulator 이용

  (2) 지역 공기중 방사능농도 모니터링

채널수 검출기 현장

방사선감시

(Alilog 21)
35 이온챔버 35곳 Alarm box

공기오염도감시

(MAFF77)

11대, 32

(알파: 5, 

베타:27)

Scintillation det.

공기흡입구 32곳

(작업장 30, 

배기구 2)

Alarm box

Kr 기체감시

(Alilog 21)
4 이온챔버

공기흡입구 4곳

(작업장 3, 

배기구 1)

Alarm box

출입문감시 43 릴레이
현장출입문, 

핫셀문개폐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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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0 구역의 알파, 베타입자 측정

    - AAM(Area α particulates Monitoring)

      . 흡입펌프, 측정헤드, 신호처리장치로 구성

      . 부동화형 플래너 반도체검출기(passivated planer silicon diode 

        detector)

      . 10
-11
 ~ 10

-6 
Ci/m

3

      
. 0.12 cps/Bq for 

241
Pu

      . 시료유입량 : 2m
3
/h

      . AAM1 - AAM4

    - BAM(Area β paticulates Monitoring)

      . 흡입펌프, 측정헤드, 신호처리장치로 구성

      . pancake 형 GM tube

      . 10
-11
 ~ 10

-6 
Ci/m

3

      
. 0.20 cps/Bq for 

36
Cl

      . 시료유입량 : 2m
3
/h

      . BAM1 - BAM4

  (3) 배기체 방사능농도 모니터링

    - 배출되는 배기체중 입자, 요오드, 불활성기체의 방사능농도 감시

    - β입자, 요오드 방사능농도 측정모니터와 불활성기체의 방사능농도 모니터

      로 구성

    - β입자 및 요오드 방사능농도 스택모니터링(Area β paticulates and 

      Iodine Monitoring (Stack), BJM)

      . β입자 방사능농도 모니터(BAM064) 와 요오드 방사능농도 모니터

        (JAM0641)의 합성

      . 취수구, 흡입펌프 공유

      . 검출기, 신호처리장치는 각각 구성

      . 측정시료채취구, 흡입펌프, 측정시료온도처리장치, 측정헤드, 신호처리장

        치로 구성

      . 10
-11
 ~ 10

-6 
Ci/m

3 
(BAM, JAM)

      . BJM : plastic scintillator

               0.51 cps/Bq for 
90
Sr

               0.30 cps/Bq for 
36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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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M : NaI(Tl) scintillation counter

               0.25 ± 0.7% for 
133
Ba

      . 시료유입량 : 2 m
3
/h

    - 불활성기체 방사능농도 스택모니터링(Area Noble Gases Monitoring 

      (Stack), EAM)

      . 측정시료채취구, 흡입펌프, 측정챔버, 신호처리장치로 구성

      . 10
-8
 ~ 10

-3 
Ci/m

3  

      . 5“ plastic scintillation counter

      . 0.40 ± 0.08 cps/Bq for 
36
Cl

      . 시료유입량 : 1.5 m
3
/h

  (4) 개인방사선 오염 모니터링

    - 포켓선량계

    - 손발오염감시장치 (HFM0640)

      . α : 0.02 Bq/cm
2      

.
 
β : 0.2 Bq/cm

2

3. 새빛연료과학동

  (1) 지역방사선감시기

    - G64 Area/Interlock Gamma Alarm ( = G64 )

     . Main body ( Display + Control )

     . Detector ( Si 반도체검출기 )

     . 일체형, 원격제어형

  (2) 공기오염감시기

    - CAM Sampling Head

    - Alpha Sentry Manager ( Control, Display ) : 8대 CAM 가능

    - Vacuum Pump

    - 256CH MCA

  (3)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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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핵임계 검출 및 경보시스템

   o 개요

    - Eurisys Measurement사의 임계감시시스템 ( EDAC-II )

     . 실시간 경보신호, 결함상태, 임계사고시 선량율 추적

     . 핵임계사고 감지하여 가시/가청 경보 발생

    - 2개의 시스템으로 구성

     . Redundant Monitoring Ass'y (대피경보발령)

     . 시험 및 경보발생 자료의 추적기록 백업용 컴퓨터

    - 6개 감시지역 x 4개 검출기/지역 (기본 구성)

      4개 감시지역 x 3개 검출기/지역 (핵연료기술개발동 구성)

    - Det. MTBF : 7년

    - 다중운전 개념 : 2개의 독립적인 시스템 구성

층수 방번호 G64 Alpha CAM

B1 105 - 2대

1F 201, 202 각 1대 -

203 3 3

206 2 -

219 1 1

220 1 -

225 1 -

226, 227, 228 각 1대 각 1대

229 1 -

230, 231, 232 각 1대 각 1대

외측 1 -

2F 305 1 1

306, 307 각 1대 -

3F 401 1 1

계 22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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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구성 및 기능

Processing Unit

Battery

Battery

Battery

Battery

Remote Console Power Unit

Data
Acquisition
& Storage

System

검
출
기

검
출
기

검
출
기

제 1 지역 제 2 지역 제 3 지역 제 4 지역

검
출
기

검
출
기

검
출
기

검
출
기

검
출
기

검
출
기

검
출
기

검
출
기

검
출
기

Visible Alarm
13 EA

Audible Alarm
19 EA

<<Criticality Accident Detection System, EDAC-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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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로/RIPF/IMEF

  (1) 하나로/RIPF

  (2) IMEF

  

  (3) 현장 방사선감시기 현황

    (가) 하나로

시설명
컴퓨터계통 현장 방사선 감시기

입출력 터미날 종류 수량

원자로

(Reactor)
IOCA

RMT1

RMT4

RMT5

RMT6

굴뚝감시기

공기감시기

지역감시기

공정감시기

3

1

17

3

소계 1 4 24

동위원소시설

(RIPF)
IOCB

RMT3

RMT7

공기감시기

지역감시기

4

18

소계 1 2 22

총계 2 6 46

시설명
컴퓨터계통 현장 방사선 감시기

입출력 터미날 종류 수량

조사재시험시설

(IMEF)
IOCB RMT2

공기감시기

지역감시기

4

19

총계 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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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
널
수

채
널
번
호

감시기명 검출기종
류 측정대상 기  능

주요 고장

발생부품 
운전상태

지

역

감

시

기

1 1 작업감시기
Ion 

Chamber

감마

선량율

수조위 방사선 

작업 감시
- 정상

7

2

~

8

실험공

감마선

감시기

Ion 

Chamber

감마

선량율

원자로 실험공 

주변 감마 

방사선선량율 

감시

- R S 2 3 2 / 4 8 5 

B/D
정상

1 9

사용후

연료저장조

감시기

Ion 

Chamber

감마

선량율

사용후 핵연료 

저장조 수조위 

방사선선량율 

감시

- R S 2 3 2 / 4 8 5 

B/D
 정상

1 10

신연료

저장조

감시기

Ion 

Chamber

감마

선량율

신연료저장고내 

방사선 선량율 

감시

- 정상

7

11

~

17

실험공

중성자

감시기

BF3

Counter

중성자

선량율

원자로실험공

주변중성자

방사선선량율

감시

-검출기

-Preamp

-Ratemeter

 

정상

액
체
감
시
기

1 18
2차냉각수

감시기

NaI

Scintillati

on

총감마

2차냉각수

방사능농도

측정 감시

-검출기 정상

공

기

감

시

기

2
20

21
덕트감시기

Plastic

Scintillati

on

총베타
방출공기의

방사능 감시
-검출기 정상

1 19

하나로

실내공기

감시기

Plastic

Scintillati

on

NaI

Scintillati

on

Plastic

Scintillati

on

NaI

Scintillati

on

입자

(베타)

옥소

(감마)

기체

(베타)

기체

(비상)

원자로 실내의 

방사능 농도 

측정 감시

-검출기

-Control B/D

-Air controller

  B/D

-Counter B/D

- R S 2 3 2 / 4 8 5 

B/D

-입자:측정

값 0

-옥소:측정

값 0

-기체:정상

- 시 스 템 불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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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
널
수

채
널
번
호

감시기명 검출기종
류 측정대상 기  능

주요 고장

발생부품 
운전상태

굴

뚝

감

시

기

1
22

하나로

건 물

Plastic

Scintillati

on

NaI

Scintillati

on

Plastic

Scintillati

on

입자

(베타)

옥소

(감마)

기체

(베타)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양 

측정감시

-검출기 교체

-Control B/D 

교 체 - A i r 

controller B/D

-Pump 수리

-Counter B/D

-Analyzer B/D

-입자: 정상

-옥소: 정상

-기체: 정상

1 23
차폐시설

구 조 물

Plastic

Scintillati

on

NaI

Scintillati

on

Plastic

Scintillati

on

NaI

Scintillati

on

입자

(베타)

옥소

(감마)

기체

(베타)

기체

(비상)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양 

측정감시

-검출기 교체

-Control B/D 

교 체 - A i r 

controller B/D

-Pump 교체

-Counter B/D

- R S 2 3 2 / 4 8 5 

B/D

-DC power 

supply

-Relay B/D

-입자: 정상

-옥소: 정상

-기체: fail

발생

- 시 스 템 불

안정

1 24
RIPF/IMEF

건   물

Plastic

Scintillati

on

NaI

Scintillati

on

Plastic

Scintillati

on

NaI

Scintillati

on

입자

(베타)

옥소

(감마)

기체

(베타)

기체

(비상)

환경으로 

방출되는 

방사능양 

측정감시

-검출기 교체

-Control B/D 

교 체 - A i r 

controller B/D

-Keypad 교체

- R S 2 3 2 / 4 8 5 

B/D

-입자: 정상

-옥소: 정상

-기체: 정상

- 시 스 템 불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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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IPF : 22채널(하나로에 준함)

       - 공기감시기 4채널 

       - 지역감시기 18채널

    (다) IMEF : 23채널(하나로에 준함)

       - 공기감시기 4채널 

       - 지역감시기 19채널

    (라) FTL : 7채널

       - 주제어실 : . 공기중 감시기 1채널

                    . 지역감시기 1채널

       - 주냉각수 취출수 감시기 1채널

       - 중간냉각수 감시기 1채널

       - 주냉각수 압력경계 누수감시기 1채널

       - 제2기기실 : . 공기중 감시기 1채널

                     . 지역감시기 1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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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RMS설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현황

1. 조사후시험시설(PIEF)

 • 제일 큰 문제는 예산문제

 • MAFF는 모두 지난 몇 년간 Upgrade

 • Alilog는 A, B 시설 합해서 모두 35대인데 내년에 10대 교체하면서 단계적 

    교체 예정

 • 데이터수집 및 제어 소프트웨어는 A, B 시설 각 1 set씩 발주

 • 장비가격 하락 - 10대+System S/W (약 1억 3000만원)

 • Kr Monitoring System - 금년 Stack Monitor 발주 (약 8,800만원)

 • Pool 옆에 있는 Kr Monitor 처리 곤란 (예산문제)

 • 신규도입 RMS는 별도로 Digital 전송이며 향후 2~3년간 기존 Analog 

System 

    유지 예정

 • 주요시설은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 통합 관리하는 것이 필요

 • RMS와 그 외 계장설비도 전문부서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상기시설관련 회의참석자 : PIEF시설운 책임자 전용범, 정종은, 홍석붕)

2.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 공기오염감시기(MAFF77) 16채널 

 • 방사선감시기 (Alilog21) 18채널

 • 실제 관리는 방사선안전관리실에서 수행

 • RMS 연간운 비에 약 5,000만원정도 지출

 • 공기오염감시기(MAFF77)의 본체부분 Upgrade는 완료했으나 Scintillation 

    detector부분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문제 잔존

   - Scintillation detector와 본체를 동시에 교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고 생각함

 • 방사선감시기는 올해(2005년) 7대 구매를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교체 예정 

    (Canbarra사)

   - 방사선감시기 7대 + 컴퓨터시스템(H/W & S/W) = 총 8,500만원 소요

 • 재작년(2003년)에 데이터 전송을 위한 LAN배선공사 완료

 • RMS의 이용, 교정은 방사선안전관리실에서 담당하며 RMS기종선정도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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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안전관리실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 과제의 목표는 방사성폐기물처리가 우선임

 • 운 , 관리, 유지보수의 주관부서가 협의하여 예산과 업무를 분배하는 것이  

 중요함

(상기시설관련 회의참석자 : 손종식, 정종은, 홍석붕)

3. 고화폐기물시험시설

 • 현재 23채널 (독일 MAB사 RMS)

 • Spare Parts 부족 및 공급사 도산으로 유지보수 불가

 • Thermo Eberline(독)사 제품으로 단계적 교체 중

 • 교정작업

   - α, β, Stack은 자체적으로 교정의뢰수행

   - ϒ는 방사선안전관리실과 같이 수행

 • 방사선안전관리실에 교정 의뢰시 인력부족으로 잘 모르는 장비에 대한 교정  

    곤란

 • 법적 교정주기

   - RMS 1년

   - 계장설비 3년 

   - Portable 장비(Survey Meter 등) 6개월

 • RMS장비에 대한 시설정기검사의 주체는 방사선안전관리실이나 인력부족으

로   시설에 직접 교정요구

 • 현재시스템은 책임전가를 하기 쉬운 시스템임.

 • RMS를 몇 개 회사로 선정해서 시설에 설치하면 유지보수 수월

 •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대책이나 처리가 합리적으로 마 

    련되어야 함

 •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은 B시설과는 별도의 독립시설로 되어 있음

 • 방사선안전관리실에서 RMS장비 운 과 관리를 담당하고 유지보수는 타 전

문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시설에서 담당하면 객관성 결여

(상기시설관련 회의참석자 : 김기홍, 유 걸, 정종은, 홍석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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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황

     (방사선안전관리실 자료참조)

4. 새빛연료과학동 

 • EDAC II (핵임계감시장비) - Detector 4개 Zone에 1 System, 3개 1Sector 

4개 Zone

 • 공기오염감시기 12채널 (Stack 1대, 나머지는 Local)

 • 지역선량감시기 22채널

 • 교정은 방사선안전관리실에서 수행

   - 고정장비 1년

   - Portable 6개월

구분 기기번호 상태 비고

저준위공간방사선량 
감시기

ALL1 이상없음

ALL2 이상없음

ALL3 수리중 교정미필

ALL4 이상없음

ALL5 오동작 교정미필(지시기눈금오버)

ALL6 이상없음
교정미필

(교정중 오류발생)

ALL7 이상없음

중저준위
공간방사선량 감시기

AHL1 오동작 교정미필(지시치 확인불가)

고준위
공간방사선량 감시기

AHR1 오동작 교정미필

AHR2
(CONT,γ)

수리중 교정미필

공기고염감시기

Aα1 이상없음

Aα2 이상없음

Aα3 이상없음

Aα4 이상없음

Aβ1 이상없음

Aβ2 이상없음
교정미필

(교정중 오류발생)

Aβ3 이상없음

Aβ4 이상없음

Stack
공기고염감시기

β-PART 이상없음

IODINE 이상없음

NOBLE GASES 이상없음
교정미필(교정용선원의 

지오메트리에의한 
선원교정불가)

손발, 의복 측정기
HFM 01 수리중 교정진행중

HFM 02 수리중 교정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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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S는 Canberra사 제품으로 A/S기간은 만료되었으나 문제 발생시 공급업

체(명진)에서 해결해주고 있음. 도입 후 국내대리점(네오시스)의 변경으로 향

후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점 내재

 • 현재 운 상의 문제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대책 필요

 • 현장시설관리비가 필요함.

(상기시설관련 회의참석자 : 윤정현, 정종은, 홍석붕)

5. 하나로

 • 기존 24채널 + FTL추가예정 6채널 = 30채널

 • Detector 불량으로 인한 다량교체

   - Iodine, Particle, Gas 등 Scintillation Detector

   - 교체비용 개당 약 800만원 (현재까지 약 15~16개 교체) - 타사제품 사용할 

경우 유지보수부품 공급 불이익

   - 재생 가능여부

 • 유지보수용 Spare Board 7장 소유

   - 장당 약 1,500만원

   - HV와 Controller가 자주 불량

6. 동위원소 생산시설(RIPF)

 • 현재 22채널 

 • Local장비 정상운

   - 가끔 Local과 Server의 값이 다를 때가 있음 (예. Local-alarm, Server-정

     상)

   - Server에서 client가 가끔 끊김

   - Server와 client 컴퓨터가 자주 down (예전 하나로보다 자주 발생)

7. 조사재시험시설(IMEF)

 • 기존 23채널 + 신규설치 10채널 = 33채널

 • 2년 전부터 유지보수용 Spare Board 일부 확보 (약 5,000만원 소요)

 • RI와 비슷하게 시스템 down 

   - Local에 불량한 장비가 있음

   - Iodine, Particle 계측기에서 Flow fault가 발생하면 데이터 전송불가

 • Pump 상당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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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체비용 상당한 고가 (약 1,500만원 내외, Victoreen사 견적)

   - 공급사의 압력 (타견적 문의한 발전소에 대해 유지보수부품 공급불가 경

     고)

   - 청계천에서 재생하여 사용

 • 현장감시용 S/W 문제, Board 문제, Flow 문제 등이 다량 발생 (현장침수경

    험)

8. 하나로 / RIPF / IMEF 종합의견

 • 분기별 데이터 오류 

   - 하나로 RX, IMEF, RIPF 모두 같은 증상 (이 중 하나로 RX는 올해 오류 

수

     정)

   - IMEF, RIPF는 하나로 FTL/RX 통합 작업이후 적용 검토

 • 단계별 점검 필요

   - 일일, 월간, 3개월, 6개월, 18개월 점검

 • 각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은 각 시설운 과제에 포함되어 운 되므로 체계적 

    관리 미흡

   - 장비의 도입, 설치 시에는 시설운 부서에서 주관

   - 관리 및 유지보수는 다른 부서에서 담당

 • RMS 장비의 유지보수는 각 시설운 비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 운 , 관리, 유지보수의 삼각형체제가 좋은 구조임

 • RMS 도입시 전문적 기술검토 후 기기관리위원회 상정해야 일관성 유지

(상기시설관련 회의참석자 : 이봉재, 김창경, 이형섭, 정종은, 홍석붕)

9. PIEF(A시설), 폐기물처리시설(B시설), 고화폐기물시험시설 종합의견

 • A, B 시설 유지보수 요청시 업무처리 지연 불만

 • A시설 Recorder 7대 중 1대,  B시설 Recorder 7대 중 2대만 정상작동

   - A시설은 방사선감시컴퓨터에서 데이터 저장관리

   - B시설은 현장감시는 가능하나 1일 출력값이 비정상적으로 나와 2회/1일 수

작업 기록유지 (최근 Upgrade된 공기오염감시기(MAFF77)의 TCP/IP 통신

기능 시험 협조요망)

   - 향후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시 A, B시설에 적용희망



- 112 -

 • 최근 신규 도입되거나 설치된 장비의  보증기간 경과후의 유지보수대책 마

    련 필요

 • RMS는 발전소처럼 운 되는 것이 바람직

   - 방사선안전관리실은 관리업무를 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고정인력이 필요함

 • 정기점검에 대한 체계적 업무수행 필요

 •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RMS 관련업무에 대한 업무 scope 재설정 필요

   - 절반정도의 장비가 오동작 또는 미동작(수리중)

   - 이상없음 으로 표시된 장비도 수시로 Fail 발생

   -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문제의 발생이 우려됨(특히 

     Stack)

   - 현재 교체를 진행 중인 장비에 대하여 공급자 측에서의 사후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방안의 유무를 검토요청(계장 및 시설)

(상기시설관련 회의참석자 : 이종일, 심용덕, 한 대, 정종은, 홍석붕,송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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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유지보수 방안

1. 시설별 RMS 현황에 대한 회의 결과

  • 소내 각 시설에 대한  RMS의 운 과 관리, 유지보수에 대한 체계적 업무

분

     담필요 공감

  • RMS의 구매, 설치, 유지보수에 대한 일관성유지 필요

  • RMS 관련예산의 효율적 사용

  • 관련 인력의 부족에 대한 대처

2. 유지보수의 기본방향

  •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대책 마련 필요

  • RMS관련 예산은 시설운 부서, 교정 및 관리는 방사선안전관리실, 설치 및 

유지보수는 계측제어인간공학연구부에서 담당하며 장비구매 시 관련 부서가 

협의하여 안전 및 유지보수의 일관성 확보

  • 신규 도입장비의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유지보수 담당부서를 

통하여 해당업체에 사후관리 요청

  • 시설별 RMS의 특성에 맞춰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정기점검과 문제발생 시 

수시로 점검하는 수시점검으로 업무를 분리하여 이에 따른 업무를 계측제어

인간공학연구부와 시설별 연간유지보수계약으로 수행하고 시설별 관련예산 

편성하여 계정대체

  • 향후 소내 통합 방사선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소내 RMS 표준 

플랫폼 마련 

3. 추진계획

 가. 업무내용

  • 24시간 채널 점검 : 제어컴퓨터로 점검선원을 작동시켜 현장 방사선감시기

의 동작상태 확인 (시설별 방사선관리자 수행) 

  • 현장방사선 기기에 대하여 6개월 주기로 절차서에 따라 채널성능시험을 실

시 (시설별 조정가능)

  • 18개월 주기로 채널 교정 (방사선관리실의 교정담당자 수행)

  • 컴퓨터 계통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별로 매년 2회씩 정기점검을 수행하

고 문제발생시 매년 2회의 수시점검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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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장/이상 발견시 또는 해당 부서로부터 고장/이상 통보시 정비보수 수행

 나. 수행방법

  • 방사선관리부서의 협조 하에 채널점검 수행

  • 고장수리는 모듈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부품수리도 병행한다.

 다. 소요인력

  • 기능시험

    - 지역감시기 : 2인이 하루에 3채널 수행 

    - 공기감시기 : 2인이 3일에 1채널 수행

  • 고장수리

    - 년간 10%의 고장율을 추정

    - 2인이 3일에 1채널 수행 추정

  • 컴퓨터계통 점검

    a. 정상 운전시

    - 하드웨어계통 : 2인이 2일에 1개의 계통 점검 추정

    - 소프트웨어계통 : 2인이 2일에 1개의 계통 점검 추정

    b. 비정상 운전시

    - 하드웨어계통 : 2인이 3일에 1개의 계통 점검 추정

    - 소프트웨어계통 : 2인이 3일에 1개의 계통 점검 추정

4. 기타

  • 시설별 컴퓨터계통의 수시점검은 매년 2회를 실시하나 3회부터는 해당 담

당자와 협의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뢰부서에 제출한다.

  • 계장설비에 대한 유지보수는 별도로 한다.

  • 시간당 수수료와 관련 근거 

    - 20,000원/시간

    - 내부결재 미엠보 37 (1999.11) “전자기기 보수/제작 수수료 조정(안)”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과기부 공고 제 98-19호, ‘99. 3. 5)

     .‘99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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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하나로단 방사선 안전관리 

설비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지침 

2005. 12.

하나로이용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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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안전관리 설비 관리 및 유지에 대한 지침

작성일: 2005. 12. 15

개정 p1

1. 목적

- 하나로 이용연구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설치된 방사선 안전관리 설비

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의 관리 및 유지 

절차를 확립하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적용 대상

- 하나로 이용연구단이 관리하는 시설에 설치된 방사선 안전관리 설비

와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및 재료 가운데 방사선 

관리실에서 운  및 관리하는 설비, 기기 및 재료

3. 책임

3.1. 방사선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운 하거나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

는 부서나 과제

- 해당 부서나 과제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기기, 

재료의 확보, 보수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

- 상기 설비와 기기에 대하여 자산 관리의 책임이 있다.

3.2. 하나로 안전관리 Lab

- 3.1절에서 확보된 예산의 총괄 관리 및 조정 책임이 있다.

3.3. 방사선 안전 관리실

- 3.1절에서 확보된 설비, 기기, 재료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책임이 있

다.

4. 방사선 안전 관리 설비 및 기기의 관리

4.1 방사선 관리실은 하나로이용연구단이 운 하는 시설의 운  절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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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설비 및 기기를 운 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4.2 방사선 관리실은 하나로이용연구단이 운 하는 시설의 방사선 관리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재료, 용역, 예비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분기마다 

하나로 안전관리Lab에 제공한다.

4.3 방사선 관리실은 설비 및 기기의 고장시 하나로이용연구단이 운 하는 

시설 운  절차에 따라 기록을 유지하고 수리 방법을 강구한다. 

4.4 하나로단 안전관리랩장은 하나로이용연구단 소유의 방사선감시 설비 

및 기기의 정상운  및 원할한 보수 유지를 위하여 방사선 관리실의 

정당한 요청 시 필요한 지원을 가능한 한도내에서 최대한 제공한다. 

5. 필요 예산의 확보와 분배

5.1 방사선 관리실에서는 하나로단이 운 하고 있는 시설의 방사선 안전 

관리에 필요한 설비, 기기나 소모품의 구매 계획을 세워 매년 10월말

까지 하나로안전관리랩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그 소요처는 과제별로 

명시한다. 외부 기관이나 업체의 방사선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이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시설 사용료를 받는 과제의 방사선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로 간주한다.

5.2 하나로안전관리 Lab장은 예산의 정당성을 평가하여 시설 운 에 관련

된 것은 하나로안전관리 Lab 기관고유 사업 예산안에 반 하고 시설 

이용에 관련된 것은 해당 과제의 예산에 반 되도록 한다.

5.3 하나로안전관리 Lab장은 필요 예산의 확보와 소요처의 조정에 있어 

조사재시험시설 관리 책임자와도 상의한다.  

5.4 하나로안전관리 Lab 기관고유사업 실행 예산이 확정되면 Lab장은 방

사선관리 실장과 상의하여 시설 운  관련 방사선 관리에 필요한 예

산의 규모를 확정하고 방사선 관리실의 요청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지

출한다.

5.5 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각 시설 이용 과제 책임자가 방사선 관리실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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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하여 그 지출 규모를 결정한다. 단 이때 하나로안전관리 Lab장과

도 상의하여 기관 고유 사업에서 지출되는 비용과 시설 이용 과제에

서 지출되는 비용의 효용성을 높이도록 한다.

5.6 예상하지 못한 비용 지출이 필요하거나 설비나 기기의 수리에 타 부서 

또는 타 과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시설 운  부서장 또는 시설 이

용 과제 책임자는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 시설 운  부서장 혹은 시

설 이용 과제 책임자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자력방호

부장이 하나로이용연구단장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한다.

6. 방사선 안전 관리 적정 인력의 유지 노력

6.1 방사선 관리실장은 하나로단이 운 하고 있는 시설의 방사선 관리에 

필요한 적정 인력이 하나로단 업무 관련 방사선 관리 업무에 종사하

도록 하여야 한다.

6.2 하나로단에 신규 설비가 설치되어 방사선 관리 업무가 증가되는 경우

에 하나로 이용연구단장은 원자력방호부가 방사선 관리에 필요한 추

가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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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고화폐기물시험시설 RMS 장비의 기술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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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Low Level Area Monitor

   (Model FHT 6020 Display Unit with FHZ 621G-L4 

Probe)

   A. Features

      a. Local display of measurement with up to 16 intelligent dose 

rate probes or amplifiers

      b. Local display of measurements with up to 2 probes of the FH 

40G probe range

      c. Local audible and visible alarms

      d. Connection to a local PC via RS-232 interface

      e. Incorporation in measuring networks via RS-485 interface

      f. Analog input/output

      g. Digital bit input/output for monitoring of conditions and 

         alarms

      h. Robust and compact design

      i. Various options for power supply, DC or AC, internal or 

         external

   B. Specification

      1. Display Unit

         a. Slim wall mounting enclosure

         b. Power supply : External 15V DC

         c. Display range : 10 nSv/h~100 mSv/h(0.001 mR/h~10 

            R/h)

         d. 4 x LED

         e. Display Resolution : 128x64 pixel

         f. Display dimension : 62 x 44 mm

         g. Audible alarm : 85dB at 30cm distance

         h. Current input : 30mA

         i. Operation Temperature : 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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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etector

         a. Proportional gamma dose rate probe

         b. Measurement range : 100 nSv/h ~ 100 mSv/h

         c. Energy Range : 30 keV~1.3MeV

         d. Sensitivity : 10cps(μSv/h) for Cs-137

         e. Operating voltage : 2,050V

         f. Dead time : 1.6 μsec

         g. Counting gas : Ar/CO2 permanent filling

         h. Housing wall : IP67 with NEMP filter

         I. Overall height : 340 mm

         j. Diameter : 65 mm 

         k. Weight : 950 g

   C. System consist of

         a. Display unit(FHT6020)   2set

         b. Wide range gamma probe(FHZ 621G-L4)   3set

         c. RS-485 cable   1lot

         d. Bus distribution box   2ea

         e. RS485/RS232 transducer   1ea

         f. External DC power supply    2ea

         g. Connector for gamma probes  3ea

         h. Cable commissioning&installation   1lot

         i. Operation training and manual   1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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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Hot Cell Door Monitor

   (Model FHT 6020/6025N Display/alarm Unit with 

FHZ 621G-L4 Probe)

      

   A. Features

      a. Local display of measurement with up to 16 intelligent dose 

rate probes or amplifiers

      b. Local display of measurements with up to 2 probes of the FH 

40G probe range

      c. Local audible and visible alarms

      d. Connection to a local PC via RS-232 interface

      e. Incorporation in measuring networks via RS-485 interface

      f. Analog input/output

      g. Digital bit input/output for monitoring of conditions and       

       alarms

      h. Robust and compact design

      i. Various options for power supply, DC or AC, internal or       

      external

   B.  Specification

      1. Display Unit

         a. Slim wall mounting enclosure

         b. Power supply : External 15V DC

         c. Display range : 10 nSv/h~100 mSv/h(0.001 mR/h~10 

            R/h)

         d. 4 x LED

         e. Display Resolution : 128x64 pixel

         f. Display dimension : 62 x 44 mm

         g. Audible alarm : 85dB at 30cm distance

         h. Current input : 30mA

         i. Operation Temperature : 0 ~ 50℃

         j. Digital output(Relay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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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nalog output 0 or 4 to 20mA 

      2. Detector

         a. Proportional gamma dose rate probe

         b. Measurement range : 100 nSv/h ~ 100 mSv/h

         c. Energy Range : 30 keV~1.3MeV

         d. Sensitivity : 10cps(μSv/h) for Cs-137

         e. Operating voltage : 2,050V

         f. Dead time : 1.6 μsec

         g. Counting gas : Ar/CO2 permanent filling

         h. Housing wall : IP67 with NEMP filter

         I. Overall height : 340 mm

         j. Diameter : 65 mm 

         k. Weight : 950 g     

      3. Alarm Unit

         a. Supply locally by 24VDC from display unit

         b. 3xoptical alarms by a continuous light(red,yellow,green)

         c. 1xbeeper, 90dB(A) at a distance 1m

         d. 2xbuttons, 1 to quit beeper, 1 for internal test

         e. Cable with 15pin plug

   C. System consist of

         a. Display unit(FHT6020)   1set

         b. Wide range gamma probe(FHZ 621G-L4)   1set

         c. Alarm unit(FHT6025N)   1set

         d. RS-485 cable   1lot

         e. Bus distribution box   1ea

         f. External DC power supply    1ea

         g. Connector for gamma probes  1ea

         h. Cable commissioning&installation   1lot

         i. Operation training and manual   1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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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ck Monitor

 Ⅲ. Iodine Monitor (Model FHT 1701S)

   A. Features

      a. Continuous measurement of I-131 activity concentration

      b. Dynamic background compensation by trapezoid method

      c. Monitoring function for rapid alarming

      d. Insensitive against background dose rate levels of up to 1μ

Sv/h related to Cs-137

      e. 4π lead shielding of detector including the iodine cartridge

      f. Heating of sample air intake to reduce the relative moisture of 

the medium and thereby to enhance the degree of precipitation 

of I-125 by the filter granules

      g. Status/alarm signalisation of the iodine monitor via relay 

outputs

      h. Air flow app.5 ㎥/h

      I. Serial port for remote data transfer

      j. Compact design in 19" chassis

   B.  Specification

      a. Measuring range : 0.9 Bq/㎥~106 Bq/㎥

      b. Detector : 2"x2" NaI(Tl) scintillation detector

      c. Efficiency within I-131 window : 4%

      d. Shielding thickness : Lead 30 mm 

      e. Iodine filter : 2.25" standard cartridge

       f. Heating of sample air intake : Heating hose type with              

       temperature controller type

       g. Electronics : Terminal block fitted with potential free relay contacts

       h. Power supply : 220V/50-60Hz

       I. Weight : 170 kg

 C. System consist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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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Iodine monitor   1set

      b. Gas ring vacuum pump   1ea

      c. Accessories

         - RS 485 interface 

         - 19" rack

         - Sampling inlet

         - Sampling tube

         - Filter (2 box)

         - Reference sources(Ba-133)

      d. Cable commissioning&training

      e. Operation manual     

Ⅳ. Control Software (Model NET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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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Features

      a. Measuring data retrieval and storage

      b. Individual data presentation under linking of digrams, user     

      graphics or data lists

      c. Easy retrieval and display of previously stored data

      d. Display of status and alarm information

      e. Ability to export measurement data to other standard          

      software packages

   B. Specification

      a. Storage for maximum 128 channel

      b. Network configuration and parameterisation via central PC     

      system

      c. Eight different diagram are allowed

      d. Ability to export the measurement data to other standard      

      software packages i.e. MS-Excel data base

      e. Net view permits the use of up to 8 serial data interfaces

      f. Completely mouse compatible

      g. Provides the user with a number of different data display     

      options

      h. System prerequisites

         - 486 DX, IBM compatible or higher

         - 8MB working memory

         - VGA graphic card

         - Color monior

         - Windows 95/98, NT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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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4-1. 고화폐기물시험시설 RMS Overvew 화면

그림 A4-2. 고화폐기물시험시설 원격제어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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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하나로시설 RMS Integration System 기술사양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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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 3-PIN FUEL TEST LOOP

TECHNICAL SPECIFICATION

FTL/RX RMS INTEGRATION SYSTEM

Document No. : HAN-FL-678-DT-K001

* Safety Class :   N/A                 * Quality Class :  S

ISSUE STATUS

1 '05.09.08
REVISED BY 

REVIEW 
COMMENTS

0 '05.08.04 FOR 
CONSTRUCTION S.H.Ahn B.S.Sim K.H.Kim C.Y.Lee

REV.
NO. DATE PURPOSE PREP'D REVIE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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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FTL/RX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 통합 시스템은 한국원자력연구

소 내의 하나로에 설치되며, 기존 하나로 건물(RX)의 방사선시스템에 핵연료노

내조사시험설비(FTL : Fuel Test Loop)와 관련한 방사선감시시스템을 추가하여 

통합 운전하는 시스템이다. 이 사양서는 3-Pin 핵연료노내조사시험설비의 RMS 

Detector 시스템의 성능검증과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설계, 

제작, 조립, 시험, 검사, 납품, 설치, 시운전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포함한다. 

  FTL/RX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 통합 시스템은 RX RMS 

Detector 시스템, FTL RMS Detector 시스템, 및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

스템으로 구성된다. RX RMS Detector 시스템은 미국의 Cardinal Health(구 

Victoreen) 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하나로 건물 내에 이미 설치되어 운전되고 

있다. FTL RMS Detector 시스템은 FTL시설의 방사선 계측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되는 Detectors 시스템이고, 미국의 Cardinal Health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이미 구매하여 본 과제에서 보관 중에 있으며 FTL 설치공사 시에 현장에 설치

할 예정이다.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은 RX RMS Detector 시스템과 

FTL RMS Detector 시스템을 통합하여 방사선 계측정보를 취득하여 실시간 현

장준위 및 감시기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저장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관련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원자로 건물 보건물리실에 설치된다.

2. 공급범위

2.1 공급자 역무에 포함되는 사항

2.1.1 공급자는 FTL RMS Detector 시스템 성능검증과 FTL/RX RMS 통합시스

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장치를 제공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1.2 공급자는 아래의 역무 뿐 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장비 및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1) 시스템의 설계, 제작, 시험, 청소, 페인트 칠, 운송 등과 관련한 모든 필요

한 인력, 공구, 자재 및 기기의 제공

   2)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시스템에 대한 모든 시험 및 검사

   3) 공급 제품에 대한 취급, 조립, 설치, 시험, 및 시운전

2.1.3 공급자는 아래의 시스템에 대한 공급 및 성능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기구매하여 보관중인 아래 FTL RMS Detector 시스템(6대)의 성능검증 

및 성능보증 (기기 구매시에 업체로부터 받은 FTL RMS Detector 시스

템과 관련한 Documents는 발주자가 제공함)

       - 주냉각수 취출 감시기

       - 중간냉각수 감시기

       - 중간냉각수 압력경계 누설감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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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기기실 공기중 농도 감시기

       - 핵연료시험설비 제어실 구역감시기

       - 제2기기실 구역 감시기

   2) FTL RMS Detector 시스템(6대) 현장설치 기술지원 주관(FTL 기기설치 

업체와 협력하여 현장설치 완료 및 기기성능 확인) 및 시운전

   3) Hardware 2중화된 RMS 컴퓨터 시스템 

       - 컴퓨터 (2대), 19" LCD 모니터(2대)

       - 컴퓨터시스템 1대는 정상운전을 담당하며, 나머지 1대는 Hot Standby 

상태로 있으면서 원격감시기 기능을 가짐

   4) 하나로 건물 RMS Detector 시스템 및 FTL RMS Detector 시스템을 2중

화 기능의 FTL/RX RMS 컴퓨터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장치(입출력 모듈, 

신호변환 모듈 등)

   5) 원격감시를 위한 컴퓨터 본체 2대 및 19" LCD 모니터 4대

   6)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 운 을 위한 시스템 Software 및 응용 

Software 제공(Source Code 포함) 및 설치 운

   7) 하나로 제어 시스템으로 각 감지기의 실시간 값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

스 (OPC 또는 DDE 등) 제공

   8)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구축 (Hardware 및 Software)

   9) 하나로 제어실, 하나로 출입구, 및 Truck Access 지역에 설치되는 원격감

시기 구축

  10) RMS Detector 들의 운전정보를 확인, Display, Copy, 및 출력 가능하도록 

Data Base 시스템 구축

  11) 공급한 제품의 운전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Noise 감쇠장치 등의 장치

  12) 운전, 유지보수, Configuration Design을 위한 모든 Hardware, Firmware,

      Software에 대한 Technical Documentation 및 Descriptive Documentation

  13) 상세도면(Hard Copy 및 CAD 파일) 및 설명서(HWP 파일)

       - FTL RMS Detector 시스템 설치 개략도 및 Loop 도면

       -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 개략도

       - 장치별 세부 회로도면

       - 전체 시스템 및 세부 기기별 설명서

  14) FTL RMS Detector 시스템 성능검증을 위한 Factory Test 및 검사/시험 

관련 Documentation 제출

  15)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의 Factory Test 및 RMS Detector 시스

템과 연계한 Site Acceptance Test 및 검사/시험 관련 Documentation 제

출

  16) 성능검증 및 납품을 위한 제품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설치, 및 시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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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납품 후 2년 동안의 시스템 하자보증

  18) Kick-off, Pre-Production Review, Factory Test, 및 현장 성능시험을 위한 

협의

  19) Operator Training

2.2 공급자 역무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하나로 건물 RMS Detector 시스템 설치와 원자로건물 보건물리실까지의 

Loop 전선 설치는 완료되어 있으며 공급자 역무에서 제외됨.

   2) FTL RMS Detector 시스템 설치 및 보건물리실까지의 Loop 전선 설치는 

FTL 설치공사 업체에서 수행하며 공급자 역무에서 제외됨. (단, 공급자는 

FTL 설치공사 업체와 협의하여 FTL RMS Detector 시스템 설치시에 기

술을 지원하며, FTL RMS Detector 시스템 및 FTL/RX RMS 통합 컴퓨

터시스템과의 연계와 관련한 성능보증은 공급자 역무에 포함됨)

   3) 아래의 기기 및 장치는 발주자가 제공함.

      - 원격감시기용 컴퓨터 본체 2대

      - RMS 시스템 판넬용 24" Rack Mounting Cabinet

      - 비상방재시스템으로의 전송용 Modem

3. 품질요건

  RMS 컴퓨터시스템의 품질요건은 아래와 같다.

      - Safety Class : N/A

      - Quality Class : S

      - Seismic Category : Non-Seismic

4. 기술요건

4.1 일반사항

   FTL/RX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 통합 시스템은 RX RMS 

Detector 시스템, FTL RMS Detector 시스템, 및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

스템으로 구성된다. RX RMS Detector 시스템은 하나로 원자로 각 시설 및 지역

의 방사선 계측을 위한 장치로서 원자로 건물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FTL 

RMS Detector 시스템은 FTL시설의 방사선 계측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되는 

Detectors 시스템이고, FTL 설치공사 시에 현장에 설치할 예정이다.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은 RX RMS Detector 시스템과 FTL RMS Detector 시

스템을 통합하여 방사선 계측정보를 취득하여 실시간 현장준위 및 감시기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저장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원자로 건물 보건물리실에 설치된다. 

첨부 2에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의 개략도를 나타내었으며, 첨부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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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시스템 판넬의 구성도를 나타내었다.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이 

설치되는 원자로 건물 보건물리실의 환경조건은 아래와 같다.

   - Temperature : -20℃ ~ 40℃

   - Relative Humidity(%) : Up to 60%

   - Pressure : Atmospheric

4.2 기능요건

   기존 원자로 건물 보건물리실에는 원자로 건물의 RMS Detector 시스템들과 

연계된 RMS 컴퓨터시스템이 구축되어 운 되고 있다. 본 사양서에 따라 제작 

및 구축되는 FTL/RX RMS 통합시스템은 기존에 운 되고 있는 RMS 시스템의 

성능보다 우수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4.2.1 FTL RMS Detector 시스템 성능검증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FTL RMS Detector 시스템(6대)의 성능을 검

증하여 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한다.

4.2.2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 Hardware

   1) Hardware

      -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은 Hardware 2중화 구조의 시스템으

로 하나의 시스템 컴퓨터가 운전을 담당하고, 나머지 시스템 컴퓨터는 

운전을 담당하는 컴퓨터의 고장 시에 시스템의 운전을 Backup 할 수 있

도록 Hot Standby 상태로 동작하면서 동시에 원격감시기 기능을 수행한

다.

      - 시스템 컴퓨터는 Industrial Pentium IV 3.0GHz, 200GB HDD(2대), 

1GB DDR, CD R/W Combo 이상의 사양을 가진다.

   2) Bulk Storage Devices

      - 각 시스템 컴퓨터는 90일간의 운전 데이터를 저장 가능한 Memory 용량

의 별도의 Hard Disk Driver (운전데이터 저장 전용) 1 대와, 이 저장된 

데이터를 복사 및 탈착 보관 가능한 형태의 R/W Compact Disk Driver 

1대를 가져야 한다.

   3) System Communication

      -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은 신규로 설치되는 FTL RMS 

Detector 시스템 및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RX RMS Detector 시스템과

의 신호가 원활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 보건물리실 내에 기 설치된 Modem을 이용하여 비상방재시스템으로 신

호를 송신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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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S 시스템 및 원격감시기(Remote Monitoring Terminal) CRT에는 적

어도 0.5초 마다 데이터가 Update 가능해야 한다.

      - 하나로 제어 시스템에 실시간 감지기 값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는 ethernet 기반으로 OPC 또는 DDE 

통신 등 으로 한다.

   4) I/O Types

      -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은 하나로 건물 RMS Detector 시스

템 및 RMS Detector 시스템과 신호를 입출력 가능한 장치를 가져야한

다.

   5) Performance Requirements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은 아래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 Algorithm Cycle Time : 100 msec 이하

      - CRT Screen Update Time : 0.5 sec 이하

      - 전원 상실 후 시스템 컴퓨터의 재부팅 시에 데이터 손실 방지

      - 19" LCD 모니터

   6) Panel

      - 공급자는 기존 설치된 원자로건물 보건물리실에 기존 설치된 시스템 판

넬을 활용하여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을 구축한다.

   7) Display Unit

      Display Unit은 RMS Detector 시스템으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고 신호를 

처리하여 Meter 상에 Exposure Rate를 Display 한다. Display Unit은 PC 

Interface, RS232/RS485 변환기, 4XLED, Sound Generator, Digital Bit 

I/O, Analog I/O, AC/DC Power Supply, History Memory, Alarm Unit 

등으로 구성된다. Display Unit은 Alarm 및 Limit Set의 기능을 가지고, 

Flash Light를 갖는 Alarm Unit과 연계되어야 한다. Alarm과 관련하여 

Display Unit은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Latching Mode : State의 변화에 대한 반응 (Alarm)은 State가 인식될 

때까지 유지된다. Latching Mode는 Sound Generator, LED 표시와 별도

로 구축될 수 있다. 

      - Failure : 측정치가 Channel의 Set Value Threshold 아래로 떨어지거나 

측정치 Status에 있는 Status Bit가 Failure로 나타날 때 

      - Alarm 1 : 측정치가 Alarm 1에 대한 Threshold Set을 초과 할 때

      - Alarm 2 : 측정치가 Alarm 2에 대한 Threshold Set을 초과 할 때나, 측

정치 Status에 있는 Status Bit가 Alarm 2로 표시될 때

   8) Data Base 시스템 구축 

      필요시에 RMS Detector의 운전이력을 확인, Display, Copy 및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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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Data Base 시스템을 구축한다.

   9) Power Supply

      -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에는 무정전 120V AC, 1 Ph, 60 Hz 

전원이 공급된다.

  10) 모든 RMT 모니터에서는 현장에 설치된 RMS Detector 들의 방사선 계측 

Trend를 표시 가능해야 한다.

4.2.3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 Software

     RMS를 위한 Software는 방사선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운 을 위하여 설계

된다. Software는 Data acquisition, Processing, Display, Alarm/Acknowledge, 

및 Storage 기능을 수행하며, 최소한 아래의 기능을 가진다. 

   - Measured value acquisition with NetLog program

   - Measuring position parameterization

   - Presentation of the measuring values

   - Bar Graph representation

   - Alarm sub-window

   - Alarm report

   - Status report

   - Historical data trending

   - 원격 감시기 : 원격 감시기도 저장 기능을 제외한 부분은 서버와  동등한 

기능을 가져야 하며 , 서버와의 연결은 Web Browser 방식으로 구현한다.

   - FTL/RX 통합컴퓨터시스템에 사용되는 Software는 기존의 RIPF 및 IMEF 

방사선 감시시스템과 추후 설치되는 CNS 방사선감시시스템에 사용가능하

여, 시설별로 방사선감시시스템이 운 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서버들을 통

신망으로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방사선감시 데이터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5. 기술지원

   공급자는 FTL 기기설치 업체가 FTL RMS Detector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할 

시에 FTL RMS Detector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설치되고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기술지원을 하며, FTL RMS Detector 시스템 및  FTL/RX RMS 통합 컴퓨

터시스템이 정상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보수, 시험, 성능보증, 및 시운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스템 

Hardware 및 Software 운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6. 검사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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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자는 FTL RMS Detector 시스템 성능보증과 FTL/RX RMS 통합 컴퓨

터시스템 제작을 포함하는 FTL/RX RMS 통합시스템 구축에 대한 검사 및 시험

을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1) 공급자는 이 사양서와 공급자가 제출하는 Inspection Plan과 Test 

Procedure에 따라 납품 전에 제품의 Factory Acceptance Test를 수행하

고, 현장 설치 후에도 RMS Detector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Site Acceptance Test를 수행한다. Inspection Plan과 

Test Procedure는 각각의 시험 3주전에 제출하고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

는다.

   2) 성능 시험 및 검사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인원의 입회하에 수행한다.

   3) Factory Acceptance Test에서는 아래의 시험을 포함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완성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 Visual Inspection

       - Wiring Check

       - Complete hardware/software performance test and inspection

       - Functional test all configured points, control functions, graphic 

displays, reports and logs

       - Testing of redundancy for server system 

   4) Site Acceptance Test에서는 납품한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한 후에 FTL RMS Detector 시스템  및 하나로 건물 RMS 

Detector 시스템과 연계하여 방사선 계측 정보를 취득, 처리, 표시, 감시, 

알람, 저장, 및 관련 기기 제어 등의 시스템 종합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아

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Complete hardware and installation inspection

      - All hardware and software test

      - All functional test with connection to operator interface

      - Data communication between RMS server system and RMS detector

        systems/Remote Monitoring Terminals

      - Commissioning

   5) 발주자가 검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이 사양서에 따라 

Inspection을 수행하고 납품해야 한다.

   6) 시험절차서는 공급자가 작성 및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시험 절차서는 제품의 시험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포함해야 

하고 시험보고서로 제출해야한다. 

   7)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변경은 구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시

험이 종료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 142 -

   8) 제품의 시험과정에서 기물의 파손 등의 발생하는 모든 시험비용은 공급자

가 부담한다. 

7. Nameplate or Material Identification 

  FTL RMS Detector 시스템과 모든 납품 기기에는 공급자가 지정하는 기기번

호 또는 기기명을 부착해야 하며, 부착물은 구적이며 식별 가능해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부착한다. 

8. 하자보증

   공급한 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한다.

9. 제출 문건

   공급자는 첨부 A5-1의 Drawing과 Data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제출 

Documentation은 어나 한 로 작성되어야 한다. Documentation 제출 시에는 

첨부 1에서 지정한 Documentation 이외에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발주자가 

승인한 도면 및 자료일지라도 제작 중 혹은 제작완료 후 발견된 하자나 오류에 

대해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즉시 시정해야 한다.

10. 유의사항

   FTL RMS Detector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한 기기의 이송 또는 기존에 설

치된 물품의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일

련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공급자는 FTL/RX RMS 통

합시스템 설계 전에 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며, 상세 설계를 수행한 

후 당부서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착수한다. 또한 설계, 제작 후 관련 도면 및 

자료는 모두 당 부서로 귀속해야 하며 이중 일부 혹은 전부를 발주자의 승인 없

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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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A5-1. 

Drawing and Data Requirement

Description

Buyer Requirements
Bidder 

Proposal 
Days After 

Award
Remark

Q'ty Type

Schedule

Review 
Req'd Time

Day's 
After 

Award
(1) (2) (3) (4) (5)

 1. List of all drawing/document
   and submittal schedule 10 HC,DC YES WP 15

 2. Organization chart 10 HC,DC YES WP 15
 3. Design, fabrication and test 
   schedules 10 HC,DC YES WP/BT 15

 4. Technical specifications with 
   equipment catalog
   (Hardware and software)

10 HC,DC YES WP/BF

 5. System block diagram and 
   architecture 10 HC,

DWG YES WP/BF

 6. Panel external/internal 
   drawing with material list 10 HC,

DWG YES BF

 7. Input/output lists for each 
   module with functional 
   assignment

10 HC,DC YES BF

 8. Loop/logic/ladder/cable 
   connection diagram 10 HC,

DWG YES BF

 9. Scale and nameplate drawing 10 HC,
DWG YES BF

10. All source program and 
   software 1 - YES BS

11. Site commissioning, and 
   operation procedure 10 HC,DC YES BI

12.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0 HC,DC YES BS

13. Software manual, data base, 
   configuration manual and 
   operator interface 
   configuration manual

10 HC,DC YES BS

14. Inspection and test plan 10 HC,DC YES BF
15. All inspection and test 
   procedure 10 HC,DC YES BT

16. Inspection and test report 10 HC,DC YES BT
(1) Abbreviations
     HC = White hard copy,  DWG : Computer diskette in AUTO CAD format
     DC : Computer diskette in hwp, MS word or excel file format.
(2) REVIEW REQUIRED : YES or NO
(3) BF = Before Fabrication, BS = Before Shipment, CR = Contractor to Retain, WS = With Shipment, 
      BI = Before Installation, BT = Before Testing, WP = With Proposal
(4) Expressed in calendar days after notice of award
(5) Bidder to indicate his schedule if different tha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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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A5-2.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 개략도

그림 A5-1. FTL/RX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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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A5-3. 

RMS 시스템 판넬 배치도

                         

그림 A5-2. RMS 시스템 판넬 배치도.

19"  LCD Monitor

 System

 Computer 1

 System

 Computer 2

Switching 

Unit

Data Collection and 

Signal Converter

24" Rack Mounting Cabinet

MouseKeyboard

Keyboard Mouse

19"  LCD Monitor

for RMT



- 146 -

첨부 A5-4. Cable Schedule (Instrument and Control) - RMS 관련

       (HAN-FL-570-EG-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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