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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공압이송 조사장치(Pneumatic Transfer System, PTS)는 연구용 원자

로를 이용한 중성자 방사화분석에서 표적시료의 중성자 조사를 위한 시설

중의 하나이다. 하나로에는 두가지 방식의 PTS를 설치하 으며 수동식 

운전장치 (PTS #1)와 열외중성자 및 열중성자 방사화분석을 위한 카드뮴

이 피복된 조사관과 피복이 안된 조사관으로 구성된 자동식 운전장치 

(PTS #2)이다.  PTS는 1995년 말부터 정상적으로 운 되어 왔다.  PTS

는 많은 부속장치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진된 시료캡슐을 NAA

실험실로부터 원자로의 반사체 탱크내의 세 개의 조사공 (NAA #1, 2, 3)

에 설치된 조사관으로 보내고, 조사 후에 캡슐을 다시 NAA 실험실로 회

수한다. 조사공 NAA #2, #3에 설치된 PTS #2는 Cd 피복 조사관(NAA 

#2)의 오염으로 2001년부터 사용되지 않았으며, 2004년 10월에 두개의 조

사관을 모두 철거를 하 다. 그러나 NAA #3 조사관은 사용이 가능하므로 

철거하지 않고 제염을 하 다. 이송관은 새것으로 교체하고 운전조작을 단

순 왕복시스템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일부 부속장치를 제거

하고 시료장진기를 교체하여 재설치하 다. PE 이송관의 외경과 내경은 

각각 34.1, 27.5 mm 이다.  N2 기체의 이송압력은  0.75 bar로 조정하 으

며, 이송시간은 조사공으로 보낼 때 8.5 ± 0.3초, 인출할 때 3.2 ± 0.2초 이

었다.  조사공의 내부온도는 40초 조사할 때 50℃에서 80초 조사할 때 7

5℃, 외부온도는 55℃에서 80℃로 외부온도가 5℃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시

간은 80 초 이내가 적당하다. 30MW 운전에서 열, 열외, 속 중성자속의 평

균과 표준편차는 각각 1.42 ± 0.01 x 10
14 n/cm2․sec, 1.51 ± 0.04 x 1013 

n/cm2․sec, 9.48 ± 0.69 x 1011 n/cm2․sec이었으며, 카드뮴 비( RCd)는 

9.40이었다. 

  본 기술보고서는 하나로의 NAA #3 조사공에 재설치한 PTS #3에 대한 

이용자 정보제공과 원자로 운  및 관리를 위한 조사관 철거 및 개선작업 

내용과 조사특성 시험결과를 상세히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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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A pneumatic transfer system (PTS) is one of the facilities to be used in 

an irradiation of a target material for an instrumental neutron activation 

analysis (INAA) in a research reactor. There are two systems in the PTS at 

the HANARO research reactor, the manual system (PTS #1)and the automatic 

system (PTS #2) with and without  Cd lined tube for the thermal NAA and 

epithermal NAA, respectively. The PTS has been normally operated since 

1995. This pneumatic transfer system consists of many devices and 

assemblies, for the sending and loading of the irradiation capsules from the 

NAA Laboratory into three holes, NAA #1-3, in the reflector tank of the 

reactor and the retrieving of the irradiated capsules after an irradiation. PTS 

#3 has not been operated from 2001 due to a contamination of the Cd lined 

tube which was removed in Oct. 2004. One of them was reinstalled after 

some improvement of operation mode at the end of 2004. 

   The outer and inner diameters of the PE transfer tube are 34.1 and 27.5 

mm, respectively. N2 gas pressure of the PTS lines is adjusted to 0.75 bar. 

The average sending time to the reactor was 8.5 ± 0.3 s and the average 

receiving time back to the receiver was 3.2 ± 0.2 s. The internal and external 

temperature of the irradiation tube was measured the range of 50 to 80 ℃ 

for 40 s to 80 s irradiation time. The optimum irradiation time was estimated 

within 80 s. The thermal, epithermal and fast neutron flux at 30 MW thermal 

power were 1.42 ± 0.01 x 10
14
 n·cm

-2
·s
-1
, 1.51 ± 0.04 x 10

13
 n·cm

-2
·s
-1
 and 

9.48 ± 0.69 x 10
11
 n·cm

-2
·s
-1
, respectively. The cadmium ratio, RCd, was about 

9.40.

   This technical report describes the irradiation test and the characteristics 

and removing, remodelling of the reinstalled PTS #3 in NAA #3 irradiation 

hole at HANARO for user information and the reactor management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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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1.1 하나로 공압이송 조사장치의 설치 

  1995년부터 운 되어 오고 있는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에는 중성자  

방사화분석 (Neutron Activation Analysis, NAA)을 위하여 2가지 운전방식의 공

압이송 조사시스템 (Pneumatic Transfer System, PTS #1, PTS #3)을 3개의 조

사공(NAA1, 2, 3)에 설치하여 운 하여 왔다. 노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서쪽으로 772.38 mm 지점에 있는 NAA1 조사공에 설치된 PTS #1은 주로 장시

간(<4 hr) 조사에 의한 장반감기 원소를 측정 분석하는데 이용하 다. 노심으로

부터 서쪽으로 625.28 mm 지점에 있는 NAA2 조사공에 설치된 PTS #2는 조사

관에 Cd Plate를 피복시켜 주로 단시간 조사 (<5 m)에 의한 Epithermal NAA용

으로 이용하 다. 노심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471.53 mm 지점에 위치해 있는 

NAA3 조사공에 설치된 PTS #3는 주로 단시간 조사 (< 2 m)에 의한 단반감기 

원소의 분석에 이용하 다. PTS #3는 NAA #2와 NAA #3 조사공에 설치한 조

사관을 함께 운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1.2 조사관 비정상 상태 및 개조

  2004년 10월 12일 PTS #1으로 시료조사를 하던 중 조사캡슐(래빗)의 인출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 고 사고원인으로 시료성분의 오인으로 인해 시료에 높

은 방사화 단면적으로 핵반응 시 큰 발열량을 내는 보론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사관 내의 온도 상승으로 캡슐이 녹아 조사관에 시료

와 함께 고착되는 비정상 상태가 발생했다. 시료 캡슐의 인출을 여러 차례 시도

하 지만 인출에 실패하여 곧바로 원자로의 안전을 위하여 원자로 운전을 정지 

시켰다. 그 후 원자로의 재가동을 위하여 10월 23일 NAA #1 조사공에 설치된 

조사관을 철거하 다. 이때 NAA #2 조사공에 설치된 Cd 조사관도 함께 철거하

으며, Cd 조사관은 높은 열출력 운전에서 내부의 Cd이 녹아 조사관과 캡슐 이

송관에서 Cd 핵종이 검출됨을 확인하고 조사관과 이송관 내부의 오염으로 인해 

2001년 말부터 폐쇄하여 사용이 중지되었던 상태이었다. 철거한 조사관은 원자로 

사용 후 저장조에 보관하 다.

  이번의 개보수 작업은 PTS #3의 NAA #3 조사공에 설치된 조사관의 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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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것 이 으며, Cd로 오염된 조사관 및 이송관의 제염작업을 절차서에 따라 

실시하 다. 또한 운전방식도 자동식에서 단순 조사만을 하는 수동식 (릴레이 순

차제어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의 PTS #1의 제어 시스템을 적용토록 설계하

다.

  노후된 공압이송 조사장치 (PTS #1, 2) 관련 기타 이송관 및 부속장치들은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2004년 12월 17일 철거 작업에 착수하 다. 시스템의 철거

는 별 어려움 없이 작성된 절차서에 따라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나 재설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2005년 2월 4일 완전한 설치가 되었음을 현장실험

을 통하여 확인 하 다. 원자로 홀과 PTS 실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시스템을 철

거한 후 PTS #3의 이송시스템을 부분적인 개조로 재설치하 으며 조사관은 기

존의 것을 제염 후 재사용하 다.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개보수 하 으며 이송관, 배기관, 센서, Loader/ 

Receiver와 노후화된 관련 부품도 교체하 다. 이번 개보수 작업에서는 원자로 

홀에 설치되었던 Diverter를 철거하여 방사화 된 공기가 누출되어 원자로 실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 다. 조사관과 이송관의 연결부위는 

Tapping된 관에 테프론관을 부착하여 조사 캡슐의 이송 시에 걸림 현상이 없도

록 개조하 다. 배기관은 고강도 PE관으로 교체하여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조사 

캡슐을 장전하는 Loader/Receiver의 캡슐 장전관의 가공도 경사지게 하여 자연

적으로 완충이 되게 하 으며 맞닿는 부분도 마진을 충분히 주어 캡슐이 깎이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게 안정성을 높 다.        

1.3 장치의 구조와 성능

  본 시스템은 중성자 방사화분석을 할 수 있도록 시료의 중성자 조사를 지원

하는 일련의 장치들로 구성된다. 즉, 중성자를 조사시키는 조사공과 시료준비실

(PTS 실)의 Loader/Receiver를 이송관으로 연결하여 시료캡슐을 조사공까지 이

송시키고 다시 회수하는 공압이송 조사장치이다. 공압이송 조사장치는 일정한 압

력의 기체를 이용하여 캡슐을 이송하며 일반적으로 공기나 비활성 기체(질소, 이

산화탄소)를 사용한다. 정상운전 시에는 기체 내의 산소(O-19), 붕소(F-20)나 알

곤(Ar-41)과 같은 핵종이 방사화하여 원자로실과 PTS실, 계측실 등의 주위환경

이 높은 준위의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질소기체를 사용하

다. 일반적으로 원자로 운전 정지기간의 시험이나 비상시에는 공기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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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 #3는 비교적 열 발생이 작고(75W 이하) 적은 부피의 가벼운 시료(75 g 이

하)를 단시간(1-2 분 정도) 조사시키는데 한하여 이용하도록 하 다. 본 공압이

송 조사시스템에서는 사용되어지는 조사용 캡슐의 용량은 27 CC이다.

  본 기술보고서에서는 설치된 부품과 시스템, 개보수 및 시운전 과정에서 수

집한 시스템의 성능 및 특성에 대하여 기술하 다. 1장에는 시스템 개조에 대한 

개요, 2장에서는 장치의 철거 및 조사공 제염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며 제 3장

에서는 장치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기술한다. 4장에서는 운전절차, 5장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 6장은 조사관 특성시험의 결과를 기술했으며, 끝으로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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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PTS 장치의 철거 및 조사관 제염

  일차로 PTS #1, 2와 관련된 조사관의 철거를 절차에 따라 완료하 으며, 이

차로 이송관 및 시스템의 모든 부품과 기기를 철거하 다. 그러나 원자로 홀의 

PTS #1, 2의 조사관 상부와 질소기체(N2) 공급 시스템은 철거하지 않았다. PTS 

실에서는 Contoroller와 ACCV를 제외하고 모두 철거하 다. 방사선 안전관리는 

작업 전․후에 방사선 관리실의 협조를 받아 원자로 홀의 PTS 주변의 7개 지점

을 선정하 고 PTS실의 정해진 지점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며 작업을 진행하 다. 

2.1 조사관 철거절차

 1) 목  적

공압이송 조사장치 (pneumatic transfer system)의 원자로 수조 내부 조사관

을 제거할 경우 원자로실 및 주변 환경의 방사선 확산을 최소화하여 작업자

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작업해야 한다.

2) 주의사항

   가. 내부관은 수직으로 뽑을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나. 사용한 공구 및 장치 등은 제염지로 닦아 수조수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

도록 한다

다. 수조내부 작업 시 볼트, 공구 등이 수조에 떨어지지 않도록 줄을 묶어 사

용한다. 

라. 작업자는 수조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매고 한쪽은 수조상부에 고

정되어야 한다. 

  마. 내부관 인출시 내부관이 주변 시설물과 간섭을 막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설치하여 수조내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3) 초기 조건

   가. 원자로가 정지 되어야 한다.

   나. 내부관의 내부는 충분히 제염되어 분해 작업이 가능한 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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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적합 보고서와 방사선 작업 허가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4) 절차

   가. 수조수 배수

가) 물탱크를 원자로실로 반입한다. 단, 처음으로 사용하는 탱크는 반입 전  

 에 충분히 헹굼 하여 반입한다.  

나) 10 톤 용량의 물통 8개를 1차 정화계통 기기실과 1차 냉각펌프 1번 기  

 기실 해치 위 등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정렬한다.   

다) 배수 전에 임시 조명을 설치하여 수조내부를 관찰하고 수조 수중등의   

 전원을 끈다. 

라) 수위에 따른 제어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1차 냉각펌프와 정화펌프의 전  

 원을 차단한다. 

마) 수조수 이송 펌프 (자흡식)를 연결하여 수조수를 작업 및 사용 후 수조  

 로 최대한 이동하고 나머지는 물탱크로 이동한다.      

바) 물통 수위가 상부 판 이음부까지 차면 펌프를 정지하고 다음 탱크로 이  

 동한다. 

사) 물통 덮개를 닫아 저장한다.

아) 동일한 방식으로 수조수위가 EL 78.5 (깊이 6.3m)가 되도록 배수한다. 

   나. 수조덮개 해체 

가) 조사공이 서쪽에 위치하므로 중앙부분 (슬라이딩 판넬)과 서쪽 덮개를  

    각각 제거한다. 

나) 제거된 덮개는 반사체 기기실 해치 위 등 안전한 공간에 정렬한다.

   다. 막음 플랜지 제작

 가) 막음판은 내부관 제거 시 배관 연결부를 막기 위해 제작한다.

 나) 막음판의 형상은 붙임 2와 같이 개스킷, 막음판 및 6개의 체결볼트와  

  너트로 구성된다.

 다) 막음판은 플랜지 연결부위 당 2 세트가 필요하며 붙임 1에서 보여주는  

  내부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4번관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루프  

  당 4세트 씩 총 12세트를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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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원자로 수조감시 카메라 제거

 가) 이 카메라는 붙임 4와 같이 설치되어 있어 그 하부에 있는 내부관을   

  가리고 있으므로 임시로 제거한다. 

 나) 카메라는 원자로 수조 벽에 용접되어 있는 지지물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 볼트를 풀어 제거한다.

 다) 제거된 카메라는 원자로 수조상부 북서쪽에 비닐을 깔고 안전하게 임  

  시 저장한다.  

   마. 부력 억제 추 및 공구설치 

 가) 내부관은 가압공기를 이송하기 위한 1 인치 튜브 (두께: 1.2 mm)와 시  

  료를 이송하기 위한 튜브 (NAA-1: 31.75 mm, NAA-2/3: 28.6 mm)가  

  모여 한 루프를 구성하며 길이는 약 13.7 m 이다. 

 나) 재질은 비중이 2700 kg/m
3
인 알루미늄이며 자중과 부력이 다음과 같  

  이 계산되어 실제로는 약 7 kg의 힘의 부력이 상부 방향으로 걸리고   

  있다. 

   NAA-1: 19.5 kg - 21.9 kg =-2.4 kg

   NAA-2/3: 15.5 kg -17.8 kg = -2.3 kg

  다) 각 루프의 부력을 억제하기 위해 붙임 3과 같이 3.7 kg의 추를 제작  

   한다. 

   바. 내부관 제거 시 부력 억제를 위한 고정

 가) 작업자가 1번 발판으로 내려가기 전에 받침대, 조사공 및 침니 상부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맨브리지를 이용하여 EL78.5에 있는 받침대  

  로 내려간다. 

 다) 수조상부에서 13 mm 스패너 및 6각 렌치를 이송 물통에 담아 작업자  

  에게 내려 준다.

 라) 작업자는 세 세트의 루프를 묶고 있는 9번 플랜지 아래의 하부 크램프  

  를 제거한다. 

 마) 관 분해 시 부력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기에서 제거한 크  

  램프 자리에 각각 끈을 매어 주변 지지물에 고정하고 작업자는 수조상  

  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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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4번관 제거

가) 작업자는 2번 발판에 내려간다.

나) 수조상부에서 막음판, 개스킷, 채결볼트와 너트, 청 테이프, 면 끈, 알루  

  미늄 슬리브 및 스트리퍼, 13 mm 스패너 및 렌치를 이송 물통에 담아  

  작업자에게 내려 준다. 

다) 면 끈으로 4번 배관을 각각 묶어 수조상부에 고정한다.

라)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하고 11번과 10번 플랜지의 볼트를 차례대로  

  제거한다. 이때 진공청소기로 플랜지 주변의 공기를 흡입한다.

마) 각각의 10번 플랜지를 분리하여 4번관을 아래로 내리면서 11번 플랜지  

  를 분리한다. (11번 플랜지 내부로 시료 이송관이 약 6.3 mm 튀어 나  

  와 있으므로 아래로 내리면 쉽게 빠짐)

바) 분리된 각각의 4번관 상하단 플랜지를 청 테이프로 막아 수조상부로   

  이동하고, 청 테이프 제거 후 막음판으로 막는다. 

사) 수조상부에서는 4번관 표면이 건조되면 스메어 테스터 (smear test) 하  

  여 방사선 오염상태를 측정한다.  

아) 수조내부에서는 각각의 5번과 3번관의 플랜지를 막음판으로 막는다.

자) 5번관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10번 플랜지 하부에 있는 크램프를 제거  

  하여 11번 플랜지 전단에 설치한다. 

차) 작업자는 수조상부로부터 받은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약 5m)를 각  

  루프의 10번 플랜지에 묶고 수조상부로 이동한다. 

  아. 나머지 내부조사관 제거 

가) 10번 플랜지에 연결한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맨브리지에 연결한

다. 

나) 관 인출시 간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연결하여 촬 한  

  다. 

다) 작업자는 1층 발판으로 내려간다.

라) 수조상부에서는 추 2개, 알루미늄 슬리브 및 스트리퍼를 물통에 담아  

   작업자에게 내려 준다. 

마) 먼저 맨브리지로 NAA-2의 내부조사관을 약 2 m 들어 올리면 작업자

는   2번 배관의 30도로 경사진 배관 중간 위치에 추를 단다. 이 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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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상부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한다. 

바) 이를 원자로 수조 내의 작업수로 우측 등 빈 공간에 3번관 플랜지 상단  

 이 EL85 위치가 되도록 매달아 임시 저장한다.

사) 동일 방식으로 NAA-1 내부조관도 제거하여 임시 저장한다.

   자. 원자로 수조감시 카메라 설치 

 가) 충수 전에 수조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 

 나) 설치가 종료 되며 제어실과 교신하여 카메라 초점을 맞춘다.

 다) 전기담당 요원은 전원 케이블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자. 충수

 가) 감시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이송펌프로 물통에 담은 수조수를 수조  

  에 채운다. 

 나) 게이트를 개방하여 수위가 EL 84.5가 되도록 충수하고 게이트는 작업  

  수조 좌측에 보관한다.

   차. 내부 조사관 저장

가) 제거된 내부 조사관을 작업수조로 이동하여 조사 부위를 수중 카메라로  

 촬 하고 화면을 보고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나) 손상유무 확인이 끝나면 사용 후 수조의 우측 공간 등 간섭이 없는 위  

 치에 매달아 저장한다. 

    카. 원상 복구

가) 제거한 수조덮개를 제자리에 설치한다.

나) 게이트를 사용 후 수조수로에 설치한다. 

다) 물통을 제염하여 제자리로 옮긴다. 

철거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록 3에 철차서를 첨부하 다.  

2.2 조사관 철거작업 범위 

  철거 작업 범위는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2와 3에는 철거전 조사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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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원자로 홀의 이송관을 나타내었다. 그림 4와 5에는 PTS 실의 철거 준비작업

을 나타내었다. 

1) PE관 및 각종 기기의 철거 

가. 원자로 홀 및 PTS 실의 PE 이송관 및 각종 기기 전체를 철거.   

나. 원자로 홀 및 PTS 실의 N2 가스 공급관 및 이송관 전체를 철거.

다. 이송관을 철거한 후 사용 가능한 부속 장치들은 비닐로 봉.

라. PE 이송관을 철거하기 전에 부착된 부속장치들을 분리하여 위치 표시 한  

   후, 보관(광센서 등).

마. 벽에 붙은 고정 볼트 및 케이블 분리보관. 

  

2) PTS 시스템 제염

가. NAA #3 조사관(원자로 홀).

나. N2 가스공급관 및 이송관(원자로 홀).

다. 원자로 홀 PE 이송관 및 각종 기기.

라. PTS 실 PE 이송관 및 각종 기기.

   

3) 고체 폐기물 처리

가. PE관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80 cm 길이로 절단하여 폐기드럼에 넣어 보

관.

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구분하여 폐기  

드럼에 넣어 보관.

다. 페기드럼은 뚜껑을 닫아 원자력연구소 폐기물처리 부서에 의뢰하여 지정  

   하는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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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PTS #1, 2 철거, 제염 설치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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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원자로 홀 조사관 입구(철거전).

그림 3. 원자로 홀 이송관(철거전).



23

그림 4. PTS 실 철거준비 작업.

그림 5. PTS 실 철거준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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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조사관 철거 작업 

  

1) 배수

    원자로 내의 PTS 조사관의 안전한 철거를 위하여 수조 수위를 낮추기 위하

여 10 Ton 용량의 물통 6개를 트럭 출입구를 통하여 반입하여 배수하 으나 작

업 가능 수위가 부족하여 2개를 더 반입하여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수위를 2번째 

발판까지 배수하 다. 그림 6에는 배수통 준비상황작업 상황이며 그림 7은 배수

가 완료된 상황이다.

  

(용기 6개: 10ton/1개)     (트럭 출입구를 통해 반입)    (작업 수조옆에 설치) 

그림 6. 배수를 위한 배수통 준비.

그림 7. 배수가 완료된 원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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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관 철거

  가. 조사관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관 철거 

    조사관 철거는 철거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를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하면서 

진행하 다.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띠를 착용하 으며 볼트 해체시 원자로 

내부로 볼트, 너트 또는 이물질이 원자로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

할 플렌지 밑에 양동이를 받치고 해체 작업을 수행하 다. 철거 순서는 NAA #2

의 조사관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1.2 M 연결관을 1차로 철거하 다. 철거 후 

조사관 상부 플렌지와 철거된 조사관 상․하부는 미리 준비한 가스켙을 이용하

여 봉하 다. 또한 철거되지 않은 조사관 상부 입구도 안전하게 봉하 다. 2

차로 NAA #1의 조사관 상부를 NAA #2 조사관 철거와 같은 방법으로 안전하게 

철거하 다. 그림 8과 9는 NAA #2와 NAA #1의 조사관 상부를 철거하는 모습이

다. 

그림 8. NAA #2의 조사관 철거.



26

그림 9. NAA #1의 조사관 철거.

나. 조사관 하부 철거

    조사관 상부와 하부를 연결하는 연결관의 철거가 완료된 후, 조사관 철거작

업을 진행하 다. 프렌지 철거 후, 부력에 의하여 조사관이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사관의 하부에 20 kg의 스텐레스 스틸의 추를 달아 안전성을 유지하

다. 조사관이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조사관 상부와 하부를 2개의 프렌지로 원자로 

벽에 고정하고 있는데 먼저 중간에 위치한 프렌지를 철거한 후, 하부에 위치한 

프렌지를 제거하 다. 그림 10은 조사관을 고정하고 있는 프렌지의 모습이다. 왼

쪽에 위치한 NAA #2 조사관의 상부와 하부의 프렌지 제거 후, 위로 들어 올려 

원자로 벽으로 이동시켜 매단 후, NAA #1 조사관을 같은 방법으로 철거 하 다. 

철거 중 조사관으로부터 방사선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대한 물속에

서 조사관을 이동시켰으며 철거 후 바로 충수하여 방사선에 작업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 다. 그림 11은 조사관을 철거한 후, 수조 벽에 안전하게 이동시킨 모

습이다. 그림 12는 조사관 #1, 2가 철거되고 조사관 #3만 남아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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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조사관 고정용 플랜지.

그림 11. 조사관 #1, 2의 철거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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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남아있는 조사관 #3.

2.4 철거 후 조치

    철거 후 조사관 상부는 그림 13과 같이 프렌지 사이에 고무 가스켙으로 안

전하게 봉한 상태이며, 철거된 상․하부 연결관도 이물질이 새지 않도록 양면

을 봉한 후, 비닐에 넣어 비상 보충수 옆에 보관하 다. 그림 14는 철거된 조

사관의 연결부위이다. 조사관은 철거 후, 원자로에 충수한 후 Cannel을 이용하여 

사용후 저장조로 옮겨 그림 15와 같이 보관 중이다. 

 

그림 13. NAA #1, 2가 철거된 조사관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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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철거된 조사관 연결부위.

그림 15. 철거된 조사관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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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조사관 제염

  본 조사관은 Cd에 오염된 관이므로 Cd의 방사능 검출 및 준위를 기준으로 

제염 여부를 평가하 다. 조사관의 제염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1차로 마른 보루

와 강선을 이용하여 진행하 으며, 이차 제염을 하기 위하여 보루에 물을 묻혀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조사관 하부에 있을 잔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질소기체

를 불어 넣어 인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 다.

     

1) 보루와 강선을 이용한 제염

가. 조사공 제염은 2004년 12월 20일 10:00 - 17:40에 1차로 실시하 다.  먼

저     Al관과 PE관이 연결된 조사관 입구를 해체하 으며 동시에 방사화된 

공기     가 누출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 관리실에서는 Air Sampling

하 다.     조사관 막음판도 해체와 동시에 Air Sampling 및 표면오염도 검

사를 실시     하 으며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그림 16. PTS #3 Air Sampling 및 표면오염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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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은 배기관의 공기를 덕트로 배출시키기 위하여 배기관과 하나로 주 

굴뚝으로 배출되는 덕트를 연결하는 관을 설치했으며 중간에 HEPA 필터

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설치하여 작업도중에 공기를 하나로 주 굴뚝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 으며 그림 17, 18에 나타내었다. 

그림 17. PTS #3 배기관과 덕트의 연결.

그림 18. PTS #3 배기관과 HEPA 필터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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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캡슐 이송관 제염작업을 착수 했는데 1차로 마른 보루를 긴 강선에 연결

하여 여러 차례 제염을 실시하 다. 1차, 2차 제염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3차에서 6차까지는 Al관의 부식물로 추정되는 흰 가루가 묻어 나

왔다. 그림 19, 20에 제염작업과정의 강선 삽입작업을 나타내었다.

그림 19. PTS #3 조사관의 브러쉬를 이용한 제염작업(1차).

그림 20. PTS #3 조사관의 물/보루를 이용한 제염작업(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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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흰 가루가 계속 묻어 나와 7차에서 12차까지는 물에 보루를 담그어 짠 후  

   강선을 이용하여 제염작업을 실시했는데 검은 먼지가 묻어 나왔다. 

마. 배기관도의 제염도 조사관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배기관내의 공기를 덕

트로 배출시키기 위하여 조사관과 하나로 주 굴뚝으로 배출되는 덕트를 연

결하는 관을 설치했으며 중간에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설치

하여 작업도중에 공기를 하나로 주굴뚝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제염작업을 진행하 다.  

바. 채집된 시료는 일차로 방사선 관리실에 핵종분석 및 방사능계측을 의뢰하

고 이차로 자체 분석을 실시하 으며 Cd 및 기타 검출 핵종의 방사능 

준위에 대한 계측 결과에 따라 제염 정도를 평가하 으며, 다음 작업 방법

을 결정하 다.

사. 방사선 관리실에 제염작업에 사용하 던 보루의 계측결과가 나오기 전까

지 계속하여 마른 보루를 이용하여 3일간 제염작업을 수행하 는데 마지막

으로 검은 가루가 묻어나지 않아 보루를 이용한 제염작업은 마무리 하

다. 그리고 제염결과가 통보되어 자체평가에서 제염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

하고 다음 작업인 질소기체를 이용한 잔류물 제거작업을 진행하 다.

아. 특기사항으로는 배기관은 내경이 작은 관계로 보루를 투입하는데 어려움  

이 있었으며 배기관에서도 흰 가루가 묻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사관     

 Stopper 밑에 일정량의 가루 잔류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구조상 보루

를 이용한 제거는 불가능하 다.

  2) 질소기체를 이용한 관내 잔류물 제거

가. HEPA 필터가 장착된 청소기의 입구를 배기관에 연결함

나. 청소기의 Discharge는 12인치의 자바라 호스와 연결하여 원자로 홀 남서  

   쪽 모서리의 덕트에 직접 연결함. (공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기와  

   자 바라의 연결부위를 테이프로 봉 후 청소기를 비닐봉지 속에 넣고 이  

   중 포장 함) 

다. 조사관으로 질소기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관을 연결함.

라. 모든 연결상태 점검 후 청소기 가동하며 질소기체 밸브를 서서히 열어줌.

마. 질소기체 투입 후 설치된 공급관의 누출상태에 이상이 없어 1 bar로 10분

간 공급하 다. 질소기체 공급과 동시에 방사선 관리실에서는 굴뚝모니터

를 감지하 으며 감지기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통보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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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홀에서는 청소기 배기구로부터 공기 시료를 채집하여 분석한 결과 

유효한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

바. 배기관도 질소기체 공급관과 배기관의 입구를 바꾸어 연결한 다음 조사관 

제염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잔류물 제거를 하 다.

사. 질소기체 압력 1 bar로 조사관과 배기관의 방향을 바꾸면서 질소기체 투

입하 으며 질소투입 시간은 1회에 약 10분간 5회씩 실시하 다.    

아. 방사선 관리실에서 배기관과 조사관에서 채취한 마지막 시료를 분석한 결  

   과 Cd이 검출되지 않아 제염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 다. 채취한 시  

   료의 방사선 측정결과를 부록으로 첨부하 다.

2.6 철거할 때 주의 사항

1) 장치의 철거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한다.

2) 방사선 관리실과 협조하여 방사선/능 모니터링과 오염 확산을 방지한다.

3) 본 작업수행과 관련된 정보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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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PTS #3 장치의 설치 및 구성

3.1 시스템 개념도

  PTS #2의 부속장치는 조사관, 이송관, 시료장전/회수기(sample loader & 

receiver), 제어기(controller), 질소기체 공급장치로 구성된다. PTS #3 시스템 개

념도로서 배치도와 Flow diagram을 각각 그림 21과 그림 22에 나타냈다.

Co unting Ro o mRX  Ha ll A re a Sh ie ld ing Ro o m Ir ra dia tio n  Ro o m

L / R  
#2

N A A 3

H o o d  3

질 소  탱 크

P T S # 3

Con tr o lle r  #2 

H o o d  2

H o o d  3

H o o d  1

질 소  탱 크

그림 21. 하나로 공압이송 조사장치 (PTS #3)의 배치도.

L o ad e r &  R ece iv er # 5

RE GUL ATO R

A SS Y - 201

F LOW  M E TER

FM -201
C O N T R O LLE R

P T S  R O O M R X  H A L L 

Irra d ia tio n  T u be  (N A A # 3)

R EG ULATOR
AS S Y -202

FLO W  M ETE R
FM - 202

PS102

그림 22. 하나로 공압이송 조사장치 (PTS #3)의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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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사공 배치도

   

    하나로 공압이송 조사장치는 NAA #1, #2, #3 조사공에 설치되어 있으며, 

그림 23에 PTS #3의 조사공 위치를 나타냈다.

 

 

그림 23. 하나로 공압이송 조사장치 (PTS #3)의 조사공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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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TS #3 설치 구역

    하나로 및 RI 건물 구역 내 공압이송 조사장치 (PTS #3)의 배치도를 그림 

24에 나타냈다.

그림 24. 하나로 및 RI 건물 내 공압이송 조사장치(PTS #3)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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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속장치 계통

1) Loader/Receiver(LR)

  PTS #3에서 시료캡슐을 1개씩 수동으로 장전 한 후 Controller에 의하여 주

어진 시간이 경과한 후 수동 또는 자동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공기의 누출을 방

지하는 폐 시스템이다. 주요 부품 및 재료에는 Loader/Receiver는 AL 6061을 

사용하 으며 이중관 및 기타 재료는 STS 316을 사용하 다. 특히 폐를 고려

하여 뚜껑에 사용된 O ring을 규격품으로 교환하 다. 캡슐 장전관은 Air 

Chusion이 걸리도록 상부는 굵고 하부는 가늘게 테이퍼 가공하 으며 캡슐이 닿

는 부분도 충분한 여유를 주어 캡슐의 깍임이나 손상을 방지하도록 하 다. 이중

관도 기존에는 하나의 부품으로 용접으로 되어있어 분리 할 수 없었으나 이번 

개조작업에서는 탈착식으로 가공하여 조립함으로서 고장 시에 유지 보수가 간편

해졌다. 뚜껑의 손잡이도 길게 하여 개폐 조작이 원활하도록 하 다. 그림 25에

는 PTS #3의 Loader/Receiver의 각 부품을 나타냈다. 

(a) 캡슐장전기의 내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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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캡슐이 장전된 모습.           

 

(c) Sample Loader/Receiver.

 

(d) Rid of Loader/Receiver.

         그림 25. PTS #3의 Loader/Receiver의 부품.  

2) 조사관과 PE관 연결 부위 안내관

  PTS #3의 개조작업에서 중요한 작업은 Al조사관과 PE관을 연결하는 부분이

다. 조사관의 내경이 26.1 mm로 작고 PE관의 내경은 27.5 mm로 조사관보다 1.4 

mm 크므로 연결하 을 때 캡슐이 조사관 입구 턱에 부딪치어 조사관으로 이송

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태프론으로 만들어진 테

이퍼진 안내관을 조사관의 입구에 장착하여 캡슐이 걸림현상 없이 조사관으로 

이송되도록 개선하 다. 그림 26에는 PTS #3의 조사관과 이송관의 연결 부분에 

대한 모습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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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송관과 조사관의 연결관.           (b) 연결관과 조사관 입구.

(c) 조립하는 모습. 

(d) 설치된 모습.

    그림 26. PTS #3의 조사관과 이송관의 연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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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캡슐 이송관

  기존에 사용하던 오염된 PE이송관은 모두 철거하여 폐기했으며, 새로운 고

순도 Polyethylene관으로 재설치하 다. 캡슐의 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Loader/Receiver에서 조사관까지 하나의 관으로 연결하 다. 이송관의 외경과 내

경은 각각 OD 34.1 mm, ID 27.5 mm이다. 공압이송 조사시스템의 이송관은 동

위원소 생산 설비 건물 2층 천장에서 원자로 건물 3층 바닥으로 연결하여 설치

하 다. 

4) 배기관

  기존에 사용하던 배기관의 재질은 1 inch의 날젠 튜브로 사용하 으나 이번 

개조작업에서 Polyethylene관을 사용하여 벽에 고정시켜 시스템의 안전성을 향상

시켰다. PTS실내의 배기기체는 덕트에 연결되어 보조 굴뚝으로 배출되도록 설치

하 으며 그림 27에 나타내었다.

  

그림 27. PTS실내의 배기관 연결 부분.

5) 기체 공급관

  PTS 실과 원자로 홀의 기체 공급관은 철거 전에는 1 inch의 날젠 튜브로 사

용하 으나 재설치는 같은 크기의 Polyethylene관을 사용하 으며 배관을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 다. 그림 28은 기체 공급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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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TS실 기체공급관.

(b) 원자로실 기체공급관.

그림 28. PTS실과 원자로실 내 기체 공급관.

6) Photo-detector

  Photo-detector는 캡슐의 이동시에 통과 여부 및 위치를 감지하여 제어기    

  에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Photo-detector는 Light source, Sensor, Amplifier의 

3부분으로 구성된다. Photo-detector는 광투과도에 따라서 신호가 발생하는 형식

으로 캡슐이 이송관에 부착된 Photo-detector를 지나갈 때 빛이 차단되어 캡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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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를 제어기에 알려준다. 캡슐의 이동경로에 설치된 Photo-detector는 

Amplifier와 연결되어 있으며 미세 감응도와 시간의 조절기능이 있고 감응시간은 

약 3초로 설정되어 있다. 감응도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중간위치에 설정되어 있으

며, 감응도 조절의 여유치에 따라 Light source는 LED와 Light bulb의 두 종류

를 함께 사용하 다. 감도조절의 여유치가 적은 경우에는 Light bulb를 Light 

source로 사용하 다. 그림 29는 이송관에 설치한 Photo-detector이며 Amplifier

와 ACCV 장치에 연계 설치되어 있다. 

그림 29. 이송관에 설치한 Photo-detector. 

7) Air Cushion Control Valve(ACCV)

  Irradiation Tube와 Loader/Receiver 에 캡슐이 도착할 때 충격을 흡수하기 

위하여 ACCV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ACCV 장치에는 두개의 Solenoid Valve, 

압축공기 공급용 제어밸브와 배기용 제어밸브의 사이에 Bypass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밸브의 조정으로  캡슐의 이송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이때 공기저

항에 따라서 캡슐의 이송속도가 감속되어 충격을 흡수한다. 그림 30은 Air 

Cushion Control Valve 장치와 Solenoid Valv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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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원자로실 내 ACCV 장치 (철거전).

(b) PTS실 내 ACCV 장치. 

그림 30. Air Cushion Control Valve 장치와 Solenoid Valve.

8) Solenoid Valve

  AC 110V로 구동되는 Solenoid Valve는 각 부속장치(예, Diverter, Auto 

Loader, Delay Stacker)의 경로를 설정하거나, 캡슐을 이송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컴퓨터 또는 Emergency Toggle Switch에 의하여 솔레노이드가 전기적으로 작

동하면 밸브의 개폐가 실행되며 압축공기가 공급되어 경로를 설정하거나, 캡슐을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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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조사용 캡슐(Rabbit) 

  공압이송 조사시스템 PTS #3에 사용되는 캡슐은 곡률반경을 고려하여 1.15

인치 직경의 이송관에 맞게 제작하여 사용하 다. 캡슐의 모양은 그림 31에서 작

은 캡슐이며 표에 제원을 나타냈다. PTS용 캡슐의 재료는 방사화가 되지 않는 

고 도, 고순도의 폴리에틸렌을 사용하 으며 내열성과 내방사성이 좋은 재질을 

사용하 다. 

 

캡슐 외형 뚜껑 종류◎
내경[㎜] 19.87 내경[㎜] 21.12

외경[㎜] 25.19 외경[㎜] 25.18

길이[㎜] 57.67 높이[㎜] 10.75

깊이[㎜] 54.72 중량[g] 1.72

중량[g] 8.06

그림 31. PTS용 폴리에틸렌 조사캡슐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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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조사 및 이송계통

1) N2 Gas supply assembly

  시료 캡슐의 이송을 위한 동력원으로 Controller에서 수동, 자동으로 제어되

며 Solenoid valve의 개폐에 의해 N2 Gas는 자동으로 공급/차단된다. 제어방식은 

Photo sensor를 이용하여 정위치 및 원위치를 제어하고 캡슐을 이송시키거나 

Loader/Receiver로 인출한다. 주요부품은 160 L 용량의 N2 Gas tank 2개와 일정

유량을 만들기 위한 보조탱크 1개, Gas indicator, Gas regulator 등으로 구성된

다. 그림 32에 N2 Gas supply assembly를 보 다.

그림 32. N2 Gas supply assembly.

2) Irradiation tube(IR)

  캡슐내의 시료를 중성자 조사시키기 위해 원자로 내에 설치된 이중관으   

로 재질은 Al 6061이며 외경과 내경은 각각 28.58 mm, 26 mm이다. 위치는 원자

로의 반사체 내의 NAA #3 조사공에 설치되어 있다. 그림 33은 조사관의 설계도

면이며, 그림 34는 철거전 PTS #1, 2, 3가 설치되었을 당시의 상태이며 개보수 

후의 PTS #3는 오른쪽 조사관 한개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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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조사관의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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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원자로에 설치된 조사관의 전경.

3) Transfer tube

  캡슐을 이송시키기 위한 고순도 폴리에틸렌으로 제작된 관이며 Loader/ 

Receiver와 조사관을 연결하고 있으며 설치된 거리는 약 28 M이다. 고정 

Bracket으로 캡슐이 이송될 때 움직이지 않도록 벽에 고정 설치되어 있다. 그림 

35에 원자로 홀 상부를 지나는 이송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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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이송관의 설치. 

4) N2 Gas cushion assembly

  캡슐이 Loader/Receiver와 Irradiation tube에 도달할 때 충격을 완충하기 위

한 장치이다. N2 Gas cushion 장치의 Amplifier로 시간과 감도를 조절하여 캡슐

의 이송속도를 감속할 수 있다. PTS 운전 시 자동으로 작동되며 주요부품으로는 

N2 Gas의 배출 속도 조절 Manual 밸브가 있다.

3.6 제어계통

  PTS #3는 단일 경로의 캡슐 인입/인출시스템(Shuttle system)으로 캡슐위 

이송시간을 측정하여 조절되는 Controller의 논리회로는 순차 제어식으로 단순하

다. 1분 이하의 단시간 조사용으로 사용되며 조사 캡슐의 장진과 회수를 위한 

Loader/Receiver는 실험실내 Hood 내에 설치되어 있다. PTS #3는 안전성을 고

려하여 한번에 한개의 캡슐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 다. 제어논리회로가 비교적 

간단하므로 계전기(relay)와 시/분/초 조정 타이머로 회로를 구성하 다. 그리고 

조작은 제어기 전면부 제어판넬에서 스위치로 조작하게 되어있다. 제어기는 그림 

36과 같고 개조하기 후의 구성도과 제어회로도는 각각 그림 37과 그림 38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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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PTS #3 제어기 및 제어 판넬. 

1) 하드웨어 구성

Loader & Receiver #5

REGULATOR
ASSY-201

FLOW METER
FM-201

CONTROLLER

PTS ROOM RX HALL 

Irradiation Tube (NAA#3)

REGULATOR
ASSY-202

FLOW METER
FM-202

PS102

그림 37. PTS #3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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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어 회로도

그림 38. PTS #3의 제어 회로도.

3) 제어단자의 기능

가. Limit Switch, LS ： LS는 Loader/Receiver Door가 닫히거나 잠겼을 때

를  지적하며 Loader/Receiver에 부착되어 있다. 이 문은 위에서 설명한 

일련의 운전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닫혀져 있어야만 한다.

나. ITR ： 이 Timer는 캡슐이 Loader/Receiver를 떠나는 과정이 실패할 때 

P/D #1 으로부터의 신호를 규제한다. 이 Timer의 Preset Time은 4초이

다. 시간종료 후에 캡슐이 Loader/Receiver로 돌아왔을 때 조정회로를 열

고 (PD #1을 지났을 때) 추진기체를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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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MCR ： Master Control Relay

라. ICR ： P/D #2로 부터의 출력을 연결한다. 그래서 2TR의 전원을 유지한

다.

마. 2TR ： 이 Timer는 캡슐이 P/D #2로부터 조사관의 바닥으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시간은 캡슐이 조사관의 바닥

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듣기위해 기다리는 동안 Stopwatch와 청진기를 사

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2TR의 시간이 종료되면 연속적으로 조사시간  

(3TR)의 시간제어가 시작된다.

바. TS2 ： Toggle Switch. AUTO위치에 있을 때, Timer 3TR은 캡슐이     

 Loader/Receiver로 돌아올 때를 결정한다. HAND 위치에 있을 때, 캡슐

은 ABORT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Loader/Receiver로 돌아온다.

사. 3TR ： Irradiation Period Preset Timer. 이 Timer에 대한 Preset Time

은 수동으로 입력한다. Digital LED Display는 시간단위의 미리 정해진 

단위량으로 증가한다. 상기의 시간이 일치할 때, 캡슐은 Loader/Receiver

로 돌아온다. 이 Timer의 시간범위는 수동으로 초 단위, 분 단위 또는 시

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이외에, 소수점의 위치도 변경할 수 있다.   

 

4) 기타

가. Filter

나. Photo sensor

다. Tube clamp & bracket

라. Sensor bracket

마. Flange

바. Gasket

사. 기타 플랜트 설비에 연결되고 제거될 수 있는 장착물 및 예비 부품

아. 운반중의 보호를 위한 충전물, 포장물

자.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공구

차. 기타 Cable 및 Tie 등.

  



53

제 4 장  운전 절차 

4.1 개  요

  PTS #3는 타이머에 의하여 조사시간을 미리 설정하여 일정시간 후에 캡슐

을 회수하는 자동방식과 사용자가 스위치 조작으로 캡슐을 조사공으로 보내고, 

사용자가 원하는 때에 스위치 조작으로 회수하는 수동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운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전원 스위치 POWER ON (제어기)

2) 제어 방식 스위치 조작(HAND/AUTO 결정)

3) 캡슐 장전(Loader/Receiver) 후 문을 닫음.

     ※ Loader/Receiver 문이 닫혀있을 때 운전조작이 가능. 

4) AUTO 일 경우 타이머의 조사시간 설정

5) START 버튼을 눌러 캡슐 이송(캡슐 이동 → 조사공)

6) 캡슐 조사관 도착(조사시간 count down  → 타이머 완료)

7) AUTO mode일 경우 캡슐 Loader/Receiver 자동 도착

8) HAND mode일 경우 ABORT 버튼을 눌러 회수

9) 조사완료

10) Loader/Receiver의 문 열음

11) 캡슐 방출 → 회수함

12) 전원 스위치 POWER OFF( 제어기)

4.2 사용전 시험 (Mock-up Test)

1) 시험 1 : 캡슐의 장착

  빈 캡슐을 Loader/Receiver 문에 부착된 조사용기 장전관에 넣는다. 문을    

 닫고 잠근다. 캡슐을 ACCV(air cushion control valve)의 수동식 버튼을 돌려서 

노심의 조사관으로 보낸다. 이 때 캡슐은 모조의 조사관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2) 시험 2 : 캡슐의 이송

  조사관에 있는 ACCV(air cushion control valve)의 수동식 버튼을 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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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캡슐은 Loader/Receiver로 되돌아와야 한다.

3) 시험 3 : 캡슐의 회수

  Loader/Receiver 문을 최대한 열어준 후 문을 약간 흔들어 준다. 조사된 캡

슐은 Loader/Receiver 문에 부착된 조사용기 장진함으로부터 쉽게 떨어져야만 한

다.

4) 시험 4 : Timer의 설치 및 조정

  Preset Timer (ATC)의 앞면에 있는 두 개의 나사를 제거한다. Timer 본체

를 빼내어 단위시간을 초 또는 분으로 조정하고 조정한 Timer가 가르키고 있는 

pin 과 jumper들의 위치를 기록한다. 소숫점의 위치를  XXX.X초로 나타나도록 

Timer를 조정한다. 이런 과정은 Timer의 왼쪽에 위치한 Mylar 연결부분 내의 

해당 구멍 속에 삽입된 3개의 핀을 이용하여 한다. 나타난 소숫점을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지침은 'Vendor Data'를 참조할 것.  Timer를 처음의 위치로 다시 

장치한다.

5) 시험 5 : 시간의 조정

  Timer에 표시되는 숫자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서 Timer 전면에 있는 

세 개의 Toggle Button을 사용하여 시간을 맞춘다.

4.3 자동식 운전

1) 시험 6 

  Power key를 돌려 전원을 킨다. 호박색의 불빛이 반짝거려야 한다. Toggle 

Switch를 AUTO 위치로 조정한다.

2) 시험 7 

  START 버튼을 누른다. 캡슐은 Loader/Receiver로부터 조사관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 때, PD #1(PTS Room의 Air Cushion Control Assembly Box 내)과 

PD #2(Reactor Hall의 Air Cushion Control Assembly Box 내)의 LED가 깜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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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8 

  Preset Timer(ATC)가 작동(count down)되기 시작하기 까지 6초(캡슐이 완

전히 조사관의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가 소요될 것이다. (‘2TR의 조

절‘ 을 참조할 것 : 수동으로 조정 가능)

4) 시험 9 

  Preset된 Timer의 시간이 종료되었을 때, 캡슐은 Loader/Receiver로 되돌아 

올 것이다 (LED Display는 수동 입력의 경우와 같다)

5) 시험 10  

  Loader/Receiver Door를 열고 캡슐을 회수한다.

6) 시험 11 

  Loader/Receiver의 문이 열려있을 때 재 운전을 시작해 볼 것. 이 때 작동되

지 않아야 한다.

4.4 수동식 운전

1) 시험 12 

  Loader/Receiver안에 캡슐을 넣고 문을 닫는다. Toggle Switch를 HAND 위

치로 조정한다. START 버튼을 누른다. 캡슐은 조사관으로 가야만 한다. 

 

2) 시험 13  

  HAND로 운전할 때는 Preset Timer (ATC)는 사용하지 않는다. 원하는 조

사시간을 결정하기 위해 손목시계 또는 Stopwatch를 사용한다. Loader/Receiver

로 캡슐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ABORT 버튼을 래빗이 도착할 때 까지 계속 

누르고 있어야 한다.

4.5 제어 논리

1) PD #1 : 캡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sensor. 캡슐을 보낼 때는 B접점이기 때

문에 반응이 없다가 캡슐이 돌아올 때 센서감지를 해서 압력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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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imit Switch, LS ： LS는 Loader/Receiver Door가 닫히거나 잠겼을 때를 

지적하며 Loader/Receiver에 부착되어 있다. 이 문은 위에서 설명한 일련의 운전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닫혀져 있어야만 한다. 또한 이 문이 열려서 Limit 

switch 접점이 붙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는다.

3) ITR ： 이 Timer는 캡슐이 Loader를 떠나는 과정이 실패할 때 P/D #1 으

로 부터의 신호를 규제한다. 이 Timer의 Preset Time은 4초이다. 시간 종료 후

에 캡슐이 Loader/Receiver로 돌아왔을 때 조정회로를 열고 (PD #1을 지났을 

때) 추진기체를 차단한다.

4) MCR ： Master Control Relay. 메인 조정 릴레이

5) ICR ：P/D #2로 부터의 출력을 연결한다. 그래서 2TR의 전원을 유지한다.

6) 2TR ： 이 Timer는 캡슐이 P/D #2로부터 Pool End의 바닥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이 시간은 캡슐이 Pool Tube의 바닥

으로 떨어지는 소리를 듣기위해 기다리는 동안 Stopwatch와 청진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2TR의 시간이 종료되면 연속적으로 조사시간(3TR)의 시간제

어가 시작된다.(2TR의 설정시간 종료 후 3TR의 타이머가 동작한다.)

7) TS2 ： Toggle Switch. AUTO위치에 있을 때, Timer 3TR은 캡슐이 

Loader /Receiver로 돌아올 때를 결정한다(자동).  HAND 위치에 있을 때, 캡슐

은 ABORT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Loader/Receiver로 돌아온다(수동).

8) 3TR ： Irradiation Period Preset Timer. 이 Timer에 대한 Preset Time은 

수동으로 입력한다. Digital LED Display는 시간단위의 미리 정해진 단위량으로 

증가한다. 상기의 두 시간이 일치할 때, 캡슐은 Loader/Receiver로 돌아온다. 이 

Timer의 시간범위는 수동으로 초 단위, 분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조정할 수 있

다. 이외에, 소수점의 위치도 변경할 수 있다.

9) 4TR :  ITR의 4초 설정이 부족하여 추가로 1∼2초 정도 처음 PD #1의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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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 발사 시간을 연장해 준다. 

4.6 제어기 운전 절차

1) 수동식 : 전원ON → Loader/Receiver Door에 캡슐삽입 후 뚜껑 닫음 →토

S/W HAND위치 → START버튼 누름 →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압력분출해서 

캡슐이 발사되고 PD #1에서 캡슐 통과를 감지해서 약 4∼6초 후 PD #2를 통과

하면서 압력분출 정지 → 약 3초정도 PD #2통과 후 천천히 조사관으로 낙하 삽

입 → 조사관에 캡슐 도착 → 일정 조사시간 후 ABORT버튼 누름 → 캡슐이 다

시 조사관에서 Loader/Receiver 로 돌아옴 → PD #1을 통과하면서 압력인출 정

지→ 캡슐도착. 

2) 자동식 : 전원ON → Loader/Receiver Door에 캡슐삽입 후 뚜껑 닫음 →토

S/W AUTO 위치 → START버튼 누름 →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압력분출해

서 캡슐이 발사되고 PD #1에서 캡슐통과를 감지해서 약 4∼6초 후 PD #2를 통

과하면서 압력분출 정지 → 약 3초정도 PD #2 통과 후 천천히 조사관으로 낙하 

삽입 → 조사관에 캡슐 도착 → 다시 설정시간 경과 후 ABORT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캡슐이 조사관에서 Loader/Receiver 로 돌아옴 →  PD #1을 통

과하면서 압력인출 정지 → 캡슐도착. 

4.7 제어회로 운전 절차

1) 수동식

HAND 위치 → START 버튼 → 1TR, MCR 동작 → 캡슐이 PD #1, PD #2 

통과→ 1CR, 2TR, 4TR 동작 → ABORT 버튼 누름 →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

안은 계속 인출.

2) 자동식

AUTO 위치 → START 버튼 → 1TR, MCR 동작 → 캡슐이 PD #1, PD #2 

통과 → 1CR, 2TR, 4TR 동작 → 2TR 설정시간 후 자동으로 3TR동작 → 3TR 

설정시간 동작 후 캡슐이 조사관에서 Loader/Receiver 로 돌아옴 →  PD #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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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면서 압력인출 정지 → 캡슐도착 → MCR off.

4.8 비정상 수동운전 절차

  PTS 실의 Controller 또는 원자로 홀의 제어계통의 고장으로 인하여 압력기

체가 자동으로 공급되지 못하여 캡슐이 인출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정상 

수동 인출 시스템을 설치하 으며 그림 39에 구성도를 나타냈다.

 

1) 운전 절차

가. 질소탱크의 배기 밸브를 잠금다. 

나. 셔틀밸브 상단의 클램프를 푼다.

다. 설치되어 있는 비상 인출라인을 셔틀밸브 상단과 연결한다. 

라. 지소탱크의 압력계를 0.1 bar 로 조정한다

마. 질소탱크의 배기 밸브를 연다.

바. 비상 인출라인의 Manual 밸브를 수동으로 연다. 이때 과다한 질소가 투입  

   되지 않도록 1∼2초 정도 열고 닫음을 반복한다. 

    

2) 수동인출 라인 연결도  

그림 39. 비정상 수동 인출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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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방사선 안전관리 

5.1 작업절차

  가. 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에 따르며, 방사선 관리실과 사전 협의하여 작업을 수행하 다.

  나. 방사선 관리실에서는 철거 전에 원자로 홀의 PTS #1, 2 라인 주위와      

    PTS실을 간접표면 오염검사법(Smear)으로 방사선 준위를 측정하여 철거  

    전후에 발생 할 수 있는 오염에 대비하 다. 

  다. 철거 작업 중 관 내부에 잔류하는 방사화 된 공기가 누출되는 것을 검사하  

   기 위하여 작업현장의 공기채집을 하 다.

  라. 작업 중에도 방사선 관리실에서는 계속 Monitoring하여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 다.

5.2 방사선 감시 및 차폐

   재설치 후 동일한 방법으로 방사선 준위를 측정하 으며 철거 전과 설치 후

의 측정값을 비교해 본 결과 오염이 발생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하 다. 부록 2

와 부록 3에 PTS #3 철거 전․후의 원자로 실내의 PTS 주변의 방사선 검사 

내용과 공기중의 방사선 측정결과를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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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시운전 및 성능시험 

6.1 캡슐 이송시험

    PTS #3의 이송시험은 정확한 이송시간과 이송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며, 긍극적으로 정확한 시료 캡슐의 조사시간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방법

은 Loader/Receiver 로부터 캡슐을 조사관으로 보낼 때 출발 신호에서 조사관 바

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감지하여 캡슐의 인입시간을 측정하며, 다시 조사관으로부

터 Loader/Receiver로 회수할 때 걸리는 시간을 stopwatch로 측정하 다. 따라서 

시험자는 PTS실과 원자로 홀에 각각 2명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 시험을 수행하

으며 상호 신호를 보내기 위해 워키토키를 이용하 다. 이송시험은 단계별로 

수동 및 자동운전에 의한 전 구간 및 정 측정을 위한 구간별 이송시간을  측정

하면서 캡슐의 이송 여부를 확인하 다. 4차에 걸친 단계별 시험 후, PTS의 결

함 또는 비정상 상태를 확인하 으며, 수정 보완하여 다음 단계 시험을 진행하

다. 추가로 캡슐에 시료가 있을 때를 가정하여 무게의 차이에 의한 이송속도의 

변화를 조사하 다.

1)  1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

가. 시험일 : 2005년 1월 27일 10:00 - 15:00

나. 시험자 :  백성열, 김선하(원자력연구소), 이진형, 김해성, 안정석(데콘)

다. 원자로 출력 : 운전정지

라. 시험방법 : 수동 및 자동운전에 의한 전구간 이송시간 측정 및 이송 여부 확인.

마. 질소 압력 : 원자로 홀(0.75bar), PTS 실(0.85bar)

바. 이송시간 단위 : 초

사. 시험 결과

①  22회 시험 중 17회 이송 확인됨.(조사관 입구에서 걸림 현상 일어남)

② 17회 시험한 것 중 3회는 원자로 홀 센서의 미작동에 의한 것임.

③ 센서 감도조절 후 정상 작동함.

2)  2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

가. 시험일 : 2005년 1월 28일 10:0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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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험자 :  백성열, 김선하(원자력), 이진형, 김해성, 안정석(데콘)

다. 원자로 출력 : 운전정지

라. 시험방법 : 수동 및 자동운전에 의한 전구간 이송시간 측정 및 이송 여부 확인.

마. 질소 압력 : 원자로 홀(0.75bar), PTS 실(0.85bar)

바. 이송시간 단위 : 초

사. 시험 결과

① Manual과 Auto로 각각 10회 씩 이송시험을 하 으며 모두 이송확인됨.

② 특이 사항 없음.

표 1. 1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결과.

Cap. No 수동(인입) 수동(인출) 이송확인 비       고

1 12.49 3.48 O

2 10.84 3.41 O

3 11.13 3.51 O

4 11.42 3.44 O

5 6.41 3.45 X 센서 미작동

6 10.42 3.49 O 

7 5.74 3.24 X 센서 미작동

8 6.37 3.24 X 센서 미작동(감도조절)

9 10.97 3.41 O 

10 10.79 3.40 O 

11 - 2.52 X 미확인

12 10.27 3.45 O 

13 11.59 3.4 O 

14 - 2.52 X 미확인

15 11.11 3.27 O 

16 - 2.49 X 미확인

17 11.00 3.51 O 

18 11.06 3.49 O 

19 11.06 3.40 O 

20 - 2.57 X 미확인

21 - 2.50 X 미확인

22 10.38 3.27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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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결과.

Cap. No 수동(인입) 수동(인출) 자동(인입) 자동(인출) 이송 확인

1 10.60 3.55 10.62 3.09 O

2 11.25 3.35 10.69 3.18 O

3 11.27 3.59 10.66 3.27 O

4 10.88 3.38 10.47 2.93 O

5 10.74 3.42 10.41 3.16 O

6 11.25 3.48 10.51 3.30 O

7 10.70 3.49 9.96 3.22 O

8 10.48 3.42 10.24 3.25 O

9 10.74 3.48 10.59 3.24 O

10 10.48 3.56 10.59 3.21 O

Average 10.84 3.47 10.47 3.19 O

3)  3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

가. 시험일 : 2005년 1월 28일 13:00 - 18:00

나. 시험자 :  백성열, 김선하(원자력), 이진형, 김해성, 안정석(데콘)

다. 원자로 출력 : 정지

라. 시험방법 : 수동 및 자동운전에 의한 구간별 이송시간 측정 및 이송 여부 확인.

마. 질소 압력 : 원자로 홀(0.75bar), PTS 실(0.85bar)

바. 이송시간 단위 : 초

사. 시험 결과

① Manual과 Auto로 각각 20회씩 이송시험을 하 으며 모두 이송확인 됨.

② 특이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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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3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결과.

Cap. No
Loader →조사공 센서→조사공

이송확인
수동(인입) 수동(인출) 자동(인입) 자동(인출) 수동 자동

1 10.44 2.39 9.21 3.12 8.23 7.55 O

2 10.13 3.47 9.21 3.30 8.27 7.56 O

3 10.13 2.85 9.25 3.15 8.28 7.55 O

4 10.47 3.51 9.27 3.19 8.35 7.56 O

5 10.47 2.30 10.09 3.13 8.35 7.73 O

6 10.28 3.41 9.99 3.19 8.20 7.73 O

7 10.06 2.41 10.00 3.31 7.98 7.73 O

8 10.09 2.33 10.16 3.25 7.84 7.84 O

9 9.99 3.31 10.17 3.18 7.43 7.84 O

10 9.71 3.39 10.07 3.00 7.97 7.84 O

11 9.85 3.49 9.99 3.25 7.68 7.85 O

12 9.88 3.40 9.87 3.21 7.68 7.75 O

13 10.09 3.56 9.95 3.29 7.95 7.59 O

14 9.77 3.33 9.92 3.25 7.65 7.71 O

15 9.84 3.45 9.92 3.25 7.74 7.71 O

16 9.93 3.5 9.24 3.13 7.63 7.71 O

17 9.88 3.37 9.44 3.35 7.57 7.47 O

18 10.14 3.42 9.72 3.13 7.80 7.56 O

19 10.14 3.66 9.83 3.19 8.03 7.76 O

20 9.96 3.33 9.90 3.19 7.65 7.85 O

평균 10.06 3.19 9.76 3.20 7.91 7.69 O

4)  1, 2, 3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 시험 종합

가. 시험일 : 2005년 1월 27 - 28일 13:00 - 18:00

나. 시험자 :  백성열, 김선하(원자력), 이진형, 김해성, 안정석(데콘)

다. 원자로 출력 : 운전 정지

라. 시험방법 : 수동 및 자동운전에 의한 전구간, 구간별 이송시간 측정 및 이  

       송 여부 확인.

마. 질소 압력 : 원자로 홀(0.75bar), PTS 실(0.85bar)

①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 결과

  ㉮ 27일 시험에서 총 22회 이송시험 중 17회 이송 확인됨. 

   - 원인 : 조사관과 PE관 연결부분의 결함에 의한 캡슐의 걸림 현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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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함.

  ㉯ 28일 시험에서 50회 이송시험에서 모두 이송 확인됨.

     - 이송 및 인출 조건은 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됨.

② 캡슐 이송 및 인출 평균 측정시간

  ㉮ 이송 시간은 Manual : 10.06초, Auto : 9.76초로 평균은 9.91초이었다.

  ㉯ 인출 시간은 Manual : 3.19초, Auto : 3.20초로 평균은 3.20초이었다.

표 4. 캡슐 이송 및 인출 평균 측정시간.

Loader → 조사공 센서 → 조사공

수동(이송) 수동인출) 자동(이송) 자동(인출) 수동 자동

10.06 3.19 9.76 3.20 7.91 7.69 

③ 래빗 이송이 되지 않는 원인

㉮ 이송관과 조사관 연결부분에서 캡슐이 걸리어 속도가 급격히 줄어듬.

㉯ 테프론으로 연결관을 만들기로 함.

5)  4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 정 시험

가. 시험일 : 2005년 2월 18일 10:00 - 12:00

나. 시험자 :  백성열, 김선하(원자력), 이진형, 김해성, 안정석(데콘)

다. 원자로 출력 : 운전정지

라. 시험방법 : 캡슐 이송의 결함을 보완한 후, 수동 및 자동운전에 의한 구간  

       별 이송시간 측정 및 이송 여부 확인.

마. 질소 압력 : 원자로 홀(0.75bar), PTS 실(0.85bar)

바. 캡슐 상태 : 비었음

라. 이송시간 단위 : 초

사. 시험 결과

① Manual과 Auto로 각 30회 조사했는데 모두 조사됨.

② 조사관 입구에 테프론 연결관 설치.

③ 특이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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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결과.

No
Loader →조사공 Loader → 센서

캡슐 도착(A)과   Auto Timer 작동 시작시

간(B)

M(이송) A(이송) 수동 자동 도착음 들리는 순서 실험조건

1 9.31 8.70 1.56 1.75 

A-B

(약간 차이)

1TR : 4 sec

2TR : 7 sec

Delay Time : 1.2 sec

이송압력 : 0.75bar

2 9.03 9.08 1.68 1.75 

3 8.70 8.38 1.56 1.56 

4 8.62 8.25 1.55 1.27 

5 8.84 8.73 1.52 1.72 

6 9.01 8.73 1.66 1.16 

7 8.55 8.20 1.44 1.51 

8 8.67 8.35 1.47 1.66 

9 9.01 8.56 1.75 1.71 

10 8.84 8.80 1.60 1.75 

11 9.09 8.80 1.68 1.75 

12 8.75 8.77 1.77 1.71 

13 8.80 8.58 1.78 1.71 

14 8.84 8.51 1.65 1.69 

15 8.71 8.62 1.67 1.71 

16 8.71 8.54 1.56 1.85 

A-B

(약간차이)

1TR : 4 sec

2TR : 6 sec

Delay Time : 1.2 sec

이송압력 : 0.75bar

17 8.53 9.01 1.56 2.18 

18 8.73 9.14 1.63 1.81 

19 8.91 8.57 1.66 1.81 

20 8.63 8.59 1.63 1.14 

21 8.88 9.01 1.70 1.63 

22 8.77 8.47 1.58 1.63 

23 8.58 9.00 1.72 1.71 

24 8.70 8.70 1.72 1.23 

25 8.70 8.62 1.72 1.77 

26 8.53 8.65 1.71 1.34 

27 8.60 8.50 1.83 1.32 

28 8.69 8.50 1.74 1.28 

29 8.69 8.24 1.93 1.70 

30 8.73 8.24 1.93 1.70 

Average 8.77 8.63 1.67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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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차 무게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

가. 시험일 : 2005년 2월 18일 13:00 - 15:00

나. 시험자 :  백성열, 김선하(원자력), 이진형, 김해성, 안정석(데콘)

다. 원자로 출력 : 운전정지

라. 시험방법 : 캡슐 이송의 결함을 보완한 후, 수동 및 자동운전에 의한 구간  

       별 이송시간 측정 및 이송 여부 확인.

마. 질소 압력 : 원자로 홀(0.75bar), PTS 실(0.85bar)

바. 캡슐 무게 : 10 g

라. 이송시간 단위 : 초

사. 시험 결과

① 모두 이송 확인됨.

② 특이 사항 없음.

표 6. 5차 무게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결과.

No

Loader →조사

공
Loader → 센서

캡슐 도착(A)과  Auto Timer 작동 시작 시

간(B)

수동
자동

(인입)
수동 자동 도착음 들리는 순서 실험조건

1 7.45 1.65 

A-B

(B가 약간 빠르나

 거의 동시)

1TR : 4 sec

2TR : 5 sec

Delay Time : 1.2 sec

이송압력 : 0.75bar

2 7.50 1.63 

3 7.55 1.60 

4 7.40 1.73 

5 7.63 1.63 

6 7.39 1.56 

7 7.64 1.67 

8 7.85 1.68 

9 7.52 1.67 

10 7.65 1.69 

11 7.58 1.95 

12 7.59 1.54 

13 7.66 1.76 

14 7.54 1.70 

15 7.60 1.67 

Averag

e
7.57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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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차 무게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

가. 시험일 : 2005년 2월 18일 15:00 - 18:00

나. 시험자 : 문종화, 백성열, 김선하(원자력), 이진형, 김해성, 안정석(데콘)

다. 원자로 출력 : 운전정지

라. 시험방법 : 캡슐 이송의 결함을 보완한 후, 수동 및 자동운전에 의한 구간  

       별 이송시간 측정 및 이송 여부 확인.

마. 질소 압력 : 원자로 홀(0.75bar), PTS 실(0.85bar)

바. 캡슐 무게 : 10 g

사. 이송시간 단위 : 초

아. 시험 결과

① 모두 이송 확인됨.

② 특이 사항 없음.

8)  7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

가. 시험일 : 2005년 2월 18일 15:00 -18:00

나. 시험자 : 문종화, 백성열, 김선하(원자력), 이진형, 김해성, 안정석(데콘)

다. 원자로 출력 : 운전정지

라. 시험방법 : 캡슐 이송의 결함을 보완한 후, 수동 및 자동운전에 의한 구간  

       별 이송시간 측정 및 이송 여부 확인.

마. 질소 압력 : 원자로 홀(0.75bar), PTS 실(0.85bar)

바. 캡슐 무게 : 비었음

사. 이송시간 단위 : 초

아. 시험 결과

① 모두 이송 확인됨.

② 특이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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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6차 무게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결과.

No
Loader →조사공 Loader → 센서

캡슐 도착(A)과 Auto Timer 작동 시작시간

(B)

M(인입) A(인입) 수동 자동 도착음 들리는 순서 실험조건

1 7.44 7.20 1.63 1.79 

A-B(거의 동시)

1TR : 4 sec

2TR : 5 sec

Delay Time : 1.2 

sec

이송압력 : 0.75bar

2 7.27 7.41 1.62 2.05 

3 7.27 7.13 1.63 1.65 

4 7.32 7.14 1.49 1.85 

5 7.50 7.28 1.48 1.82 

6 7.25 7.08 1.48 1.87 

7 7.46 7.02 1.62 1.65 

8 7.34 7.09 1.62 1.90 

9 7.38 6.89 1.64 1.62 

10 7.34 7.00 1.65 1.65 

11 7.41 7.21 1.61 1.67 

12 7.44 7.30 1.69 1.84 

13 7.82 7.20 1.69 1.82 

14 7.54 7.48 1.70 1.82 

15 7.62 7.38 1.62 1.65 

16 7.36 1.65 

17 7.38 1.65 

18 7.40 1.55 

19 7.58 1.55 

20 7.49 1.74 

21 7.24 1.81 

22 7.16 1.66 

23 7.24 1.69 

24 7.06 1.65 

25 7.08 1.76 

26 7.13 1.79 

27 7.18 1.78 

28 7.26 1.70 

29 7.36 1.77 

30 7.32 1.85 

Average 7.35 7.19 1.66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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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7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결과.

No

Loader →조사

공

수동(인입)

Loader → 센서

수동(인출)
도착음 들리는 순서 실험조건

1 8.84 1.53 

A-B(2초 후)

1TR : 4 sec

2TR : 5 sec

Delay Time : 1.2 

sec

이송압력 : 0.75bar

2 8.94 1.56 

3 8.43 1.54 

4 8.90 1.55 

5 8.85 1.34 

Average 8.79 1.50 

9)  8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

가. 시험일 : 2005년 2월 18일 15:00 -18:00

나. 시험자 : 문종화, 백성열, 김선하(원자력), 이진형, 김해성, 안정석(데콘)

다. 원자로출력 : 운전정지

라. 시험방법 : 캡슐 이송의 결함을 보완한 후, 수동 및 자동운전에 의한 구간  

       별 이송시간 측정 및 이송 여부 확인.

마. 질소 압력 : 원자로 홀(0.75bar), PTS 실(0.85bar) 

바. 이송시간 단위 : 초

사. 시험 결과

① 모두 이송 확인됨.

② 특이 사항 없음.

10)  9차 무게별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

가. 시험일 : 2005년 5월 20일 14:40 - 00:00

나. 시험자 : 김선하(원자력), 백성열, (주)데콘

다. 원자로 출력 : 운전정지

라. 시험방법 : 캡슐 이송의 결함을 보완한 후, 자동운전에 의한 구간별 이송  

       시간 측정 및 이송 여부 확인.

마. 질소 압력 : 원자로 홀(0.75bar), PTS 실(0.75bar)

바. 캡슐 무게 : 0, 5, 1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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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이송시간 단위 : 초

아. 시험 결과

① 캡슐이송 시 가끔 타이머가 멈추는 경우가 있었음. 

  - 릴레이의 향으로 보이며 정  수리함.

② ACCV 배기 라인 교체 및 청소

  - 15 μ Sv 수준에서 1 μ Sv 정도로 떨어짐.

표 9. 8차 빈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결과.

Cap. No
조사공→ Loader

수동(인출)-빈캡슐 수동(인출)-5 g 수동(인출)- 10g

1 3.66 3.24 3.48 

2 3.74 3.41 3.47 

3 3.79 3.23 3.38 

4 3.47 3.34 3.38 

5 3.54 3.31 3.35 

6 3.54 3.27 3.41 

7 3.56 3.38 

8 3.49 3.49 

9 3.50 3.41 

10 3.63 3.45 

11 3.58 3.31 

12 3.80 3.63 

13 3.58 3.33 

14 3.46 3.36 

15 3.46 3.52 

16 3.63 

17 3.59 

18 3.51 

19 3.56 

20 3.52 

21 3.44 

22 3.25 

23 3.48 

24 3.43 

25 3.49 

26 3.49 

27 3.59 

28 3.45 

29 3.53 

30 3.52 

31 3.54 

32 3.55 

33 3.54 

34 3.54 

Average 3.54 3.30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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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9차 무게별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결과.

No

Loader→조사공 Loader→ 센서 센서→ 조사공 조사공→Loader

비고

0g 5g 10g 0g 5g 10g 0g 5g 10g 0g 5g 10g

1 8.27 8.24 7.58 1.77 1.75 1.73 6.50 6.49 5.85 3.20 3.14 2.95 
<실험조건>

- 1TR : 4 sec

- 2TR : 5 sec

- Delay Time 

: 1.2 sec

- 이송압력 : 

0.75bar

-빈캡슐은 
Timer가 작동과 
동시에 정확히 
도착함.

-5g 캡슐에서 
Timer 작동 
0.3초전 도착함.

-10g 캡슐에서 
Timer 작동 
1초전 도착함.

2 7.77 7.67 7.79 1.74 1.91 1.75 6.03 5.76 6.04 3.09 3.16 3.09 

3 8.41 7.64 7.01 1.97 1.74 1.69 6.44 5.90 5.32 3.11 3.09 3.14 

4 8.29 7.73 6.95 1.75 1.75 1.80 6.54 5.98 5.15 3.14 3.02 2.99 

5 8.27 7.94 6.76 1.88 1.75 1.77 6.39 6.19 4.99 3.02 3.09 2.99 

6 8.32 7.52 6.95 1.85 1.89 1.78 6.47 5.63 5.17 2.99 3.00 2.89 

7 8.24 7.60 6.95 1.84 1.90 1.69 6.40 5.70 5.26 2.91 3.12 3.01 

8 8.29 7.57 7.00 1.77 1.69 1.73 6.52 5.88 5.27 3.07 2.83 3.31 

9 8.20 7.90 7.15 1.74 1.69 1.75 6.46 6.21 5.40 2.96 2.96 2.77 

10 8.33 7.59 7.00 1.92 1.67 1.75 6.41 5.92 5.25 3.14 3.01 3.00 

평균 8.24 7.74 7.11 1.82 1.77 1.74 6.42 5.97 5.37 3.06 3.04 3.01 

S.D 0.17 0.22 0.32 0.08 0.09 0.04 0.14 0.26 0.33 0.09 0.10 0.15 

- 참고 : 

   1) 시료무게 5g 이하는 캡슐이송시간이 8초이므로 매분 52초에 시작    

            버튼을 누르면 00초에 타이머가 작동됨.

   2) 시료무게 5g에서는 시료의 도착시간이 타이머의 작동시간보다 0.3초  

            빠름.

   3) 시료무게 10g에서는 시료의 도착시간이 타이머의 작동시간보다 약 1  

            초 빠름.

11)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 최종결과

가. 이송 및 인출 압력이 0.75bar이면 100% 이송 및 인출되는 것을  

확인하 다.  

나. 캡슐 이송 평균시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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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합 결과

① 캡슐의 이송과 인출은 정상적임.

② PTS #2 controller의 1TR, 2TR 및 delay time의 Setting 시간은 표 

13에 따라 

      조정하면 정확함.

표 11. PTS #3 controller의 캡슐 이송 및 인출시험 최종결과.

캡슐 무게 1 TR 2 TR D.T 이송 시간 도착음 감지

빈 캡슐 4 sec 7 sec 1.2 sec 8.77 sec A-B

빈 캡슐 4 sec 6 sec 1.2 sec 8.77 sec B-A

5 g 캡슐 4 sec 5 sec 1.2 sec 8.77 sec B-A(거의 동시)

10 g 캡슐 4 sec 5 sec 1.2 sec 8.77 sec A-B(거의 동시)

빈 캡슐 4 sec 5 sec 1.2 sec 8.77 sec A-B(2초 후)

6.2 조사관 부식 조사

 

 PTS #3의 제염, 이송시험 단계를 거쳐 특성시험 과정에서 캡슐을 인출할 

때 백색 가루가 함께 인출되어 조사관 내부의 부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 다.

1) 1차 부식조사 

가. 조사 조건 및 방법

① 조사일시 : 2005년 3월 2일 09:30

② 시험자 : 김선하, 정용삼

③ 조사목적 : 조사관 내 부식물 성분분석 및 방사선량 측정.  

④ 원자로 출력 : 운전(30MW)

⑤ 조사내용 : 캡슐을 연속으로 5회 인입/인출함.

㉮ 1차 조사 : 5초 조사시킨 후 인출 - 백색가루 나옴.  

㉯ 2차 조사 :  5초 조사시킨 후 인출 - 백색가루 나옴(1차 보다 적음). 

㉰ 3차 조사 :  5초 조사시킨 후 인출 - 백색가루 나옴(2차 보다 적음).  

㉱ 4차 조사 : 10초 조사시킨 후 인출 - 백색가루 약 170 mg 나옴.



73

                                     (방사선량 조사 : 5 mSv/h)

㉲ 5차 조사 : 10초 조사시킨 후 인출 - 백색가루 약 100 mg 나옴.

                                     (방사선량 조사 : 5 mSv/h)

나. 검토 사항

① 1차 성능시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상황임.

② 백색가루는 조사관의 부식으로 추정됨.

    (성분분석 결과와 Al 6061 성분의 비교)

③ 백색가루는 1차 조사 때보다 5차 조사 때 적게 나왔으며, 5,6차 인출시  

         의 방사선량은 5 mSv/h로 추정함.

 

표 12. 1차 조사관 백색가루의 성분분석 결과(INAA). 

시     료 조사시간 검출 핵종 

 빈 캡슐 1 5초  Al. Mg, Mn, Na, Cl, 

 빈 캡슐 2 5초  Al. Mg, Mn, Na, Cl, 

 Receiver 바닥 휴지 5초  Al. Mg, Mn, Na, Ti, Br, Zn, Co, Ga 

 백색가루 (171.1mg) 10초  Mn, Na, Ti, Br, Zn, Co, Ga, 

 캡슐 + 백색가루 10초  Ti, Br, Ga, Mn, Na, Cl, 

2) 2차 부식조사 

      가. 조사 조건 및 방법

① 조사일시 : 2005년 3월 8일 09:30

② 시험자 : 정용삼, 김선하 

③ 조사목적 : 1차 시험결과에 따른 조사관 부식 원인 정 조사  

④ 원자로 출력 : 원자로 정지

⑤ 조사내용 : 캡슐을 연속으로 7회 인입/인출함.

㉮ 1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100 mg 정도 나옴 

㉯ 2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100 mg 정도 나옴

                     - 바닥 및 Loader 가루 수거(바닥 1, 2차로 표기) 

㉰ 3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50 mg 정도 나옴  

㉱ 4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50 mg 정도 나옴 

                     - 바닥 및 Loader 가루 수거(바닥 3, 4차로 표기) 

                     - 가루 양이 줄어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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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10 mg 나옴

㉳ 6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50 mg 나옴

                     - 바닥 및 Loader 가루 수거(바닥 5, 6차로 표기) 

㉴ 7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거의 나오지 않음

                     - 바닥 잔유물 : 1, 2차 조사후 바닥에 남아 있는 잔유물  

                        수거 

 표 13. 2차 조사관 백색가루의 방사선량 측정결과(INAA).

       시

료     원

소

백색가루 측정값,  DPS at IRR

1차 2차 3차 4차 차 6차 7차

Br-82 1637 870 343 59.1 59.7 79.2 37.6

Co-60 734 372 101 13.4 26 38.9 14.2

Cr-51 22000 9822 2561 659 538 689 329

Fe-59 417 188 38.0 16.2 16.2 26.8 13.1

Ga-72 4397 1972 477 195 133 138 42.7

Na-24 1680 1149 271 54.2 62 75 71.1

Sc-46 71.5 39.7 16.2 0 0 0 0

Zn-65 1160 865 187 39.3 59.6 58.9 9.12

표 14. 2차 조사관 캡슐의 방사선량 측정결과(INAA).

       시

료     원

소

캡슐 표면 측정값,  DPS at IRR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Br-82 197.3 353 167.5 79.79 71.21 116.8 86.34

Co-60 49.5 64.51 29.62 12.17 5.275 11.77 15.83

Cr-51 1532 990 598 155.3 130.9 201.4 246.1

Fe-59 154.7 305.1 125.5 59.94 36.84 156.1 66.84

Ga-72 303 171.9 143.9 37.98 38.12 19.77 37.7

Na-24 432.3 753.8 312.6 254.6 474.8 364 388.5

Sc-46 - - - - - - -

Zn-65 126.9 538 82.06 52.62 54.72 72.25 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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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2차 조사관 loader 바닥가루의 방사선량 측정결과(INAA).

            시

료    

 원소

loader 바닥가루 측정값,  DPS at IRR

1+2차 3+4차 5+6차 바닥 잔유물

Br-82 397 7.41 117

Co-60 249 16.6 543

Cr-51 5531 439 93.6 8492

Fe-59 103 9.37 157

Ga-72 389 20.7 182

Na-24 398 12.9 120

Sc-46 28.6 3.61 52.7

Zn-65 407 39.3 950

※시료는 총 18개(1차에서 7차까지 조사된 캡슐을 하나의 비닐에 받아 캡슐과

  가루를 분리하여 시료 14개, 바닥 및 잔유물 시료 4개)  

표 16. 2차 조사관 인출물의 방사선량 측정결과(INAA).

      시

료   원

소

전 인출물 측정값,  DPS at IRR

시료 1 

(가루+래빗)

시료 2

 (가루+래빗)

시료 3

(가루+래빗)

시료 4

 (가루+래빗)

시료 5

 (가루+래빗)

시료 6

 (가루+래빗)

시료 7 

(가루+래빗)

Br-82 1834 1223 510 139 131 196 124

Co-60 784 437 131 25.6 31.2 50.7 30.0

Cr-51 23532 10812 3159 814 669 890 575

Fe-59 572 493 164 76.1 53.1 183 79.9

Ga-72 4700 2144 621 233 171 157 80.4

Na-24 2112 1903 583 309 537 439 459

Sc-46 71.5 39.7 16.2 0 0 0 0

Zn-65 1287 1403 271 91.9 114 131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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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2차 조사횟수에 따른 조사관 잔류물의 방사선량 변화.

 나. 검토사항

  1) 백색가루는 조사를 여러번 할수록 줄어듦.

  2) 운전 정지 중에도 백색가루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부식이 계속 진행 중  

     인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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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차에서 7차까지 연속 조사 시 백색가루의 양은 일정하게 줄어들지 않았  

    으나 방사선량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상관성이 적었음. 즉, 조사관 내의  

    캡슐 이송조건에 따라 가루가 나오는 양의 변동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4) 백색가루의 일부는 배기관으로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Rx 내 배기관  

    및 PTS Room의 배관 및 ACCV를 Survey 하 으며, Rx이송관 및 

ACCV      는 Backgroung 값을 나타내어 가루의 배출이 없었으나 PTS실의 

ACCV에      서는 7.81 μSv/h 로 측정되었고 배기라인에서 가루의 일부가 

방출되어       쌓인 것으로 추정됨.

마. 백색 가루 무게

   

     횟수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무게 340g 125g 18g 약간 있음

  3) 1차, 2차 조사관 부식조사의 평가

  가. 원자로 운전 중 시험

     - 1차 성능실험은 30 MW의 운전중 5차례 실시하 는데 양의 다소의 

차         이는 있을지라도 백색가루가 계속하여 나오며 가장 많이 백색가루

가          나온 량은 170 mg 정도임.

     - 조사관의 부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나. 원자로 정지 중 시험

     - 2차 성능실험은 운전 정지 중 7차례 실시하 는데 백색가루가 나오며  

       양은 1차 조사 때는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 3월 2일 1차 실험 5회 조사 때 가루가 나오지 않았음. 따라서 조사공  

       에 남아 있던 가루가 모두 나왔다고 판단한다면 3월 8일 2차 실험 때  

       까지 부식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조사관에 남아있던 가루가 나온  

       것도 배제할 수 없음.

   

    다. PTS #3(NAA #3) 조사관 사양

     - 최초 설치 : 1995년(하나로 가동 전)

     - 설치 위치 : 노심으로부터 서쪽으로 471.53 mm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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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질 : Al 6061(성분비 : Al이 주성분임. Mg(08-1.2%), Si(0.4-0.8%),   

   

             Cr(0.15-0.4%), Cu(0.27%), Fe(0.7% 이하), Mn(0.15 이하), Cr 

             (0.04-0.35%), Ti(0.15%이하), Zn(0.25% 이하) 

     - 관 Size : (OD/ID) 28.58/26.1 mm

     - Neutron Flux : 8.63E13(Reactor power 20 MWt 기준)

     - 현재까지의 상태 : 하나로 가동(‘95년) 이후 계속 사용하다가 2001년 7  

         월 26일 이후 사용을 중지하 으며, 동년 9월 24일 조사공에서 발생하  

         는 방사화 된 공기가 굴뚝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조사공과 PE관 사이를  

          막음판을 이용하여 폐쇠함. 

       조사관은 하나로 노심에 설치되어 운전 중에는 계속 중성자 조사의 향  

         을 받음.  

    라. 문제점

    운전 중 또는 정지 중에 캡슐 이송 및 인출 실험을 하면 조사관의 부식가  

      루로 추정되는 백색 가루가 나옴.

    ※ 1차, 2차 실험 전 캡슐의 이송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운전 정지 중 약  

         300 번 이상의 이송 및 인출 실험을 수행함.  

  4) 3차 조사관 부식시험

    가. 조사 조건 및 방법

① 조사일시 : 2005년 3월 15일 09:30

② 시험자 : 김선하, 정용삼

③ 조사목적 : 조사관 부식 원인 조사

④ 원자로 출력 : 운전정지

⑤ 조사내용 : 캡슐을 연속으로 5회 인입/인출함.

㉮ 1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나옴  

㉯ 2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나옴  

㉰ 3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나옴

㉱ 4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나옴

㉲ 5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나옴

㉳ 6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나옴(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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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차 조사 : 빈 캡슐로 10초 조사시킴 - 백색가루 나옴(약간)

 표 17. 3차 조사관 백색가루의 성분분석 결과(INAA). 

시     료 조사시간 검출핵종

 래빗 + 백색가루 10 초  Cr, Ga, Co, Zn, Fe, Cs 

표 18. 3차 조사관 백색가루의 방사선량 측정결과(INAA).     

    시

료   

원소

백색가루 측정값,  DPS at IRR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Br-82 43.48 16 8.603 11.89 3.642

Co-60 99.79 68.55 25.96 32.05 16.63 6.895 19.06

Cr-51 2284 1306 648 648.2 333.7 156.8 282.1

Fe-59 53.65 36.81 30.58 16.85 11.24 9.994 6.871

Zn-65 185.8 138.2 51.9 56.81 23.84 16.83 25.25

※ 시료는 총 14개(1차에서 7차까지 조사된 캡슐을 하나의 비닐에 받아 캡슐과 가루를  

    분리하여 시료 14개)  

표 19. 3차 조사관 캡슐(가루가 캡슐에 묻음)의 방사선량 측정결과(INAA).

    시

료   

원소

캡슐 표면 측정값,  DPS at IRR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Br-82 0 0 0 0 0 0 0

Co-60 13.79 30.83 9.734 10.55 9.736 13.39 12.99

Cr-51 213.1 419.2 171.5 135.5 158.7 192.3 74.92

Fe-59 86.24 146.3 83.16 72.55 70.7 66.39 38.6

Zn-65 96.09 124.9 68.04 79.28 49.11 45.7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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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3차 조사관 인출물의 방사선량 측정결과(INAA).

        

시료  

 원소

캡슐과 가루 측정값,  DPS at IRR

시료1 

가루+캡슐

시료2 

가루+캡슐

시료33 

가루+캡슐

시료4 

가루+캡슐

시료5 

가루+캡슐

시료6 

가루+캡슐

시료7 

가루+캡슐

Br-82 43.48 16 8.603 11.89 3.642 0 0

Co-60 113.58 99.38 35.694 42.6 26.366 20.285 32.05

Cr-51 2497.1 1725.2 819.5 783.7 492.4 349.1 357.02

Fe-59 139.89 183.11 113.74 89.4 81.94 76.384 45.471

Zn-65 281.89 263.1 119.94 136.09 72.95 62.53 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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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3차 조사횟수에 따른 조사관 잔류물의 방사선량 변화.

 나. 검토사항 

① 백색가루의 양이 1차와 5차의 거의 동일하게 나옴.

② 백색가루는 조사관의 부식으로 추정됨.

 

 5) 조사관 부식조사의 종합평가

 가. 백색가루는 눈으로 확인정도 가능한 양만 나옴, 1, 2차 실험 보다 양이 

줄어듦.

 나. 1차에서 7차까지 백색가루의 양이 일정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아 조사공 내의 조건 및 캡슐의 이송상태에 따라 가루가 나오는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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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며 이송횟수에 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

 다. 백색가루의 일부는 배기관으로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Rx 내 배기관  

    및 PTS 실의 배관 및 ACCV를 Survey 하 으며, Rx 이송관 및 ACCV

는      Background 값을 나타내어 가루의 배출이 없었으나 PTS실의 ACCV

에서      는 7.81 μSv/h 로 측정되었고 배기라인에서 가루의 일부가 방출되

어 쌓      인 것으로 추정됨. 

  라. 현재의 추세라면 조사관내의 부식된 가루가 모두 배출되면 더 이상의   

가루는 인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6) 해체한 조사관 상부의 내부 관찰 결과

  가. 해체된 조사관 상부(원자로 홀 내 비상 보충수 옆에 보관 중)의 내부를  

        유관 검사하고 백색가루를 분석함

 나. 2005년 3월 18일 조사관 상부를 해체하여 우레시를 이용하여 유관 검사  

    한 결과 조사관 1번과 2번 모두 부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백색  

    가루가 묻어있음을 확인함.

 다. 백색가루의 성분을 알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의 부식가루로 추  

    정되는 Co, Cr, Zn, Fe가 주성분임.

 라. 1번 조사관에 비하여 2번 조사관이 더 많이 부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생  

    각됨.

    ※ 조사관 내부 관찰결과

1) 해체된 조사관 하부(원자로 홀 내 사용 후 저장조에 보관 중)의 내부를 유  

     관 검사함.

가. 2005년 3월 21일 조사관 하부를 해체하여 후레시를 이용하여 유관검사한  

   결과 조사관 1번과 2번 모두 부식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백색가루  

   가 묻어 있음을 확인함.

나. 백색가루의 양은 1번 조사공에 비하여 2번 조사공은 매우 많음.

다. 사진 촬 을 하려고 하 으나 상황이 어려워 실패함.  

  7) 이송관 및 ACCV 주변 방사선량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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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 일시 : 2005년 3월 8일 11:00시

나. 원자로 홀

   가) 이송관(질소탱크 상부) : 270 nSv/h

   나) ACCV 주변

  나) 원자로 홀

   가) ACCV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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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조사공 특성시험

  중성자 방사화분석법은 중성자와 물질의 핵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방사성 핵

종으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의 방사능을 측정하여 성분원소를 정량하는 방법이

다. 측정과정은 시료준비, 중성자조사, 방사선 계측 및 데이터 해석단계를 거치며 

각 단계에서 측정 불확도 요인을 포함한다. 정량값의 정확도에 향을 미치는 주

요 인자로는 감마선 분광장치의 검출 효율값, 조사공의 중성자 분포 및 중성자 

속의 변동, 시료의 기하학적인 형태, 핵 데이터 및 각종 간섭 등이 있으며 이들

을 적절한 방법으로 보정하거나 불확도 인자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조사공

의 중성자 속 변동은 원자로 운전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실험적인 측정만

이 가능하다. 현재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에서 중성자 방사화분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NAA #3 조사공은 원자로의 중심부에서 471.54 m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드뮴비(Rcd,Au-198 ≒ 9.0)를 갖고 있으며 열 중성자속과 열외 중성자속의 

비율이 비교적 낮은 열 중성자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열 중성자 방사화분석에 

적합하지만 정확한 중성자 분포, 중성자속과 변동의 측정은 필수적이다. 한편 시

료의 조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조사용 캡슐은 내경 2.4 cm, 높이 7.6 cm인 원

통형의 폴리에틸렌 재질로 되어있으며 조사공의 위치에 따라 온도가 다르기 때

문에 조사시간의 설정 및 조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공 내의 온도측정도 중

요하다. 또한 조사할 시료의 양에 따라 조사 캡슐내 시료의 기하학적 배열이 다

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위치에 따른 중성자속의 차이도 정량값의 정확도에 

향을 준다. 본 시험에서는 NAA #3 조사공의 특성시험으로 중성자속과 카드뮴비, 

조사공 온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 다.

7.1 중성자속 및 카드뮴비의 측정

1) 모니터의 준비 

  실험은 1차 실험과 2차 실험으로 나누어 실시하 다. 열 중성자속을 측정하

기 위해 R/X사의 Au-Al 선(Au 0.112 %, 직경 0.508 mm)을 모니터로 사용하

다. 중성자 조사를 위하여 우선 Au-Al선들을 약 1cm 길이로 절단하고 직경 3 

mm 정도의 원형으로 만든 후에 교정된 Mettler사의 Toledo 저울(하한측정값 : 1

μg)을 사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하 다. 측정된 모니터들의 무게범위는 대

부분 3∼5 mg 으로서 적당한 생성방사능을 고려한 것이며, 무게측정시의 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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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이내 이었다. 각각의 무게측정이 끝난 모니터들은 시간에 따른 변동과 위

치에 따른 차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용 캡슐 내부의 최하단에 테이프로로 고

정시켰다. 또한 열외 중성자와 카드뮴 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카드뮴 관속에 R/X

사의 Au-Al 선(Au 0.112 %, 직경 0.508 mm)과 Ni 선(Ni 99.9966 %, 직경 0.508 

mm)을 동시에 넣어 모니터로 사용하 다. 중성자 조사를 위하여 우선 Au-Al선

들을 약 1cm 길이로 절단하고 교정된 Mettler사의 Toledo 저울(하한측정값 : 1μ

g)을 사용하여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하 다. Ni 선은 0.5 mm로 절단 후 무게측

정 후, 카드뮴 관에 넣고 입구를 입구가 새지 않도록 봉하 다. 1차 실험과 2

차 실험에서 가각 8개의 모니터를 각각의 캡슐에 준비하 다.

2) 중성자 조사

  준비된 모니터들은 열출력 30 MW로 운전 중(운전주기 37주기, 2005년 3월 

19일-4월 11일까지)인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NAA #3 조사공에 각각 10초에서 

80초까지 8회 중성자 조사하 다. 캡슐의 이송은 질소가스를 이용한 공압이송 조

사장치를 사용하 다. 캡슐의 인입, 인출시의 시간변동은 1초 이내로서 10초의 

조사시간에 대한 오차는 0.2 % 이내가 된다. 1차 중성자 조사실험은 2005년 3월 

22일 실시하 으며, 2차 중성자 조사 실험은 2005년 3월 25일 실시하 다.

3) 방사능 측정 및 계산 

  방사화 된 Au-Al 모니터들의 방사능 계측을 위해 고순도 게르마늄 검출기

와 다 채널 파고분석기(EG & G ORTEC, GEM 20180)를 사용하 고, Au는 

Au-198의 411 keV, Ni은 Co-58의 810 keV 감마선을 측정하 다. 모든 모니터

들은 검출기 상단으로부터 7 cm 떨어진 동일한 위치에서 자동 시료교환장치를 

사용하여 500초 동안 측정하 다. Au-198의 411 keV, Co-58의 810 keV 감마선

의 계측오차는 0.2 % 이하로 나타났으며, 검출효율은 Isotope Products Lab.사의 

디스크형 복합표준선원을 사용하여 결정하 다. 측정된 방사능으로부터 열 중성

자 속 및 열외 중성자 속은 아래의 수식을 사용하여 계산하 으며 높은 카드뮴 

비를 고려하여 열외 중성자반응에 대한 기여는 절대값 측정이 아니므로 무시하

다. 

Фth = (W/AM) NA f σ0 γ S D C

Фepith = (W/AM) NA f σ0 γ S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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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Фth : Thermal Neutron Flux, n/cm
2․sec

     A : 방사능(Bq) 

     γ : Au-198 핵종의 감마선 방출비, 95.51 %(0.9551)

     W : Au 모니터의 무게, gram

     M : Au의 원자량, 197.0 gram/mole

     NA : 아보가드로 수, 6.023 x 10
23
 개/mole

      f  : Au-197의 동위원소 존재비, 100 %(1.0)

     σ0 : (n,γ) cross-section (㎠) at 2200 m/sec, 98.8 barn

     λ : decay constant (ln2/T1/2), T1/2 = 2.7 일

     S : 포화계수, (1-e
-λtirra
), tirra : 조사시간

     D : 냉각시간 보정계수, e
-λtd, td : 냉각시간

     C : 계측시간 보정계수 

4) 1차 열 중성자속 측정 결과 및 온도 측정 결과

  8개의 캡슐을 2005년 3월 22일에 중성자 조사하여 측정한 열 중성자 속의 

결과를 표 21에 나타내었다. 조사시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10초와 20초의 

조사 캡슐을 제외한 열 중성자속의 평균은 1.41 ± 0.01 x 1014 n/cm2․sec, 상대 

표준편차는 2.2 %를 나타났다. 

표 21. 조사시간에 따른 열중성자 속의 측정 결과(1차). 

시료무게 조사시간(Sec) 중성자속 비   고

5.591 10 1.26E+14 제외

4.712 20 1.37E+14 제외

3.685 30 1.40E+14

3.914 40 1.41E+14

4.525 50 1.44E+14

3.369 60 1.40E+14

3.609 70 1.42E+14

3.219 80 1.41E+14

평균 1.41E+14

표준편차 1.51E+12



87

5) 2차 중성자속 및 카드뮴 비의 측정

  중성자 방사화분석용 조사공인 NAA #3에서 열 중성자 속, 열외 중성자 속, 

속중성자 속과 카드뮴 비를 실험적으로 측정하 다. 20초 이내의 조사시간은 캡

슐의 이송과 인출 감지의 불확도에 의하여 편차가 있으나 30초부터는 조사시간

이 정확하여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의 캡슐을 2005년 3월 23일에 중

성자 조사하여 열 중성자, 열외중성자, 속중성자 속의 측정 및 카드뮴 비를 측정

하 으며 결과를 표 22, 23, 24에 나타내었다. 조사시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

여 10초와 20초 조사한 경우를 제외한 열 중성자속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1.42 ± 

0.01 x 1014(SD 2.2 %) n/cm2․sec이었으며, 열외 중성자속과 표준편차는 1.51 ± 

0.04 x 1013 (SD 2.0 %) n/cm2․sec이었고, 속 중성자속과 표준편차는 9.48 ± 

0.69 x 1011 n/cm2․sec(SD 2.0 %)이었으며, 카드뮴 비는 9.40으로 측정되었다. 

표 22.  조사시간에 따른 열중성자 속의 측정 결과(2차).

시료무게 조사시간(sec) 열중성자 속(n/cm
2
․sec) 비   고

4.032 10 1.29E+14 제외

3.588 20 1.32E+14 제외

4.193 30 1.42E+14

3.775 40 1.40E+14

3.26 50 1.43E+14

3.563 60 1.45E+14

4.249 70 1.41E+14

4.263 80 1.40E+14

Aevrage 1.42E+14

S.D 1.94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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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조사시간에 따른 열외중성자 속의 측정 결과(2차).

표 24.  조사시간에 따른 속중성자 속의 측정 결과(2차).

 

7.2 조사공의 온도 측정

1) 실험방법 

   캡슐의 온도 변화 측정은 빈 캡슐의 내부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120℃까지 온도변화 측정이 가능한 라벨(Thermo Label, Japan)을 캡슐의 수직 

방향으로 붙여 온도를 측정하 다. 준비된 라벨들은 열출력 30 MW로 운전 중

(운전주기 37주기, 2005년 3월 19일-4월 11일까지)인 하나로 연구용 원자로의 

시료무게 조사시간(sec)
열외중성자 속(n/cm2․

sec)
비   고

2.631 10 1.30E+13 제외

2.662 20 1.48E+13 제외

3.911 30 1.50E+13

4.11 40 1.43E+13

3.487 50 1.54E+13

3.49 60 1.49E+13

3.431 70 1.54E+13

3.483 80 1.54E+13

Aevrage 1.51E+13

S.D 4.36E+11

시료무게 조사시간(sec) 중성자속(n/cm
2
․sec) 비   고

16.16 10 9.42E+11 제외함

14.98 20 8.43E+11 제외함

13.74 30 1.02E+12

18.19 40 1.02E+12

15.91 50 8.27E+11

14.82 60 9.70E+11

17.15 70 9.59E+11

16.05 80 8.91E+11

Aevrage 9.48E+11

S.D 6.94E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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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 #3 조사공에 각각 10초에서 80초까지 8회 조사하 다. 캡슐의 온도 변화 

측정은 빈 캡슐의 내부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120℃까지 온도변화 측

정이 가능한 라벨(Thermo Label, Japan)을 캡슐의 수직 방향으로 붙여 온도를 

측정하 다.  

2) 조사공 온도 측정 결과

    그림 32에 PTS #3의 조사공(NAA #3)의 1차 온도 측정결과를 나타냈다. 조

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공 내부온도가 증가함을 보 다. 내부온도는 40초 

조사할 때 50℃에서 80초 조사할 때 75℃, 외부온도는 55℃에서 80℃로 외부온도

가 5℃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에는 PTS #3의 조사공(NAA #3)의 2차 온도 측정

결과를 나타냈으며 1차 측정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PTS # 3 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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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PTS #3 조사공(NAA #3)의 온도 측정결과(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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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S #3 온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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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PTS #3 조사공(NAA #3)의 온도 측정결과(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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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 론

  1995년에 하나로에는 중성자 방사화분석시설로서 두가지 운전방식의 공압 

이송시스템(수동/자동식 공압이송 조사시스템)이 설치되어 운 하여 왔다. 이는 

시료 캡슐을 NAA 실험실(PTS실)에서 장전하여 하나로의 조사공으로 이송하고, 

중성자 조사완료 후 다시 실험실로 인출하기위한 Shuttle system이었다. 

  본 보고서는 2004년 말에 기존의 중성자 방사화분석용 공압이송 조사장치

(PTS #3)의 철거, 개조 및 특성시험에 관한 것을 기술하고 있다. 즉, 기존 조사

장치의 철거 및 제염절차와 방사선 안전관리, 방사화 된 공기의 누출을 근본적으

로 차단할 수 있고 운전의 편의성, 독립성을 고려하고 고장의 확률도 줄일 수 있

도록 개조된 공압 이송 조사시스템의 구성, 설계와 제어 방법, 운전절차와 성능

시험 결과 그리고 중요한 핵적 파라메타의 하나인 조사공(NAA #3)의 중성자속

과 카드뮴비의 측정, 캡슐의 안전한 조사한계를 추정할 수 있는 조사공의 온도 

측정 등 특성시험 결과에 대하여 기술하 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공압이송 조사시스템의 운전 방법과 Controller의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여 유지 보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 다. 특히 철거 및 제염

작업절차와 작업일지, 방사선 안전관리 측정자료 들을 상세히 정리하여 보고하

으며 향후 보수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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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공압이송 조사장치(PTS #3) 개보수 작업 절차서

1. 목적

중성자 방사화분석용 공압이송 조사장치(PTS #3)의 조사관을 PTS #1 방식으

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NAA #3 조사공에 설치 되었던 조사관의 내부오염

을 제염하고 PE관 교체작업과 Diverter의 이동설치 등 일련의 개조작업을 원활

히 수행하기 위함이다.

2. 적용범위

  2.1 조사관, N2 기체 배기관 제염작업

  2.2 PE관 철거

  2.3 Diverter 이동설치

  2.4 철거 폐기물 처리

3. 작업절차

  3.1 준비작업

    3.1.1 제염준비물 확인

      - 진공청소기 및 filter box

      - PE관 cutter 

      - 고무 및 천 테이프

      - 보루

      - 강철선(15 m)

    3.1.2 Trench 덮게 제거(안전한 위치로 이동 및 보관)

      - Trench 덮게 제거 시, 무게를 고려하여 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

    3.1.3 그레이팅 제거

  3.2 주의사항 

    3.2.1 본 작업은 조사관 내부 오염을 공기를 불어넣어 제염하기 때문에 공기  

         의 누출에 따른 체내 피폭이 우려되므로 모든 작업자는 마스크를 착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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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강선와이어의 끝부분에 보루를 묶어 청소를 하기 전에 파이프 내부가  

        부식에 의한 거친 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파이프 내부가 매끄럽지 못  

        하고 거친 경우라면 천이 뜯겨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사관 내부로 보루  

        를 넣어서는 안된다. 

    3.2.3 모든 작업은 방사선 안전관리 절차에 따른다.

  3.3 제염 절차

    3.3.1 조사관과 PE 이송관의 연결부, N2 기체공급관과 PE 배기관을 해체한  

          다.

    3.3.2 HEPA filter를 장착한 공업용 진공청소기(또는 Filter box)의 배출구를  

         Exhaust line과 연결한다.

    3.3.3 진공청소기 또는 Filter box의 흡입부는 조사관과 연결한다.

    3.3.4 진공청소기 또는 Filter box를 안전한 장소에 위치시키고 전원을 공급  

          한다.

    3.3.5 전원을 끄고 filter를 방사선 측정을 한다. 그 결과를 방사선안전 관리자  

         에게 알려주고 협조를 요청한다.

    3.3.6 강선와이어의 끝부분에 천을 빠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3.3.7 강선와이어를 N2 기체 이송관에 투입 세척하면서 진공청소기(또는     

          Filter box) 작동 시킨다.

    3.3.8 2~3회 반복 작업이 끝난 후 기존 연결 상태와는 반대로 조사관을      

         Exhaust line과 연결하고 N2 기체 이송관을 진공청소기와 연결한다.

    3.3.9 강선 와이어를 조사관에 투입하여 제염하면서 N2 기체 이송관 쪽에 연  

         결된 진공청소기(또는 Filter box)를 작동시킨다.

    3.3.10 Exhaust line으로 배기가 잘 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3.3.11 작업이 끝나면 Exhaust line과 연결된 연결관을 해체하고, 진공청소기  

          를 분리 한다.

  3.4 PE관 철거

    3.4.1 PE관 내부의 오염도를 측정 확인한다.

    3.4.2 수조상단부에서 강선와이어에 걸래를 연결 하여 PE 이송관 내부에 투  

         입 세척작업을 하면서 방사화분석실 쪽에서 진공청소기를 작동시켜 흡  

         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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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청소가 끝나면 PE관을 적당한 간격으로 절단하여 단계적으로 철거해   

         방사화분석실에 연결되는 벽까지 시행한다. 

    3.4.4 PE관 절단 시에는 가루가 날리지 않는 공구(PE cutter)를 사용하여 오  

         염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잔여물을 흡  

         입 한다.

         철거된 폐기물은 사전 협의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5. Diverter 및 부속장치 철거

    3.5.1 원자로 상단에 있는 Diverter 및 배관을 철거한다.

         연결된 PE관을 분리 후 Diverter 주위 및 내부를 진공청소기로 제염한  

         후 분리하여 철거한다.

    3.5.2 방사 분석실에 Loader, Receiver 및 Diverter에 연결된 PE관의 연결부  

         분을 분리한다.

         각 장치에 연결된 PE관 분리 후 PE는 내부를 진공청소기로 제염한 후  

         봉을 시키고 장치 주위 및 내부도 진공청소기로 제염한다.

    3.5.3 방사분석실 내에 있는 Diverter 및 배관을 철거한다.

         연결된 PE관을 분리 후 Diverter 주위 및 내부를 진공청소기로 제염한  

         후 분리하여 철거한다.

         PE관은 진공청소기로 내부 제염 후 적당한 간격으로 절단한다.

    3.5.4 필요 없는 부속 장치들을 철거한다.

    3.5.5 철거된 폐기물을 처리한다.

  3.6. PE관 설치 및 배관 개보수 작업

    3.6.1 PE관 설치 및 개보수 준비

    3.6.2 수조상단부에서 방사분석실까지의 PE관을 Trench에 설치한다. 이때    

          PE관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Heat Dryer를 사용하여 PE관에 열을  

          가하면서 작업한다. 이 때 PE 조사관 상부의 차폐체가 손상되지 않도  

          록 주의한다.  

    3.6.3 기존 PTS #1용 Diveter를 철거하고 PTS #3용 Diverter를 이동 설치한  

          다.

    3.6.4 PTS #3용 Hand loader를 이동 설치한 Diverter에 PE관으로 연결하여  

          설치하고 다른 한쪽에는 Counter end와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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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4 PTS #3용 Receiver와 새롭게 설치한 Diverter에 설치하고 다른 한쪽에  

          는 Counter end와 연결한다.

    

그림 44. PTS 이송관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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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공압이송 조사장치(PTS #1, 2) 철거전 및 철거중

         방사선 측정결과(방사선관리실 자료)

1. 일시 : 2004. 12. 17 - 12. 22

2. 작업진행내용 

  1) Line 철거 전 주변 표면오염도 및 방사선량률 측정

  2) Line 절단 시 Grab sampling 실시(End-Cap Close상태)

  3) End-Cap Open시 Grab sampling 실시

  4) End-Cap Open후 NAA #3 조사관, 배기관 입구 표면오염도 측정

  5) NAA #3 조사관 제염시 주변 Air sampling 실시

  6) NAA #3 배기관 제염시 주변 Air sampling 실시

  7) NAA #3 조사관 제염 시료를 MCA로 핵종분석

  8) NAA #3 배기관 제염 시료를 MCA로 핵종분석

  9) NAA #3 Line 질소Gas 유입 시 Grab sampling 실시

  10) 작업 종료 후 주변 표면오염도 검사 실시(제염작업 주변)

  11) 절단된 Line 이송시 포장(vinyl) 표면오염도 검사(smear)

  12) 작업 종료 후 사용공구 오염검사(survey)

그림 45. PTS #3의 이송관과 조사관 연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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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자료

   PTS 라인 철거전의 주변 방사선량률 및 표면 오염도를 측정하 으며 표 25

에서 표 35에 나타냈다. 작업 종료 후 사용공구 오염검사(survey)에서 백그라운

드가 60~100 cpm으로 반출 조치하 다.

  표 25. PE Line 철거 전 주변 표면오염도 및 방사선량률 측정결과.

측정위치
표면오염도(kBq/m

2
)

방사선량률(μSv/h) 비    고
α β

1 <MDA <MDA 9.8

• α MDA 값        : 

0.0966kBq/m
2

• β MDA 값

  : 0.108kBq/m
2

• 오염검사/Survey    

: Line 50cm간격

   실시

2 <MDA 0.339 7.4

3 <MDA 0.311 6.7

4 <MDA 1.07 2.1

5 <MDA 1.38 2.2

6 <MDA 2.49 1.3

7 <MDA <MDA 0.4

8 <MDA 0.109 0.4

9 <MDA <MDA 0.35

10 <MDA <MDA 0.4

11 <MDA <MDA 0.5

12 <MDA <MDA 0.32

13 <MDA <MDA 0.33

14 <MDA <MDA 0.27

15 <MDA <MDA 0.29

16 <MDA <MDA 0.45

17 <MDA <MDA 0.5

18 <MDA <MDA 0.35

19 <MDA <MDA 0.37

20 <MDA <MDA 0.37

21 <MDA <MDA 0.4

22 <MDA <MDA 0.26

23 <MDA <MDA 0.28

24 <MDA <MDA 0.34

25 <MDA <MDA 0.3

26 <MDA <MDA 0.35

27 <MDA <MDA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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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Line 절단시 Grab sample(1L)의 핵종분석(End-Cap Close상태)결과.

  표 27. End-Cap Open시 Grab sample의 MCA 핵종분석 결과.

  표 28. End-Cap Open후 NAA #3 조사관, 배기관 입구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표 29. NAA #3 조사관 제염시 주변 Air sample의 MCA 핵종분석 및 공기오염도

         측정 결과.

         (Charcoal + Particle Filter)

         (Particle Filter 공기오염도 측정)

  표 30. NAA#3 배기관 제염시 주변 Air sample 핵종분석 및 공기오염도 측정

        (Charcoal + Particle Filter)

측 정 일 검출핵종 방사능(Bq/m
3
) 비    고

12/17 N.D N.D N.D : 핵종 미검출

측 정 일 검출핵종 방사능(Bq/m
3
) 비    고

12/20 Xe-133 1.35×10
5

측정위치
표면오염도(kBq/m

2
)

비    고
α β

NA3배기관 19.5 910

NA3조사관 3.71 188

측 정 일 검출핵종 방사능(Bq/m
3
) 비    고

12/21
Co-60 8.63×10

0

Xe-133 5.54×10
-1

측 정 일
표면오염도(Bq/m3)

비    고
α β

12/21 2.07 83.7 Volume : 14.4m3

측 정 일 검출핵종 방사능(Bq/m3) 비    고

12/22 Pb-214 1.8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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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icle Filter 방사능 측정)

PTS #3 이송관 철거 작업(a). 

PTS #3 이송관 철거 작업(b).

그림 46. PTS #3의 철거 작업.

측 정 일
표면오염도(Bq/m

3
)

비    고
α β

12/22 0.329 11.6 Volume : 5.4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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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 NAA #3 조사관 제염 시료의 MCA 이용 핵종분석 결과.

     (a) 1~6차 제염시료 측정(건식)

     (b) 7~12차 제염시료 측정(습식)

    (c) 13~20차 제염시료 측정(습식)

    (d) 질소 유입 후 제염시료 측정

측 정 일 검출핵종 방사능(Bq/unit) 비    고

12/20 Co-60 1.31×10
2

측 정 일 검출핵종 방사능(Bq/unit) 비    고

12/20

Co-60 3.43×10
2

Zn-65 1.95×10
1

Cd-109 2.32×101

측 정 일 검출핵종 방사능(Bq/unit) 비    고

12/21
Co-60 1.33×10

2

Zn-65 9.13×100

측 정 일 검출핵종 방사능(Bq/unit) 비    고

12/22

Sc-46 8.12×10
1

Fe-59 1.23×102

Co-60 4.81×10
2

Zn-65 9.97×10
2

Nb-95 6.34×10
0

Ru-103 4.21×100

Sb-122 5.69×10
0

I-124 4.54×10
1

La-140 6.92×10
0

Ce-141 8.44×100

Ce-144 3.92×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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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PTS #3의 철거 작업 배기라인 연결.

  표 32. NAA #3 배기관 제염 시료의 MCA 이용 핵종분석 결과.

     (a) 1~3차 제염시료 측정

 

     (b) 질소 유입 후 제염시료 측정

측 정 일 검출핵종 방사능(Bq/unit) 비    고

12/22

Sc-46 7.65×101

Fe-59 1.54×102

Co-60 5.23×102

Zn-65 1.37×10
3

Nb-95 6.52×10
0

Ag-102 1.66×10
3

Ru-103 5.45×10
0

Sb-124 1.48×101

Ce-141 1.59×101

Ce-144 5.68×101

측 정 일 검출핵종 방사능(Bq/unit) 비    고

12/22

Sc-46 2.09×10
0

Co-60 1.18×10
1

Zn-65 3.70×101

Bi-214 2.44×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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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3. NAA #3 Line 질소Gas 유입 시 Grab sample(1L)의 측정 결과.

  표 34. 작업 종료 후 주변 표면오염도 측정(제염작업주변) 결과

 

 표 35. 절단된 Line 이송시 포장(vinyl) 표면오염도 측정(smear) 결과.

측 정 일 검출핵종 방사능(Bq/m
3
) 비    고

12/22 N.D N.D N.D : 핵종 미검출

측정위치
표면오염도(kBq/m2)

방사선량률(μSv/h) 비    고
α β

1 <MDA 0.532 0.3

• α MDA 값 :

      0.0966kBq/m
2

• β MDA 값 :

       0.108kBq/m
2

2 <MDA 0.157 0.31

3 <MDA 0.551 0.3

4 <MDA 0.272 0.33

5 <MDA 0.339 0.35

6 <MDA 0.243 0.45

7 <MDA 0.195 0.47

8 <MDA 0.503 0.47

9 <MDA 0.186 0.5

10 <MDA 0.224 0.37

11 <MDA 0.128 0.33

12 <MDA 0.378 0.33

13 <MDA 0.186 0.34

14 <MDA 0.234 0.41

15 <MDA 0.224 0.37

16 <MDA 0.253 0.35

17 <MDA 0.253 0.35

18 <MDA 0.176 0.36

19 <MDA 0.676 0.34

20 <MDA 1.22 0.3

측정위치
표면오염도(kBq/m

2
)

비    고
α β

1 <MDA 0.618
• α MDA 값 : 

        0.0966kBq/m2

• β MDA 값 :        

         0.108kBq/m
2

2 <MDA 0.282

3 <MDA <MDA

4 <MDA 0.291

5 <MDA <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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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공압이송 조사장치(PTS #1, 2) 철거후 방사선 측정

        결과(방사선관리실 자료)

    NAA #3 PE 이송관 설치에 따른 구동실험 후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및 

Air Grab Sampling 측정자료를 정리하 다.

1. 방사선량률 측정(2005. 3. 4  15:00)

6

4

5

3

2

1

그림 48. PTS #3 이송관 주변의 방사선량 측정지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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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PTS #3 이송관 주변의 방사선량 측정지점에 대한 결과.

Survey Point 선 량 률(μSv/h) 상판 개방상태

1 4.1 9.0

2 1.5 4.0

3 0.83 1.5

4 0.85 1.3

5 0.9

6 0.95

7

8

9

10

11

12

13

그림 49. PTS #3 이송관 주변의 방사선량 측정지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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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PTS #3 이송관 주변의 방사선량 측정지점에 대한 결과.

Survey Point 선 량 률(μSv/h) 비    고

7 0.78

8 0.9

9 1

10 18

11 19

12 0.47

13 0.77

2. 표면오염 측정(2005. 2. 18 15:00)

    PTS #3 이송관 주변의 표면오염도 측정지점에 대한 결과를 표 38에 나타냈

다. 표면오염도 시료채취 위치는 그림 28의 1~5 point 위치에서 바닥 철판 개방 

상태에서 시료 채취하 다.

표 38. PTS #3 이송관 주변의 표면오염도 측정지점에 대한 결과.

측정위치
표면오염도(kBq/m

2
)

비    고
α β

1
<MDA 1.07

α MDA : 0.0966

β MDA : 0.108

(kBq/m
2
)

<MDA 0.128

2
<MDA <MDA

<MDA 0.253

3
<MDA 0.186

<MDA <MDA

4
<MDA 0.176

<MDA 0.801

5
<MDA 0.128

<MDA <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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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ir Grab Sampling(핵종분석)

표 39. PTS #3 이송관 주변의 Air Grab Sample 의 핵종분석 결과.

측정일 측정위치 검출핵종 방사능(Bq/m
3
) 비    고

2. 18

(14:40)

Diverter

주변
N.D N.D : 핵종미검출

2. 18

(15:30)

RIPF PTS

실험실
Ag-102 2.59×105 출력 : 0MW

3. 2

(14:30)

RIPF PTS

실험실
Ar-41 8.09×10

3 출력 : 30MW

(백색분진확인)



108

부록 4 : 공압이송 조사장치(NAA #1, 2) 개보수 작업 일지

□ 1일차 

1. 일  시 : 2004년 12월 17일 10:00 - 15:3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김해성, 안정석, 안정욱, 오복균, 오성순, 김상득(데콘) - 8명 

3. 작업구역 : 원자로 홀, PTS 주위 

4. 작업 전 조치 상황

1) 방사선 관리실에 통보 및 조치 상황

    - PTS 주위 선량 측정

    - PTS 주위 Smear

    - PE관 절단시 공간 선량률 측정

    - 모든 작업자 선량계 지급

2) 운전관리실에 작업계획 통보

5. 작업내용 및 방법 :  이송관 철거 

1) 이송관을 비닐 속에 넣고 70 cm 정도로 절단하여 이중 포장함.

    - 원자로 홀 모든 이송관 

    - Diverter 철거

6. 케이블 및 기타 기기

1) 작업량이 적은 관계로 설치 시 철거한다고 함.  

7. 폐기물 처리

1) 원자로 홀 지하 1층 폐기물 창고 앞에 보관 중

     (방사선 관리실과 협조하여 PTS 실으로 이동할 예정임)

8. 12월 20일(월요일) 작업 계획

1) 조사관 제염 

2) 원자로 홀 케이블 철거 작업 등

9. 기타

    - PTS 실 철거 작업은 조사공 제염이 끝나면 계속 수행 할 것임. 

    - 금일까지 작업 상황은 원자로 홀 80%, PTS 실은 60%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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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차 

1. 일  시 : 2004년 12월 20일 10:00 - 17:4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안정욱, 오복균, 오성순(데콘) - 6명 

3. 작업내용 : NAA #3 오염 제거 작업 

1) 10:00 - 12:00 : 

    - 조사관 입구(Al관과 PE관 연결부위) 해체(Air Sampling, 방사선 관리실)

    - 조사관 막음판 해체(Air Sampling 및 표면오염도 검사, 방사선관리실)

    - 배기관 및 질소 공급관 연결

2) 13:30 - 17:40(캡슐 이송관 제염작업)

① 13:30 - 15:00 : 마른 보루와 강선 이용  

       - 1차 : 특기사항 없음 

       - 2차 : 특기사항 없음

       - 3차 : 백색가루 묻어 나옴

       - 4차 : 백색가루 묻어 나옴

       - 5차 : 백색가루 묻어 나옴

       - 6차 : 백색가루 묻어 나옴

② 15:00 - 17:40 : 물에 적은 보루와 강선 이용

       - 7차 : 검은 먼지 묻어 나옴

       - 8차 : 검은 먼지 묻어 나옴

       - 9차 : 검은 먼지 묻어 나옴

       - 10차 : 검은 먼지 묻어 나옴

       - 11차 : 검은 먼지 묻어 나옴

       - 12차 : 검은 먼지 묻어 나옴

      * 총 12번 시료를 채취했음. 방사선 관리실에서 시료 계측 중. 결과 나오  

        는 대로 통보해주기로 함. 결과에 따라 다음 작업 방법 결정. 

4. 내일 작업 계획

   - 방사선 관리실에서 제염이 완료되었다는 통보 전까지는 보루를 이용한 제

염       작업을 계속 수행 예정 (작업 방법은 금일과 동일).

   - 제염이 완료되었다는 통보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소로 세척.예정. 

   - 캡슐 공급관 제염작업이 완료된 후 배기관 오염 제거작업 수행(작업 방법

은       금일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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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1. 일  시 : 2004년 12월 21일 10:00 - 16:0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안정욱, 오복균, 오성순(데콘) - 6명 

3. 작업내용 : NAA #3 오염 제거 작업 

4. 작업방법

  - 마른 보루로 1차 제염, 보루를 물에 담그어 짠 후 2차 제염

    (조사관과 배기관 동일 방법 적용)

5. 작업 결과

1) 10:00 - 12:00 : 조사관 제염 작업

     - 약간의 검은 먼지 계속 묻어 나옴

2) 13:30 - 16:00 : 배기관 제염작업

     - 처음에는 백색가루 많이 묻어 나왔으나 제염작업을 할수록 줄어 듦.

     - 조사관처럼 검은 가루는 묻어나오지 않음.

6. 현재 상황

   - 계측기 #2 : 캡슐 이송관 마지막 시료 계측 중 

   - 계측기 #3 : 배기관 마지막 시료 계측 중

   - 방사선 관리실에서는 자료 정리되는 대로 우리 실로 보내주기로 함.

   * 시료 채취함(총 12개 채취)

7. 내일 작업 계획

   - 오늘 계측 결과를 보고 작업 방향 결정

     ▷ 제염 완료시 : 질소로 세척

     ▷ 오염시 : 오염제거 작업 계속 수행     

8. 특기사항

   - 배기관은 내경이 작은 관계로 보루를 투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배기관에서 백색가루가 묻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조사관 Stopper 밑에     

      일정량의 가루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제거방법이 없음.

□ 4일차 

1. 일  시 : 2004년 12월 22일 09:30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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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오복균, 김해성(데콘) - 이상 5명 

3. 작업내용 : NAA #3 오염 제거 작업 

4. 작업방법

1) 조사관(질소 가스를 공급하여 제염작업)

① 해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의 입구를 배기관에 연결함

② 청소기의 Discharge는 12인치의 자바라 호스와 연결하여 원자로 홀     

        남서쪽 모리서의 덕트에 직접 연결함 (공기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  

        소기와 자바라의 연결부위를 테이프로 봉 후 청소기를 비닐봉지에 넣  

        고 이중포장 함). 

③ 조사관으로 질소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라인 연결

④ 모든 라인상태 점검 후 청소기 가동하며 질소가스 밸브를 서서히       

        Open함.

⑤ 질소투입 후 설치된 라인상태가 이상이 없어 1bar로 10분간 공급함

        - 질소 투입전후 방사선 관리실에서는 굴뚝모니터를 감지하 으며 감지  

          기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통보 받았으며 원자로홀에서는  

          청소기 배기구의 시료를 채집하여 분석한 결과 방사능 미 검출.

⑥ 이후 마른 보루와 젖은 보루로 제염작업 수행함.

2) 배기관(N2를 공급하여 제염작업)

     - 질소공급관과 배기관의 입구를 바꾸어 연결한 다음 조사관 제염작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함.

     ▷ 조사관과 배기관 제염작업을 상기방법으로 5회 정도 수행함   

5. 작업 결과

1) 조사관은 제염작업이 잘된 것으로 보임.

2) 배기관에서도 백색가루가 묻어 나왔었으나 제염작업 후 보이지 않음.

6. 현재 상황

   - 방사선 관리실에서 배기관과 조사관에서 채취한 마지막 시료 분석 중.

   - 분석결과 Cd가 없으면 제염작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협의함.

7. 향후 작업 계획 

   - PE관 설치

   - PTS 실 잔여작업

   - 폐기물 처리 작업

   ※ 계약업체에서 12월 27일 작업착수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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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기사항

   - 원자로 운정일정이 2005년 1월 4일 - 1월 20일까지이므로 설치작업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생각됨.

□ 5일차 

1. 일  시 : 2004년 12월 27일 11:00 - 10:0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데콘) - 4명 

3. 작업내용 :  차폐실의 GM tube 분리 

4. 작업방법

1) 오염에 주의하여 몽키와 렌치를 이용하여 해체함

5. 작업 결과

1) 외부 반출을 하려고 하 으나 방사능이 검출되어 방출하지 않음.

6. 현재 상황

   - 분리된 기기를 제염액 속에 담그어 됨. 

7. 향후 작업 계획 

   - 2005년 1월 3일 제염 후 방출할 예정임.  

□ 6일차

1. 일  시 : 2005년 01월 05일 09:00 - 17:0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데콘) - 4명 

3. 작업내용 : 

1) Loader 제작관련 Al 파이프 방사선 관리실의 검사 후 반출

2) 기기 제거

3) 부품 정리

4. 작업방법

1) 부품은 제염 후 각 부품별로 꼬리표 부착하여 상자에 보관함.

     (2상자 분량, 상자 윗부분에 부품목록 부착하고 함)

2) 부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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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작업 부품목록.

순  번 부  품  명 수   량 비   고

1 Receiver 1

2 Diverter(방향전환) 5

3 Diverter(PTS #2) 1

4 Sol V/V 2

5 Auto Loader 1

6 Junction Box 5

7 ACCV 3

8 센서 1

9 GM Tube 1

10 방사선 감지기 1

6. 현재 상황

   - 모든 부품은 철거됨. (PE관, 부품, 기기, 전선 )

7. 내일(1월 6일) 작업 계획 

   - 벽과 바닥에 있는 앙카볼트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

   - 폐기물작업(방사선 관리실과 협조하여 일반폐기물과 방사선 폐기물 분리 

후       드럼 작업)  

   - 뒷정리 

□ 7일차

1. 일  시 : 2005년 01월 06일 09:00 - 17:0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데콘) - 4명 

3. 작업내용 : 

1) 기기철거 

2) 폐기물 정리

     ▷ 가연성 폐기물 : 5드럼

     ▷ 비가연성 폐기물 : 1드럼

   - 드럼 봉은 내일 벽에 붙은 앙카볼트를 제거 후 바닥청소까지 끝내고     

      봉하기로 방사선 안전관리실과 협의함.

   - 현재 드럼은 PTS 실 입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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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상황

   - 전체 기기 철거작업 완료

   - 폐기물 처리도 거의 완료.

   - PTS 실의 정리도 개략적으로 끝났음.

   - 청소상태 완료. 

   - 바닥 제염은 내일함. 

5. 내일(1월 7일) 작업 계획 

   - 벽과 바닥에 있는 앙카볼트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

   - 폐기물작업 드럼 작업

   - PTS 실 바닥 오염제거 작업(방사선 관리실에서 전체를 제염액을 사용하여  

     닦을 것을 요구함)     

   - 뒷정리 

6. 향후 계획

   - 현재 계약업체에서 Loader을 개조하는 중인데 빨리하라고 독촉하는 중

     (예상으로는 1월 12, 13일에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임)

   - Loader가 완료되면 즉시 설치작업 예정임. 

□ 8일차

1. 일  시 : 2005년 01월 07일 13:00 - 16:0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데콘) - 4명 

3. 작업내용 : 

1) 벽과 바닥에 붙은 앙카보트 제거 완료

2) 폐기물 정리

     ▷ 가연성 폐기물 : 5드럼

     ▷ 비가연성 폐기물 : 1드럼

3) 바닥청소

   - 전체 제염 작업 후 청소 완료

4. 현재 상황

   - 기기 철거작업 완료.

   - PTS 실 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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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TS 실 청소 및 바닥 제염 완료. 

     ▷ 폐기물 정리상태

   - 모든 폐기물은 드럼에 넣고 방사선 관리실에서 방사선 준위만 측정하고 반  

     납하면 작업이 완료됨. 

   - 드럼 봉은 방사선 안전관리실에서 1월 11일(화요일) 하자고 함.

   - 현재 드럼은 PTS 실 입구에 있음.

5. 향후 계획

   - 1월 12∼13일

1) NAA #3 ACCV에 연결되는 질소공급관 설치작업

2) Controller에 연결되는 케이블 작업 

   - 현재 계약업체에서 Loader 를 개조하는 중인데 빨리하라고 독촉하는 중으  

     로 Loader가 완료되면 즉시 설치작업 예정임. 

□ 9일차

1. 일  시 : 2005년 01월 17일 13:00 - 17:0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 오복균(데콘) - 5명 

3. 작업내용 : 

1) 질소 공급라인 연결

   - 질소 공급라인을 차폐실 쪽으로 연결하며 각을 잡았음.

   - 6.0 bar도 질소 공급라인과 같이 배선함.    

4. 현재 상황

   - 질소 공급라인의 배선만 완료한 상태로 조립은 부속이 없어 못함.

   - 6.0 bar도 질소 공급라인과 같이 배선만 함.   

5. 내일 계획

   - 설치 작업 계속

6. 기타 

   - 오늘은 작업자가 부속품 등 준비가 미비하여 진행이 작업 부진함.  

   - 철저한 준비를 부탁함.

   - 작업 시간도 아침 09:00부터 하라고 주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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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차

1. 일  시 : 2005년 01월 18일 09:00 - 17:0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 우희수, 김광득(데콘) - 6명 

3. 작업내용 : 

1) Loader 설치 중

2) 배기관 완료

3) 공급관 설치 예정

4. 현재 상황

   - PTS 실에서의 작업은 1일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함. 

5. 내일 작업  

   - Loader 설치(설치는 하 으나 뚜껑의 열림 상태 등 검사해야 할 부분이 있  

    음)

   - 공급관 설치

   - 케이블 설치 

6. 향후 계획

   - PTS 실의 설치가 끝나면 원자로실과 협의하여 원자로 실내의 설치 작업도  

    이어서 할 예정임.  

 

□ 11일차

1. 일  시 : 2005년 01월 19일(수요일) 10:00 - 17:0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 우희수(데콘) - 5명 

3. 작업내용 : 

1) 배기관 설치 완료

2) 공급관 설치 완료

3) Loader 설치 예정

4. 현재 상황

   - PTS 실에서의 작업은 완료. 

   - 캡슐 이송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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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잔여 작업

   - 원자로 홀 캡슐 이송관 설치

   - 원자로 홀 공기 공급관 및 배기관 설치

   - 원자로 홀과 PTS 실 케이블 설치 및 셋팅

6. 계획

   - 21일(금요일)에 원자로 홀에서 PTS실 쪽으로 작업하기로 함.

7. 기타

   - 계약업체에서는 잔여 작업 일을 하루 정도로 보나 26일 정도 끝날 것으로  

      생각됨.

   - 작업 결과는 기능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일이 거칠고 투박함.

   - 금요일 작업 시에는 케이블 연결 등 중요한 일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문가가 작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함. 

□ 12일차

1. 일  시 : 2005년 01월 21일(금요일) 10:00 - 19:3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 우희수, 이진형, 김광득,     

             이민철, 오복균, 모성순, 김광득 (데콘) - 10명 

3. 작업내용 : 설치작업 완료 

1) 배기관 설치 완료

2) 공급관 설치 완료

3) Loader 설치 완료

4) 이송관 설치 완료

5) 각종 케이블 설치 완료

4. 현재 상황

   - 원자로 홀과 PTS 실의 모든 작업은 완료됨

   - 설치과정 중 발생한 폐기물(약 반드럼) 처리해야함

5. 계획

   - 월요일(24일)에 계약업체 직원 2명과 함께 설치 완료된 시설 점검 실시.    

       (계약업체 직원 2명은 전기 1명, 기계 1명)

   - 화요일부터 성능 검사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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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요일부터 2주일간 테스트할 예정임.

□ 13  일차

PTS #3 설치 상태 확인

1. 확인일자 : 2005년 01월 24일

2. 확인자

  시험인: 소속 (주)데콘엔지니어링       이름     안 정 석      □□
  입회인: 소속  한국원자력연구소        이름     김 선 하      □□
  확인자: 소속  한국원자력연구소        이름     정 용 삼      □□
3. 확인사항 

1) 누설시험

시험방법 : 작동 압력하에서 각 배관의 조립부 연결부의 누설여부를 

비눗물을 살포한 뒤 누설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2) 기 테스트

시험방법: Leak Test 후, 질소가스를 공급하며, solenoid valve가 닫혀있

는 상태에서 작동압력(공압관 : 6bar 질소가스 공급관 : 1.5bar)이 유지되

는 것을 확인한다.

3) 계장 테스트

      시험방법: 

① RX홀과 RI동에 위치한 2개의 photo sensor에 대하여, 수동으로 신호를  

         주었을 때, 각각의 solenoid valve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다.

② Control panel에서 rabbit의 이송 및 회수 신호를 주었을 때, 반응하는   

        각각의 solenoid valve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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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PTS #3 기체 누설시험 점검표.

장  소 Test 위치 검사방법 누 설 여 부

 RI동

(방사화

분석실)

공압관

elbow 1. (질소가스공급탱크)

비
눗
물

살
포

후

육
안
검
사

 Yes ■   No ⏐
elbow 2.  Yes ■   No ⏐
elbow 3.  Yes ■   No ⏐
elbow 4.  Yes ■   No ⏐
elbow 5.  Yes ■   No ⏐
elbow 6. (valve box)  Yes ■   No ⏐

질소 가스

공급관 1

elbow 1. (질소가스공급탱크)  Yes ■   No ⏐
elbow 2.  Yes ■   No ⏐
elbow 3.  Yes ■   No ⏐
elbow 4.  Yes ■   No ⏐
elbow 5. (valve box)  Yes ■   No ⏐

질소 가스

공급관 2

valve box 연결부  Yes ■   No ⏐
elbow 1  Yes ■   No ⏐
이송관 연결부  Yes ■   No ⏐

배기관 1

이송관 연결부  Yes ■   No ⏐
elbow 1  Yes ■   No ⏐
valve box 연결부  Yes ■   No ⏐

배기관 2

Exh. line 연결부  Yes ■   No ⏐
elbow 1.  Yes ■   No ⏐
elbow 2.  Yes ■   No ⏐
elbow 3.  Yes ■   No ⏐
valve box 연결부  Yes ■   No ⏐

Loader
loader 상부(sensor연결부)  Yes ■   No ⏐
외부 housing  Yes ■   No ⏐

RX동

(원자로상부)

이송관 조사관 연결부

육
안
검
사

비
눗
물

살
포

후

 Yes ■   No ⏐
배기관1

elbow 1  Yes ■   No ⏐
연결부  Yes ■   No ⏐

배기관 2
연결부 1  Yes ■   No ⏐
연결부 2  Yes ■   No ⏐

질소 가스

공급관 1

연결부 1  Yes ■   No ⏐
연결부 2  Yes ■   No ⏐
연결부 3  Yes ■   No ⏐

질소 가스

공급관 2

연결부 1  Yes ■   No ⏐
연결부 2  Yes ■   No ⏐
연결부 3  Yes ■   No ⏐

공압관 elbow 1  Yes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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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PTS #3 기체 기 시험 점검표.

장  소 Test 위치 검 사 방 법 결    과

 RI동

(방사화분석실)
-

 gas regulator의 지시값

과 작동압력값과의 비교

만족■     불만족⏐
 RX동

(원자로탑)
- 만족■     불만족⏐

표 43. PTS #3 계장시험 점검표.

장  소 Test 위치 검 사 방 법 작동 상태

 RI동

(방사화분석실)

Solenoid

Valve
valve box ① 양호■       불량⏐

Photo 

Sensor 
loader 상단 ② 양호■       불량⏐

RX동

(원자로탐)

Solenoid

Valve
valve box ① 양호■       불량⏐

Photo 

Sensor 
조사관 junction ② 양호■       불량⏐

표 44. PTS #3 각 부속부품 조립상태 점검표.

장  소 Test 위치 검 사 방 법 부착 및 조립상태

 RI동

(방사화분석실)

valve

box
valve box 

볼트, 너트 결

합 상태
양호■       불량⏐

loader 후드 좌측상단 정위치 확인 양호■       불량⏐
PE관

질소가스탱크 ~

valve box
정위치 확인 양호■       불량⏐

PE관
valve box ~

loader
정위치 확인 양호■       불량⏐

배기관
loader 상단 ~

Exh. line
정위치 확인 양호■       불량⏐

photo

sensor
loader 상단 정위치 확인 양호■       불량⏐

RX홀

(원자로 상단)

valve

box

valve

box
정위치 확인 양호■       불량⏐

PE관
RX홀 외벽 ~

조사관 연결부

ㄷ형강과 클램프

와의 결합 상태

(이격여부확인)

양호■       불량⏐

배기관
valve box ~

Exh. line
정위치 확인 양호■       불량⏐

photo

sensor
조사관연결부 정위치 확인 양호■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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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미비 사항 및 수정사항

 1) 원자로홀 원자로 탑 상부 valve box: T형 junction → 90° elbow 교체요망   

     

    (3 개소).

 2) Photo sensor 작동여부 확인.

   (현재; solenoid valve 전원입력상태 확인)

 3) 원자로 홀 센서 Leak 부분 봉. 

 

□ 14일차

1. 일  시 : 2005년 01월 25일(화요일) 10:00 - 17:3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 이진형(데콘) - 5명 

3. 작업내용 : 캡슐 이송시험

4. 점검내용

  1) 점검결과 

   가. 캡슐 이송이 안됨

      (원자로 홀 : 이송관(0.6 bar), PTS Room : 이송관(0.8 bar)  

   나. 캡슐이 Loader로 인출되면 뚜껑이 깍임.

  2) 원인

   가. 조사관과 PE관 연결부위가 구부러져 있음.

   나. Loader 제작이 잘못됨

5. 대처방안

  1) 조사관과 PE관 연결부위를 일직선으로 만들기로 함.

  2) Loader 다시 제작하기로 함.

6. 내일(1월 26일) 작업 계획

  1) 오전 : 조사관과 PE관 연결부위를 일직선으로 만듦

     오후 : 이송 실험

□ 15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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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2005년 01월 26일(수요일) 10:00 - 16:3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 이진형(데콘) - 5명 

3. 작업내용 : 캡슐 이송시험

4. 시험 결과

  1) 점검결과 

   가. 조사관과 PE관 연결부위를 일직선으로 만들고 캡슐 이송시험을 함.

      (원자로 홀 : 이송관(0.6 bar), PTS 실 : 이송관(0.85 bar)  

      - 이송관과 조사관을 일직선으로 만들면 약 한 시간은 이송이 잘되나 이

후          에는 캡슐이 조사관에 부딪힘.  

   나. Controller의 자동모드가 작동되지 안됨.

      - Controller 반출 

5. 내일(1월 27일) 작업 계획

  1) 오전 : 

      - 조사관과 PE관 연결부위를 다시 일직선으로 만들고 실험.

      - Controller 장착

        오후 : 이송시험

□ 16일차

1. 일  시 : 2005년 01월 27일(목요일) 09:00 - 18:3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 이진형(데콘) - 5명 

3. 작업내용 : 캡슐 이송시험

4. 시험 결과

  1) 점검결과 

   가. 캡슐이 조사관으로 이송이 원활하지 않음.

       (2/10는 조사 안됨)

   나. Controller의 작동이 부정확함.

   다. 센서 등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음.

   라. PTS 실의 최소의 이송압력은 0.85 bar 이상이 되어야함.

   마. 이송관과 조사관이 일직선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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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Controller 각 기기의 역할의 이해가 부족함.

5. 내일(1월 28일) 작업 계획

  1) 이송관과 조사관이 일직선으로 만듦.

  2) Controller의 수리.

  3) Controller 각 기기의 역할의 이해 후 실험. 

□ 17일차

1. 일  시 : 2005년 01월 28일(금일) 09:00 - 17:3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 이진형(데콘) - 5명 

3. 작업내용 : 캡슐 이송 및 이송시간 측정

4. 시험 결과

1) 캡슐 조사관으로 이송 원활.

2) Controller 작동 정상.

3) 센서 등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

4) PTS 실의 최소의 이송압력은 0.85 bar 이상이 되어야함.

5) 캡슐 이송시간 측정

가. Loader에서 조사관까지

나. Loader에서 원자로 홀 센서까지 

다. 센서에서 조사관까지 시간측정 

   - 모든 기기 및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함

5. 기타

   - 현재는 모든 기기 및 시스템이 정상으로 작동하나 원자로 홀의 조사관과 

PE관 이음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연결부분이 일직선이 되지 않고 틀어지는 현상

이 나타나 캡슐이 이송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실험을 계속해보면서 관찰해 보

아야함.  

□ 18일차

1. 일  시 : 2005년 02월 02일(수요일) 09:00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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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 이진형(데콘) - 5명 

3. 작업내용 : 캡슐 이송 및 이송시간 측정

4. 시험 결과

1) 캡슐 이송을 50회하 는데 10회 안됨.

      - 지지대를 세워 보았으나 조사관과 PE관을 근본적으로 보강해야함.

2) Loader/Receiver leak를 초치하 는데 뚜껑 개폐에 문제점이 있음.  

5. 계획

  1) 캡슐 이송이 안되는 문제는 NAA #2 조사관입구를 분리하여 테이퍼 가공   

     하여 부착하기로 함.

     ▷ 오늘(2월 3일) 반출 및 가공 하여 내일(2월 4일) 부착 및 실험하기로 함. 

         - 가공은 오늘 무조건 끝내기로 함.     

  2) Loader/Receiver leak도 뚜껑을 분리하여 반출하며 처리는 

가. 오링을 맞는 것으로 부착 

나. 뚜껑 안쪽에 래버를 부착

다. 손잡이를 길게 하기로 함.

6. 기타

1) Controller는 정상 작동

2) 다른 기타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음.   

□ 19일차

1. 일  시 : 2005년 02월 04일(금일) 09:00 - 19:3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연구소), 안정석, 김해성 (데콘) - 4명 

3. 작업내용 : 

  1) 조사관 입구 안내 테이퍼관 부착 후 캡슐 이송 및 인출시간 측정

  2) Loader/Receiver에 오링을 맞는 것으로 부착하고 손잡이를 길게 함.

4. 시험 결과

  1) 캡슐 이송을 자동 및 수동으로 100회 하 는데 모두 이송됨.(이송압력 최   

     소 0.7 bar, 인출압력 0.75 bar)

      - 이송에는 문제점 없음.

   2) Loader/Receiver leak를 조치하 는데 약간 누수가 있음, 보완이 필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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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계획

   1) 캡슐 이송에 문제점이 없으나 PTS 실에 설치되어 있는 Regulator의 작동  

      이 정확하지 않아 Regulator를 교환하고 실험하기로 함.

   2) Loader/Receiver Leak는 오링과 접착부위에 라버를 부착하기로 함.

6. 기타

   현재 상태는 상기 지적한 것만 보완하면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7. 이송시험 결과

1) 이송 조건

가. 이송압력 0.8 - 0.9 bar 인 경우

         - Regulator의 정확한 압력 조절이 불가능하여 압력의 변화가 생김

나. 시간 측정은 60회 측정한 평균값임.   

  2) 이송 시간 측정

가. 수동 이송 

        - Loader에서 조사공 : 9.5 sec

        - Loader에서 센서 : 2.6 sec

나. 자동 이송 

        - Loader에서 조사공 : 9.8 sec

        - Loader에서 센서 : 2.6 sec

  3) 인출시간 측정

가. 수동 인출 : 3.5 sec

    나.  자동 인출 : 3.3 sec 

         * 수동으로 75회 조사, 자동으로 75회 조사하 는데 모두 이송됨.

         * 이송압력이 0.80∼0.90 bar 인 경우 모두 조사되는 것을 확인함.

  

8. 캡슐 무게 10 g 이송 및 인출시간 측정

1) 이송 조건

가 .이송압력 0.7 bar 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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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gulator의 정확한 압력 조절이 불가능하여 압력의 변화가 생김

  2) 이송 시간 측정

가. 수동 이송 

       - Loader에서 조사공 : 11.9 sec

       - Loader에서 센서 : 3.1 sec

 

나. 자동 이송 

       - Loader에서 조사공 : 12.1 sec 

       - Loader에서 센서 : 3.4 sec

         * 0.7 bar에서 조사할 경우 Regulator의 압력이 정확할 경우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됨.   

 

9. 시험결과

 

  1) 현재까지의 실험은 래빗 인출 및 이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만을 확인  

     함.

  2) 이송압력을 제어하는 Regulator가 부정확하게 작동되어 이송시간의 정확한  

     값은 신뢰할 수 없으며 0.7bar의 압력으로 이송되는 것만을 확인한 예비실  

     험으로 보아야 됨.

  3) 신품의 Regulator를 장착 후 0.7bar에서 정확한 이송 시간을 측정 후 1TR  

      및 2TR 값을 셋팅 할 예정임.

□ 20일차

1. 일  시 : 2005년 02월 18일(금일) 09:00 - 18:30

2. 작업자 : 백성열, 김선하(원자력연구소), 안정석, 김해성, 전진형(데콘) - 이상  

             5명

3. 작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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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ader/Receiver의 오링 교환

2) Regulator 수리 후 부착(압력 게이지 교환)

3) Loader/Receiver 캡슐 장전 부품 교환

4. 시험 결과

  1) Loader/Receiver의 오링 교환 후 leak 없음

  2) Loader/Receiver 캡슐 장전 부품 교환 후 캡슐의 깍임현상 없음

  3) Regulator 수리 후 부착하여 압력 조절이 가능함(0.7 - 0.75 bar)

  4) Manual로 60회, Auto로 60회 이송 실험하 는데 모두 조사됨. 조사관과 PE  

    관의 연결부위가 원활하며 Loader/Receiver에서 leak가 없어 조사가 잘 됨.

  5) 캡슐 이송 시간은 빈 캡슐, 5g, 10g으로 나누어 시험함.

  6) 캡슐 이송시간은 빈 캡슐과 10 g짜리 캡슐의 이송시간이 다르게 측정되었 

음.  

       표 45. 무게별 캡슐 이송시간 측정(단위 sec)

       

캡슐 상태 수동 이송 자동 이송 인출시간 비고

빈 캡슐 8.77 8.63

5 g 7.57

10 g 7.35 7.19 3.54

7) 캡슐 도착 시간과 Auto Timer 작동 시작 시간

가. 조건 1 : 땡 소리 후 큐(약간 차이)

        

1TR : 4 sec

2TR : 7 sec

Delay Time : 1.2 sec

이송압력 : 0.75bar

캡슐 상태 : 빈
      

     

나. 조건 2 : 큐 소리 후 땡(약간 차이)

        

1TR : 4 sec

2TR : 6 sec

Delay Time : 1.2 sec

이송압력 : 0.75bar

캡슐 상태 :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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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건 3 : 큐 약간 빠르나 소리 후 땡(약간 차이)

        

1TR : 4 sec

2TR : 5 sec

Delay Time : 1.2 sec

이송압력 : 0.75bar

캡슐 상태 : 5 g

   

라. 조건 4 : 큐 땡이 거의 동시(약간 차이)

        

1TR : 4 sec

2TR : 5 sec

Delay Time : 1.2 sec

이송압력 : 0.75bar

캡슐 상태 : 10 g

   마. 조건 5 : 땡 소리나고 2초후 큐

        

1TR : 4 sec

2TR : 5 sec

Delay Time : 1.2 sec

이송압력 : 0.75bar

캡슐 상태 : 빈 

5. 향후계획

  1) 실험 결과 빈 캡슐과 10g 캡슐의 이송 시간이 다르게 측정됨. 따라서 2TR  

     값을 정확히 셋팅 해야함.  

  2) 실험 계획서 작성

     

6. 설치 완료에 따른 보완사항  

  1) 실험이 종료되어 계약업체에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완료되는 대로 접수한다고 함.

  2) Regulator는 용량에 맞는 것으로 교체하여 부착하기로 함.

  3) 조사관과 PE관 연결부위는 알미늄으로 가공하여 재 부착하기로 함(현재는  

     테프론 재질로 되어 있음)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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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  방사선 리실에서 이송 의 공기와 주변 방사선량을 측정함. 결과  

     는 정리 되는 로 보낸다고 함.

   - 지 까지 실험결과로는 이송  인출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지 은  

      설치 기라 아직 나타나지 않은 문제 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운  과정에  

     서 나타나는 문제 에 심을 가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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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 공압이송 조사장치 원자로 수조 내부 (NAA #1, 

2) 제거 철차 

하나로 운  차서


 1. 차서 종류 :  보수 차서 

 2. 차서 제목 :  공압이송 조사장치 원자로 수조 내부

 제거

 3. 차서 번호 :  HANTAP-05-OD-ROP-MA-49 

 4. 작성, 검토  승인

작 성 자 : 박  용  철 서  명: 일  자:

검 토 자 : 우  종  섭 서  명: 일  자:

승 인 자 : 전  병  진 서  명: 일  자:

5. 차서 작성  개정이력

개정번호 작성자 발행 는 개정 이유 승인자 승인 일자

0 박용철 최  작성 병진 0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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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  적

    이 절차서는 공기이송장치 (pneumatic transfer system)의 원자로 수조 

내부관 (이하 내부관, 붙임 1 참조)을 제거할 경우 원자로실 및 주변 환경

의 방사선 확산을 최소화하여 작업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 다.

2.0 참조

2.1    제작자 도서 

2.1.1   9509, 개정 E, POOL END. OD 1.125" SYSTEM

2.1.2   9510, 개정 D, POOL END, OD 1.25" SYSTEM

2.1.3   9601, 개정 F, POOL TUBES, NAA-1, OD 1.25" SYS.

2.1.4   9602, 개정 E, POOL TUBES, NAA-2, OD 1.125" SYS.

2.1.5   9603, 개정 D, POOL TUBES, NAA-3, OD 1.125" SYS. CADMIUM 

       LINED

3.0 준비 및 주의사항

3.1    준비사항 

다음의 장비 및 공기구 등이 준비되어야 하고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플랜지 막음판 및 개스킷 (붙임 2)

-. 맨브리지 

-. 크레인 

-. 스테인리스 스틸 부력 억제 추: 3.7 kg: 2개, (붙임 3 참조)

-.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직경 3 mm 이상, 20 m)

-. 안전 마스크 

-. 안전벨트

-. 덧신, 고무장갑

-. 제염지

-. 스패너 13 mm 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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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인리스 스틸 물통 1개

-. 플라스틱 물통 10톤-8개

-. 물통 이송 지게차

-. 수조수 이송펌프 및 호스

-. 물탱크의 수위를 확인하기 위한 사다리

-. 비닐 시트

-. HEPA 여과기 장전 진공청소기

-. 수조내부 관찰 임시 조명등 

-. 수중 카메라

-. 방사선 감지기

3.2   주의사항

1) 내부관은 수직으로 뽑을 수 있도록 무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2) 사용한 공구 및 장치 등은 제염지로 닦아 수조수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3) 수조내부 작업 시 볼트, 공구 등이 수조에 떨어지지 않도록 줄을 묶어 

사용한다. 

4) 작업자는 수조에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벨트를 매고 한쪽은 수조상부에 

고정되어야 한다. 

5) 내부관 인출시 내부관이 주변 시설물과 간섭을 막기 위해 수중 카메라

를 설치하여 수조내부를 감시하여야 한다.  

4.0 초기 조건

4.1  원자로가 정지 되어야 한다.

4.2  내부관의 내부는 충분히 제염되어 분해 작업이 가능한 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3  부적합 보고서와 방사선 작업 허가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5.0  절차

5.1   수조수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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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탱크를 원자로실로 반입한다. 단, 처음으로 사용하는 탱크는 반입 전에 

충분히 헹굼 하여 반입한다.  

2) 10 톤 용량의 물통 8개를 1차 정화계통 기기실과 1차 냉각펌프 1번 기기

실 해치 위 등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정렬한다.   

3) 배수 전에 임시 조명을 설치하여 수조내부를 관찰하고 수조 수중등의 전

원을 끈다. 

4) 수위에 따른 제어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1차 냉각펌프와 정화펌프의 전

원을 차단한다. 

5) 수조수 이송 펌프 (자흡식)를 연결하여 수조수를 작업 및 사용 후 수조

로 최대한 이동하고 나머지는 물탱크로 이동한다.      

6) 물통 수위가 상부 판 이음부까지 차면 펌프를 정지하고 다음 탱크로 이

동한다. 

7) 물통 덮개를 닫아 저장한다.

8) 동일한 방식으로 수조수위가 EL 78.5 (깊이 6.3m)가 되도록 배수한다. 

5.2   수조덮개 해체 

1) 조사공이 서쪽에 위치하므로 중앙부분 (슬라이딩 판넬)과 서쪽 덮개를 

각각 제거한다. 

2) 제거된 덮개는 반사체 기기실 해치 위 등 안전한 공간에 정렬한다.

5.3   막음 플랜지 제작

1) 막음판은 내부관 제거 시 배관 연결부를 막기 위해 제작한다.

2) 막음판의 형상은 붙임 2와 같이 개스킷, 막음판 및 6개의 체결볼트와 너

트로 구성된다.

3) 막음판은 플랜지 연결부위 당 2 세트가 필요하며 붙임 1에서 보여주는 

내부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4번관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루프 당 

4세트 씩 총 12세트를 제작한다.  

5.4   원자로 수조감시 카메라 제거

1) 이 카메라는 붙임 4와 같이 설치되어 있어 그 하부에 있는 내부관을 가

리고 있으므로 임시로 제거한다. 

2) 카메라는 원자로 수조 벽에 용접되어 있는 지지물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

어 볼트를 풀어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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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거된 카메라는 원자로 수조상부 북서쪽에 비닐을 깔고 안전하게 임시 

저장한다.  

5.5   부력 억제 추 및 공구설치 

1) 내부관은 가압공기를 이송하기 위한 1 인치 튜브 (두께: 1.2 mm)와 시료

를 이송하기 위한 튜브 (NAA-1: 31.75 mm, NAA-2/3: 28.6 mm)가 모

여 한 루프를 구성하며 길이는 약 13.7 m 이다. 

2) 재질은 비중이 2700 kg/m
3
인 알루미늄이며 자중과 부력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실제로는 약 7 kg의 힘의 부력이 상부 방향으로 걸리고 있다. 

NAA-1: 19.5 kg - 21.9 kg =-2.4 kg

NAA-2/3: 15.5 kg -17.8 kg = -2.3 kg

3) 각 루프의 부력을 억제하기 위해 붙임 3과 같이 3.7 kg의 추를 제작한다. 

5.6   내부관 제거 시 부력 억제를 위한 고정

1) 작업자가 1번 발판으로 내려가기 전에 받침대, 조사공 및 침니 상부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한다.  

2) 작업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맨브리지를 이용하여 EL78.5에 있는 받침대로 내

려간다. 

3) 수조상부에서 13 mm 스패너 및 6각 렌치를 이송 물통에 담아 작업자에

게 내려 준다.

4) 작업자는 세 세트의 루프를 묶고 있는 9번 플랜지 아래의 하부 크램프를 

제거한다. 

5) 관 분해 시 부력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기에서 제거한 크램

프 자리에 각각 끈을 매어 주변 지지물에 고정하고 작업자는 수조상부로 

이동한다. 

5.7   4번관 제거

1) 작업자는 2번 발판에 내려간다.

2) 수조상부에서 막음판, 개스킷, 채결볼트와 너트, 청 테이프, 면 끈, 알루미

늄 슬리브 및 스트리퍼, 13 mm 스패너 및 렌치를 이송 물통에 담아 작

업자에게 내려 준다. 

3) 면 끈으로 4번 배관을 각각 묶어 수조상부에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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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하고 11번과 10번 플랜지의 볼트를 차례대로 제

거한다. 이때 진공청소기로 플랜지 주변의 공기를 흡입한다.

5) 각각의 10번 플랜지를 분리하여 4번관을 아래로 내리면서 11번 플랜지를 

분리한다. (11번 플랜지 내부로 시료 이송관이 약 6.3 mm 튀어 나와 있

으므로 아래로 내리면 쉽게 빠짐)

6) 분리된 각각의 4번관 상하단 플랜지를 청 테이프로 막아 수조상부로 이

동하고, 청 테이프 제거 후 막음판으로 막는다. 

7) 수조상부에서는 4번관 표면이 건조되면 스메어 테스터 (smear test) 하

여 방사선 오염상태를 측정한다.  

8) 수조내부에서는 각각의 5번과 3번관의 플랜지를 막음판으로 막는다.

9) 5번관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10번 플랜지 하부에 있는 크램프를 제거하

여 11번 플랜지 전단에 설치한다. 

10) 작업자는 수조상부로부터 받은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약 5m)를 각 

루프의 10번 플랜지에 묶고 수조상부로 이동한다. 

5.8   나머지 내부관 제거 

1) 10번 플랜지에 연결한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맨브리지에 연결한다. 

2) 관 인출시 간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연결하여 촬 한다. 

3) 작업자는 1층 발판으로 내려간다.

4) 수조상부에서는 추 2개, 알루미늄 슬리브 및 스트리퍼를 물통에 담아 작

업자에게 내려 준다. 

5) 먼저 맨브리지로 NAA-2의 내부관을 약 2 m 들어 올리면 작업자는 2번 

배관의 30도로 경사진 배관 중간 위치에 추를 단다. 이 때 조사공 상부

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한다. 

6) 이를 원자로 수조 내의 작업수로 우측 등 빈 공간에 3번관 플랜지 상단

이 EL85 위치가 되도록 매달아 임시 저장한다.

7) 동일 방식으로 NAA-1 내부관도 제거하여 임시 저장한다.

5.9  원자로 수조감시 카메라 설치 

1) 충수 전에 수조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 

2) 설치가 종료 되며 제어실과 교신하여 카메라 초점을 맞춘다.

3) 전기담당 요원은 전원 케이블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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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충수

1) 감시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이송펌프로 물통에 담은 수조수를 수조에 

채운다. 

2) 게이트를 개방하여 수위가 EL 84.5가 되도록 충수하고 게이트는 작업수

조 좌측에 보관한다.

5.11  내부관 저장

1) 제거된 내부관을 작업수조로 이동하여 조사 부위를 수중 카메라로 촬

하고 화면을 보고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2) 손상유무 확인이 끝나면 사용 후 수조의 우측 공간 등 간섭이 없는 위치

에 매달아 저장한다. 

5.12  원상 복구

1) 제거한 수조덮개를 제자리에 설치한다.

2) 게이트를 사용 후 수조수로에 설치한다. 

3) 물통을 제염하여 제자리로 옮긴다. 

6.0  붙  임

붙임 1  PTS 원자로 수조 내부관 

붙임 2  막음판 형상

붙임 3  부력억제 추

붙임 4  원자로 수조감시 카메라 설치상태

붙임 5  점검 보고서

붙임 6  준비사항 점검표

붙임 7  내부관 제거 점검표

붙임 8  마무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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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PTS 원자로 수조 내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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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막음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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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부력억제 추

S.S304 추(3.7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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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원자로 수조감시 카메라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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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점검 보고서

점검 보고서

제 목

근 거   주     기 N/A

시 행

일 시

시    작  200  년  월   일   시   분

실 시 자                    (서명)
완    료  200  년  월   일   시   분

시 행

허 가

주관부서장                    (서명)
종 료

확 인

주관부서장                    (서명)

운전조장                    (서명) 운전조장                    (서명)

사 용

장 비

기  기  명 기 기 번 호 교정 유효 일자

결 과

및

특 기

사 항

품질보증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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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준비사항 점검표 (1)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수조수 배수

1) 물탱크를 원자로실로 반입한다. 단, 처음으로 사용하는 탱크는 반

입 전에 충분히 헹굼 하여 반입한다.  

2) 10 톤 용량의 물통 8개를 1차 정화계통 기기실과 1차 냉각펌프 1

번 기기실 해치 위 등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여 정렬한다.   

3) 배수 전에 임시 조명을 설치하여 수조내부를 관찰하고 수조 수중

등의 전원을 끈다. 

4) 수위에 따른 제어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1차 냉각펌프와 정화펌

프의 전원을 차단한다. 

5) 수조수 이송 펌프 (자흡식)를 연결하여 수조수를 작업 및 사용 후 

수조로 최대한 이동하고 나머지는 물탱크로 이동한다.      

6) 물통 수위가 상부 판 이음부까지 차면 펌프를 정지하고 다음 탱

크로 이동한다. 

7) 물통 덮개를 닫아 저장한다.

8) 동일한 방식으로 수조수위가 EL 78.5 (깊이 6.3m)가 되도록 배수

한다. 

2.  수조덮개 해체 

1) 조사공이 서쪽에 위치하므로 중앙부분 (슬라이딩 판넬)과 서쪽 덮

개를 각각 제거한다. 

2) 제거된 덮개는 반사체 기기실 해치 위 등 안전한 공간에 정렬한

다.

3.  막음 플랜지 제작

1) 막음판은 내부관 제거 시 배관 연결부를 막기 위해 제작한다.

2) 막음판의 형상은 붙임 2와 같이 개스킷, 막음판 및 6개의 체결볼

트와 너트로 구성된다.

3) 막음판은 플랜지 연결부위 당 2 세트가 필요하며 붙임 1에서 보

여주는 내부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4번관을 제거하여야 하므로 

최소한 루프 당 4세트 씩 총 12세트를 제작한다.    

수조수위: 

해체유무: 

제작유무: 

점검자성명/서명 입회자성명/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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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준비사항 점검표 (2) 

점검항목 점검결과

4.  원자로 수조감시 카메라 제거

1) 이 카메라는 정상 수조수위에 설치되어 있어 그 하부에 있는 내

부관을 가리고 있으므로 임시로 제거한다. 

2) 카메라는 붙임 4와 같이 원자로 수조 벽에 용접되어 있는 지지물

에 볼트로 고정되어 있어 볼트를 풀어 제거한다.

3) 제거된 카메라는 원자로 수조상부 북서쪽에 비닐을 깔고 안전하

게 임시 저장한다.  

5.  부력 억제 추 및 공구설치 

1) 내부관은 가압공기를 이송하기 위한 1 인치 튜브 (두께: 1.2 mm)

와 시료를 이송하기 위한 튜브 (NAA-1: 31.75 mm, NAA-2/3: 

28.6 mm)가 모여 한 루프를 구성하며 길이는 약 13.7 m 이다. 

2) 재질은 비중이 2700 kg/m3인 알루미늄이며 자중과 부력이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 실제로는 약 7 kg의 부력이 상부 방향으로 걸리고 

있다. 

NAA-1: 19.5 kg - 21.9 kg =-2.4 kg

NAA-2/3: 15.5 kg -17.8 kg = -2.3 kg

3) 각 루프의 부력을 억제하기 위해 붙임 3과 같이 3.7 kg의 추를 제

작한다. 

6.  내부관 제거 시 부력 억제를 위한 고정

1) 작업자가 1번 발판으로 내려가기 전에 받침대, 조사공 및 침니 상

부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한다.  

2) 작업자는 안전벨트를 매고 맨브리지를 이용하여 EL78.5에 있는 

받침대에 내려간다. 

3) 수조상부에서 13 mm 스패너 및 6각 렌치를 이송 물통에 담아 작

업자에게 내려 준다.

4) 작업자는 세 세트의 루프를 묶고 있는 9번 플랜지 아래의 하부 

크램프를 제거한다. 

5) 관 분해시 부력에 의한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기에서 제거한 

크램프 자리에 각각 끈을 매어 주변 지지물에 고정하고 수조상부

로 이동한다. 

제거유무:

제작유무:  

지지물 고정유무:

 

점검자성명/서명 입회자성명/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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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내부관 제거 점검표 (1)

점검항목
점검결과

NAA-1 NAA-2 NAA-3

1.  4번관 제거

1) 작업자는 2번 발판에 내려간다.

2) 수조상부에서 막음판, 개스킷, 채결볼트와 너트, 청 테이프, 

면 끈, 알루미늄 슬리브 및 스트리퍼, 13 mm 스패너 및 렌치

를 이송 물통에 담아 작업자에게 내려 준다. 

3) 면 끈으로 4번 배관을 각각 묶어 수조상부에 고정한다.

4) 작업자는 방진 마스크를 하고 11번과 10번 플랜지의 볼트를 

차례대로 제거한다. 이때 진공청소기로 플랜지 주변의 공기를 

흡입한다.

5) 각각의 10번 플랜지를 분리하여 4번관을 아래로 내리면서 11

번 플랜지를 분리한다. (11번 플랜지 내부로 시료 이송관이 

약 6.3 mm 튀어 나와 있으므로 아래로 내리면 쉽게 빠짐)

6) 분리된 각각의 4번관 상하단 플랜지를 청 테이프로 막아 수

조상부로 이동하고, 청 테이프 제거 후 막음판으로 막는다. 

7) 수조상부에서는 4번관 표면이 건조되면 스메어 테스터 

(smear test) 하여 방사선 오염상태를 측정한다.  

8) 수조내부에서는 각각의 5번과 3번관의 플랜지를 막음판으로 

막는다.

9) 5번관의 흔들림을 막기 위해 10번 플랜지 하부에 있는 크램

프를 제거하여 11번 플랜지 전단에 설치한다. 

10) 작업자는 수조상부로부터 받은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 (약 

5 m)를 각 루프의 10번 플랜지에 묶고 수조상부로 이동한다. 

방사선

준위: 

방사선

준위: 

방사선

준위: 

점검자 성명/서명 입회자 성명/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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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내부관 제거 점검표 (2)

점검항목
점검결과

NAA-1 NAA-2 NAA-3

2.  나머지 내부관 제거 

1) 10번 플랜지에 연결한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맨브리지에 

연결한다. 

2) 관 인출시 간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중 카메라를 연결하

여 촬 한다. 

3) 작업자는 1층 발판으로 내려간다.

4) 수조상부에서는 추 2개, 알루미늄 슬리브 및 스트리퍼를 물통

에 담아 작업자에게 내려 준다. 

5) 먼저 맨브리지로 NAA-2의 내부관을 약 2 m 들어 올리면 작

업자는 2번 배관의 30도로 경사진 배관 중간 위치에 추를 단

다. 이 때 조사공 상부의 방사선 준위를 측정한다. 

6) 이를 원자로 수조 내의 작업수로 우측 등 빈 공간에 3번관 

플랜지 상단이 EL85 위치가 되도록 매달아 임시 저장한다.

7) 동일 방식으로 NAA-1 내부관도 제거하여 임시 저장한다.

간섭

유무:

방사선 

준위:

저장

상태:  

간섭

유무:

방사선

준위:

저장

상태:

간섭

유무:

방사선 

준위:

저장

상태:

점검자 성명/서명 입회자 성명/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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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마무리 사항 점검표 

점검항목 점검결과

1.  원자로 수조감시 카메라 설치 

1) 충수 전에 수조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 

2) 설치가 종료 되며 제어실과 교신하여 카메라 초점을 맞춘다.

3) 전기담당 요원은 전원 케이블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2.  충수

1) 감시 카메라 설치가 완료되면 이송펌프로 물통에 담은 수조수를 수조

에 채운다. 

2) 게이트를 개방하여 수위가 EL 84.5가 되도록 충수하고 게이트는 작업

수조 좌측에 보관한다.

3.  내부관 저장

1) 제거된 내부관을 작업수조로 이동하여 조사 부위를 수중 카메라로 촬

하고 화면을 보고 손상유무를 확인한다. 

2) 손상유무 확인이 끝나면 사용 후 수조의 우측 공간 등 간섭이 없는 

위치에 매달아 저장한다. 

4.  원상 복구

1) 제거한 수조덮개를 제자리에 설치한다.

2) 게이트를 사용 후 수조수로에 설치한다. 

3) 물통을 제염하여 제자리로 옮긴다. 

이상 유무: 

수조수위:

손상유무:

NAA_1

NAA-2

NAA-3

점검자 성명/서명 입회자 성명/서명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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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3044/200

5  

    제목 / 부제 
 하나로 중성자 방사화분석용 공압이송 조사장치(PTS #3)의 

 개조 및 특성시험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AR, TR일 경우 주저자)
 정용삼 (하나로 방사화분석시스템 및 이용기술 개발)

연 구 자 및 부 서 명
 김선하, 문종화, 백성열, 조현제, 김학노, 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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