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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성 추 자 이용기술개발 과제에서는 스텝모터 

 엔코더를 이용한 자동 증류탑 검사장치를 개발하여 석유화학 공장의 

장에 용  이다. 이러한 자동검사장치의 개발은 동 원소이용 산업 

진단기술의 실용화  이용기술 확 에 많은 기여를 하 다. 그리고  

동 원소 이용기술의 확 는 다양한 장상황에 맞는 새로운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기존에 개발된 자동 증류탑 검사장치의 설치를 해서는 선원 

 디텍터 이동을 한 공간이 필요하나 증류탑의 외벽에는 랫폼, 사다리, 

배  등 많은 구조물이 있다. 이러한 제약 때문에 랫폼의 단 는 비계 

설치 등이 필요하여 검사 의 사 작업이 필수 이다. 한 증류탑 

검사구간이 체가 아닌 일부 구간인 경우 검사시간에 비해 사 작업  

설치시간이 과다하게 걸리는 단 이 있다. 이에 자동 증류탐 검사장치의 

단 을 보완하고자 일부 구간 증류탑 검사에 있어서 일부 기능만 

자동화하여 신속히 설치하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반자동 증류탑 장치를 

개발 하 다. 

공압이용 반자동 증류탑 장치에 있어서 방사선검출기  선원의 이동에 

필요한 동력은 감마선원 용기와 방사선검출기의 자체 하 을 이용하도록 

하여 기존시스템에서의 모터가 불필요하게 하 으며 장치의 수직구동을 

한 기계 인 왕복운동에 필요한 동력은 공기압과 스 링의 복원력을 

이용하 고, 공기압의 조 은 기신호로 동작되는 양방향 밸 로 제어한다. 

치 조 은 한 스텝시 작업자에 의해 인가되는 기신호에 의해 동작되어 

지며, 방사선 계측은 휴 용 계측기와 선원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계측하게 된다. 공압이용 반자동 증류탑 검사 장치는 이와 같이 일정간격 

치 이동은 자동으로 제어되도록 하고 계측은 수동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증류 탐 검사 수행  가장 단순 반복 기능을 자동화하여 작업자의 부담을 

이는 신 설치 과정을 폭 여 자동증류탑 검사 장치와 보완 으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로 인하여 

감마선원을 이용한 증류탑 검사기술의 산업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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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Radiotracer application team of KAERI has developed a automatic 

gamma scanner which is using step motor and encoder. The automatic 

gamma scanner has been used in petrochemical industry and played 

important role in propagating the sealed source technology. The widening 

of the sealed source application results in the demand of the new and 

various equipment according to the local situation. For the installation of 

the developed automatic gamma scanner, many previous work are 

necessary such as cutting the grating of platform or installing of the 

scaffoldings for making the way for moving of source and detector. It 

can be drawback when the scan range is short in spite of the long 

installation time.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problem, the 

semi-automatic scanner using pneumatic power. 

Semi-automatic scanner move the source and detector by using the 

gravity of themselves and uses the pneumatic power and spring to 

operate the mechanic system such as piston and two way valve. This 

mechanism obviate the step motor and result in small size. The 

pneumatic power is controlled by the two way valve and the two valve 

is controlled by the electric signal from the control box. The operator 

pushes the button to operate one cycle of mechanical operation, and 

record the radiation counts manually from portable radiation counter. 

As described in previous, the system  combined the automatic and 

manual function, so it has name of semi automatic. Although it still has 

the manual function the automatic function take place of the most simple 

and hard work. By compromising the usage of automatic and semi 

automatic scanner, the gamma scanning can be more easy and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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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방사선을 증류탑의 내부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은 진단 방법은 고효율의 

방사선검출기와 방사선 감마선원을 동일 높이에 놓고 증류탑을 따라 

움직여가며 측면에서 계측된 도분포 도면을 구하는 것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방사성 추 자 이용기술개발 과제에서는 스텝 모터  

엔코더를 이용한 자동 증류탑 검사 장치를 개발한 바 있으며, 이후 공기압을 

이용하여 수직 구동되는 반자동 증류탑 진단장치를 개발하 다. 

공압구동 반자동 증류탑 진단 측정 장치는 기존의 자동 측정 장치와 

수동 측정장치의 장 을 유지하면서 단 을 보완하 다. 자동장비 이용 시 

설치 공간 선정에 제약이 많고 장에서의 활용에도 많은 사 비를 

필요로 한다. 이에 반하여 반자동 장치는 검사 구간이 작은 경우 는 자동 

장치의 설치가 곤란한 주변여건에서도 신속하게 설치하여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장 을 갖는다.

반자동 장치에서 방사선검출기  선원의 이동에 필요한 동력은 

감마선원 용기와 방사선검출기의 자체 하 을 이용하도록 하여 

기존시스템에서의 모터가 불필요하다. 장치의 수직구동을 한 기계 인 

왕복운동에 필요한 동력은 공기압과 스 링의 복원력을 이용하 으며, 

공기압의 조 은 기신호로 동작되는 양뱡향 밸 (2-way valve)로 

제어한다. 수직이동간격은 작업 에 해당 간격으로 제작된 이동간격 설정용 

고정 체를  장착함으로서 설정된다. 

그림 1. 공압구동 반자동 감마 컬럼 스캐

2. 장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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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자동 증류탑 검사장비는 치 제어 동작을 한 스캐  2개, 장비의 

동작 신호를 발생하기 한 control box, 반자동 스캐 의 피스톤에 공압을 

달하기 한 regulator가 부착된 공기 압력통, 방사선 계측기  디텍터 

홀더, 선원 홀더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2. 공압구동 반자동 스캐  개념도

2.1 scanner

스캐 에는 공기압에 의해 구동되는 두 개의 피스톤이 장착되어 있다. 피

스톤에 공 되는 압력공기의 작용방향은 기로 구동되는 2-way 밸 에 의

해 제어된다. 두 개의 피스톤은 력에 의해 하강하려는 철선을 일정거리 만

큼 풀어 으로서 방사선검출기와 선원을 아랫방향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반자동 스캐 는 항상 에서 아래 방향으로만 측정이 가능하다. 공기압의 

공 이 차단되는 경우에는 철선의 장력에 의해 풀림 상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하여 작업 에 공기통의 압력 상태를 검하는 것이 필요

하다. 압력이 부족할 경우  동작 시 cable이 조 씩 풀리는 상이 발생하는

데 이와 같은 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작업을 지하고 압력 통을 새것으

로 교체하여야 한다.



- 8 -

 

그림 3. 공기압을 이용한 반자동 감마선 투과 측정장치의 구조

치 이동은 매 단계마다 일정한 거리만큼 철선을 이동시켜주는 방식으로 

동작된다. 그림 4는 본 장치에서 수직이동을 제어하는 부분이다. 

그림 4. 공압 구동 피스톤을 이용한 수직 이동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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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의 작동단계를 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기신호가 인가되

기 에는 피스톤1과 피스톤2 모두에게 쪽 공기구멍을 통하여 압력이 가

해지고 아래 공기구멍은 압축공기가 해제된 상태로 있다. 이때는 피스톤1,2 

모두 철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상태이다. 이때 2-way 밸  1에 기 신호를 

가하여 피스톤1에 가해지는 공기압의 방향을 바꾼다. 2-way 밸 에서 튜

를 통하여 공기압이 가해지던 쪽 구멍의 압력이 해제되고 아래쪽 구멍에 

공기압이 가해지면서 피스톤1이 올라오고 동시에 고정시키고 있는 철선이 

풀리게 된다. 이때 철선에 매달려 있는 방사선검출기 는 선원용기가 자체 

하 에 의하여 하강하면서 피스톤2를 당기게 되고 사 에 정해진 이동거리

만큼 움직이게 된다. 

piston1 up Piston2 down
Pulled by detector gravity

Controlled by valve1 Controlled by valve2

Travel length

Pressed air

ReleasedPressed air

Released

그림 5. 2-way 밸 1에서 피스톤1이 상승하도록 공기방향을 조

이때 스 링은 충격을 완화시켜 장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

을 한다. 피스톤2의 이동이 완료되면 기신호를 보내 2-way 밸 1을 제어

하여 다시 피스톤1이 철선을 고정하도록 공기압의 작용방향을 바꾼다. 이어

서 기신호로 피스톤2가 철선을 풀어주도록 2-way 밸 2를 동작시킨다. 이

와 함께 스 링의 복원력에 의해 피스톤2는 처음 치로 복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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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ton1 down Piston2 up

Controlled by valve1 Controlled by valve2

Pressed air Released

Pressed airReleased

Back to original
position

그림 6.  2-way 밸 2에서 피스톤2가 상승하도록 공기방향을 조

그림7에서 이동간격(travel length) 설정용 고정체가 있는데 이것은 다양

한 크기의 것들로 제작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동

간격을 조 할 수 있다.

Two way valve

피스톤1 피스톤2

압축공기 주입

전기로 control되는 
밸브 조절 단자

스텝간격 설정 용 brick

이동체고정체

한번 이동시 움직
이는 거리

그림7. 이동간격 설정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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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

밸브1 제어 신호

ground

밸브2 제어 신호
ground

A BC D

그림 8. 2-way 밸   련 장치

2-way 밸 에 인가되는 기 신호  피스톤1, 2의 동작은 그림9과 같다. 

여기서 출구 A, B는 각각 피스톤1의 상하 공기구멍이고 C, D는 피스톤2의 

상하 공기구멍이다. 2-way 밸 는 한 개의 압축공기를 받아 기신호에 따

라 2개의 출구  하나를 선택한다. 

밸브1 제어 신호

밸브2 제어 신호

출구A로 공기압 전달

출구B로 공기압 전달

출구C로 공기압 전달

출구D로 공기압 전달

피스톤1 올라감
이동체 움직임,한스텝 이동

출구A로 공기압 전달

출구C로 공기압 전달

피스톤2 올라감/이동체 복귀

그림 9. Control boxfm로부터 2-way valve에 인가되는 기신호  

련기기 timing도

밸 를 통하여 달된 압축공기는 피스톤1, 2를 제어한다. 피스톤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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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과 같이 되어 있으며, 두 개의 압축공기 연결단자가 있다. 압축공기가 유

입되는 방향에 따라 피스톤이 진과 후퇴를 한다. 2-way valve 동작을 

한 신호는 작업자가 제어함의 버튼을 름으로서 그림9과 같은 기신호를 

보내 한 단계씩 하강시킨다. 

압축공기

피스톤 이동

압축공기

공기출구

피스톤 이동

그림 10. 압축공기의 작용방향에 따른 피스톤의 이동방향

2.2 압력 용기

장치의 동작에 필수 인 공기압은 압력용기로부터 제공된다. 압력용기의 

내부압력 변화에 무 하게 일정한 압력을 공 받기 하여 조 기를 장착시

켰다. 압력용기는 그림12에 보인 바와 같이 휴  성을 강화하기 해 잠수용 

용기를 개조하여 사용하 다. 압력용기는 약 200기압 이상의 압력을 견디도

록 제작되어있어 장시간 사용을 해 가능한 많은 공기를 채워 넣는다. 압력

용기의 상단에는 regulator가 설치 되어있어 최  10기압 정도의 비교  낮

은 공기가 나오도록 되어있어 scanner 동작을 해 사용되어지는 압력은 

5~10기압 사이가 된다. regulator에는 그림11과 같이 압력 조 용 나사가 있

어 1~10기압 범 에서 조 이 가능하다. 

압력조절 용 나사

그림11 압력 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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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장치구동을 한 압력용기

하나의 스캐 에 하나의 압력공기통을 연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나의 

압력공기통으로 2 의 스캐 를 구동하기 해 T형 분기를 이용할 수도 있

다.

2.3 선원  디텍터

방사선 계측은 휴 용 계측기와 선원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계측하게 된다. 휴 용 계측기는 검출효율이 높은 solid형태의 scintillator 가 

효과 이며 주로 NaI, BGO와 PM tube등이 사용된다. 특히 NaI  PM 

tube는 가격 비 성능이 뛰어나 감마 스캔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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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NaI(Tl)  PM tube로 구성된 감마 검출 detector

한 구성의 단순화를 해 그림 14와 같은 cathode가 지된 voltage 

divider를 사용하고 하나의 동축 이블에 high voltage와 signal을 동시에 

달하는 구조를 갖는 방사선 계측기가 사용 된다. 다만 긴 동축 이블에 

high voltage  신호를 공 할 경우 이블 길이가 길어지면 신호 왜곡이 

발생해 single channel분석이 불가능해지므로 략 30m이내의 cable길이가 

당하다. 

그림 14. cathode ground scheme

휴 용 방사선 검출기는 battery로 동작되고 timer가 내장된 

scaler기능이 있어야 한다. 그림 15는 Eberline사의 E600 model로서 

battery로 원이 공 되며 scaler기능을 할 수 있는 휴 용 방사선 

검출기로서 개발된 반자동 스캐 의 방사선 계측기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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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Eberline사의 E600휴 용 검출기

방사선원은 Co-60 는 Cs-137 등이 사용되며 방사 형태로 방사선이 

방출되도록 제작된 collimator속에 장착된다. 그림16은 감마스캔에 사용되는 

선원 홀더로서 가운데 슬릿을 통하여 방사선이 방출된다. 스캐 에 장착시 

력에 의해 자동으로 슬릿이 개방되며 보  시에는 자체 하 에 의해 

슬릿이 닫쳐진다.

그림 16. 노라믹 조 형 감마 홀더

2.4 control box

작업자는 control box를 통하여 scanner를 동작 시키게 되며, 원 스 치 

 동작스 치가 설정되어있어 동작스 치 작동 시 scanner가 한 스텝 이동

하게 된다.  력으로 설계 되어져 있으며 2개의 출력 단자에서 양방향 밸

제어를 한 신호를 출력한다. control box에는 one cycle button과 auto 

start  auto/manual switch가 있는데 manual 선택시 one cycle butto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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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가능한 상태가 되고, auto switch 선택의 경우 auto start button이 동작 

가능한 상태가 된다. manual switch 선택의 경우 스캐 는 one cycle 버튼

을 를 때마다 한 스텝 씩 이동하고 auto switch 선택 시는 auto start 버

튼을 르면 preset된 스텝만큼 이동한다. 이때 preset값은 PC로부터 작업 

에 download 받게된다.

한번씩이동연속적 이동 자동/수동 선택

그림 16. control box

3. 동작 순서

공압구동 반자동 스캐 는 다음 9단계의 로세스를 갖는다. 먼 , 

반자동 장치의 이블의 끝부분에 증류탑을 검사하기 한 방사선 검출기 

 방사선원을 연결하고 방사선 검출기  방사선원을 증류탑의 상부의 

검사 시작 치로 이동시킨 후 투과 방사선 계측 값  재 치를 

기록한다.

여기서, 반자동 감마선 투과장치의 구동  상태는 제1 피스톤과 제2 

피스톤에 각각 구비되는 제1 유입구를 통하여 압축공기가 유입되고, 제2 

유입구에는 압축공기가 유입되지 않는, 즉 압축공기가 해제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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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

술한 바와 같이 고정되어 있는 반자동 감마선 투과장치의 구동은 

작업자가 갖는 콘트롤 박스의 기  신호가 밸  제어장치에 인가되면  

밸  제어장치의 제1 밸 체의 제1 유출구를 통하여 제1 피스톤의 일측면 

상부에 구비되는 제1 유입구로 유입되던 압축공기가 유입이 해제되고, 제2 

유출구를 통하여 제1 피스톤의 일측면 하부에 구비되는 제2 유입구로 

압축공기를 유입시킨다. 즉,  제1 밸 체를 통하여 제1 피스톤의 제1 

유입구로 유입되던 압축공기의 유입을 막고, 제2 유입구를 통하여 

압축공기를 유입시킴으로써 제1 피스톤의 작용방향이 상방향을 향하도록 

하여 그 하부면 심에 구비되는 이블의 가압이 해제되도록 한다.

이 게 제1 피스톤의 가압이 해제됨과 동시에 이블의 단부에 

연결되는 방사선 검출기 와 방사선원의 자체 무게 는 하 에 의하여 

이동부가 고정부측으로 이동되면서 방사선 검출기 는 방사선원이 

소정거리만큼 아래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즉, 이블의 단부에 연결되는 방사선 검출기 는 방사선원은 그 자체 

무게 는 하 에 의하여 아래방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방사선 검출기 는 

방사선원의 하방향 이동에 따라  이블을 가압한 상태로 고정되는 제2 

피스톤  제2 피스톤의 하부에 이동가능하게 구비되는 이동부가 

고정부측을 향하여 수평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여기서,  이블의 단부에 연결되는 방사선 검출기 는 방사선원의 

무게 는 자체 하 에 의하여 증류탑의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되는 거리는  

이동부와 고정부 사이의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이동부의 이동은 고정부의 

일측면 심에 구비되되 이동부측으로 돌출형성되는 퍼에 의하여 충격이 

완화된 후 정지하게 된다.

이때, 제1 피스톤의 제2유입구와 제2 피스톤의 제1 유입구에만 제1 

밸 체의 제2 유출구  제2 밸 체의 제3 유출구를 통하여 압축공기가 

유입되고,  제1 피스톤의 제1 유입구와 제2 피스톤의 제2 유입구로 

압축공기를 유입시키도록 이루어지는 제1 밸 체의 제1 유출구  제2 

밸 체의 제4 유출구는 압축공기를 공 하지 않도록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이블의 단부에 각각 연결된 방사선 검출기 는 

방사선원이 소정거리만큼 하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한 바와 같이 제1 피스톤이 그 하부면에 구비되는 이블의 가압을 

해제함으로써 이동되는 이동부는  제1 밸 체의 제1 유출구를 통하여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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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톤의 제1 유입구로 압축공기를 유입시키고, 제2 유출구를 통하여 제2 

유입구로 유입되던 압축공기의 공 을 해제함으로써 이블 가압을 설정한 

후 제2 밸 체의 제3 유출구를 통하여 제2 피스톤의 제1 유입구에 유입되던 

압축공기의 공 을 해제하고, 제4 유출구를 통하여 제2 유입구에 압축공기를 

유입함으로써 이블의 가압을 해제한다.

즉,  밸  제어장치에 인가되는 기 인 신호에 의하여 제1 피스톤의 

제2 유입구를 통하여 하부로 유입되던 압축공기의 유입을 해제한 후 제1 

유입구를 통하여 상부로 압축공기를 유입시킴으로써  제1 피스톤이 그 

하부면 심에 구비되는 이블을 가압하도록 하여  이블을 고정시킨 

다음,  제2 피스톤의 제1 유입구를 통하여 상부로 유입되는 압축공기의 

유입을 해제한 후 제2 유입구를 통하여 하부로 압축공기를 유입시킴으로써 

제2 피스톤이 그 하부면 심에 구비되는 이블의 가압을 해제하도록 하며, 

이로 인해  고정부측에 근 되게 치하던 이동부를 수평방향으로 이동시켜 

원래의 치로 복귀시킨다.  

여기서, 길이 조 부는 최 의 치로 이동되는 이동부의 이동을 

정지시키는 스토퍼의 역할을 담당하며,  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개재되는 

스 링은 그 복원력에 의하여  이동 부를 원래의 치로 복귀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 스 링은 탄성  복원력에 의하여 고정부측으로 이동된 이동부를 

다시 원래의 치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고정부측으로 

이동된 이동부가 원래의 치로 이동될 때 이동부의 격한 이동을 

방지함으로써 장치 체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이 게 제1 피스톤의 제1 유입구에 압축공기를 유입시키고, 제2 

유입구에 유입되는 압축공기를 해제시켜 제1 피스톤의 하부면에 치하는 

이블을 고정시킨 후 제2 피스톤의 제1 유입구에 유입되는 압축공기를 

해제시키고, 제2 유입구에 압축공기를 유입시켜 제2 피스톤의 하부면에 

치하는 이블의 고정을 해제함으로써 제2 피스톤  이동부를 원래의 

치로 복귀시킨 다음, 다시 제2 피스톤의 제1 유입구에 압축공기를 

유입시키고, 제2 유입구에 유입되던 압축공기를 해제시켜 제2 피스톤이 그 

하부면에 치하는 이블을 가압하여 고정하도록 한 후, 투과 방사선 

계측값  재 치를 기록한다. 와 같은 과정  방법을 검사구간에 

걸쳐 반복 으로 수행함으로써 증류탑 검사가 이루어진다. 



- 19 -

 4.  결론

이상을 반자동 증류탑 스캐 에 한 기존의 장단 에 해 알아보았다. 이

를 표로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존 장비와 의 비교

스캔 방법 수동 반자동  자동

설치 시간 하 상

스캔 구간 구간  체 스캔 구간 스갠 체 스캔 

일의 강도 상 하

상주 조작 인원 3명 이상 1명 0명 

개발된 반자동 스캐 의 경우 증류탑 검사에도 쓰일 수 있지만 배  

진단에 매우 효과 이다. 배  진단의 경우 지름 1m내외의 규모로서 지름 

이 곧 스캔 구간이 된다. 이런 짧은 구간에 자동화 장비보다. 반자동 

스캐 가 효과 임을 본문에서 밝힌바 있다. 이 듯 반자동 스캐 는 장 

용이 뛰어나며 감마선 투과 검사 수행  가장 단순 반복 기능을 

자동화하여 작업자의 부담을 이는 신 설치 과정을 폭 여 

자동증류탑 검사 장치와 보완 으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로 인하여 감마선원을 이용한 증류탑 검사기술의 

산업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궁극 으로 

동 원소 응용 산업 진단기술의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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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증류탑 검사에 있어서 일부 기능만 자동화하여 신속히 설치하고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반자동 증류탑 장치를 개발 하 다. 

공압 이용 반자동 증류탑 장치에 있어서 방사선검출기  선원의 이동에 필요한 

동력은 감마선원 용기와 방사선검출기의 자체 하 을 이용하도록 하여 

기존시스템에서의 모터가 불필요하게 하 으며 장치의 수직구동을 한 기계 인 

왕복운동에 필요한 동력은 공기압과 스 링의 복원력을 이용하 고, 공기압의 조 은 

기신호로 동작되는 양방향 밸 로 제어한다. 치 조 은 한 스텝씩 작업자에 의해 

인가되는 기신호에 의해 동작되어 지며, 방사선 계측은 휴 용 계측기와 선원을 

이용하여 수동으로 계측하게 된다. 공압 이용 반자동 증류탑 검사 장치는 이와 같이 

일정간격 치 이동은 자동으로 제어되도록 하고 계측은 수동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증류 탐 검사 수행  가장 단순 반복 기능을 자동화하여 작업자의 부담을 이는 신 

설치 과정을 폭 여 자동증류탑 검사 장치와 보완 으로 사용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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