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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계측제어기기 유지보수 및 제작

II. 운 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 연구소에는 하나로 시설을 비롯하여 동위원소생산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조

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 노외실증시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

설, 핵연료성형가공시설 등의 핵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시설들이 가동되고 있으며, 

또한 중장기 과제 등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험시설들이 계속 증설되거나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에는 여러 종류의 계장설비들이 공정제어, 자료처리,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가동되고 있으나 설치된 지 오래되어 운 중 오동작이나 고장으로 인

하여 시설운 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노후시설이나 계장설비들

에 대한 개선이나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각 연구부서의 실험실에는 정

급 전자장비들이 수백 종 이상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고장에 신

속히 대처하여 정확히 보수하고 노후개소의 개선이나 교체를 통하여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에 대한 장해를 방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며, 연구 활

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기술 지원하는 데에 본 과제의 목적이 있다.

III. 운 의 내용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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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및 제작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계장설비의 교.보정 및 유지보수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폐액저장/이송 및 유틸리티 설비의 계장기기 61건과 조사

   후시험시설의 풀물처리공정의 계장기기 35건, 화학분석부에서 시료이송 장치 보

   정 12건

2. 전자기기 및 방사선감시장치 보수 제작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Power manipulator 등 장비 10건, 방사선감시기기 정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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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Maff 등 32건 수리 

3. 방사선감시장치 성능개선

   하나로 방사선감시계통 성능개선(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선), 하나로시

   설 FTL/RX RMS 하드웨어 설치 및 소프트웨어 개발, 고화폐기물시험시설 RMS 

   설치

4. Wire mesh sensor 개발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수위 분석을 위한 측정장치용 센서 개발 

5. 환경방사능 감시장치 개발

   원자력발전소, 가속기 시설 등의 원자력시설 주변환경의 방사능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장치 개발     

IV. 운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금년에 정비한 연구기기는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Power manipulator 등 10건이

며, 공정계장기기 교.보정은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폐액저장/이송 및 유틸리티 설

비의 61건과 조사후시험시설의 풀물처리공정의 35건, 화학분석부에서 시료이송장치 

보정 12건의 계장기기를 교.보정하 다. 방사선장비 수리는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의 Maff 등 32건을 수리하 고 설치한 지 오래된 하나로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에 

대한 개선(서버컴퓨터교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선)을 수행하 다.

  하나로시설의 핵연료시험시설(FTL)과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을 설

치 지원하 으며, 통합 운 프로그램을 개발하 다. 

  하나로 시설 RMS SW 개발을 토대로, 2007년도에 동위원소시설 및 조사재시험시설

의 RMS SW 개선 개발 예정이고 소내의 기타 원자력시설의 RMS SW 개선에 적용 예정

이다.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의 수위 제어 시 버블에 의한 에러를 분석하기 위한 

wire mesh sensor와 데이터 처리장치를 개발하 으며, 개발 완료 후 원전에 적용하

면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데이터변환장치를 이용하여 원격 감시기능 수행 가능(예, 파이프라인의 부식 감

시 등)하며, 환경방사선감시장치는 원자력발전소, 가속기시설 등의 원자력시설 주

변환경 감시를 위해 활용 가능하여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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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Maintenance and Fabrication of Nuclear Electronic Equipment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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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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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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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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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d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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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data processing, safety manag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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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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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sitive, and they could make dangerous hazard due to unexpected 

malfunction. Therefore, they have to be operated in good condition and 

repaired completely in case they are out of order so as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radiation damage.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performed to maintain and repair the nuclear 

electronic equipment and instruments at KAERI. Followings have been carried 

out this year:

1. Calibration and correction of process equipment

   ;total 108 items including 61 in RWFTF, 35 in PIEF and 12 in Chemical 

Analysis Team  

2. Repair of electronic equipment

   ;total 10 items including one power manipulator at RWFTF, and 32 radiation 

equipment including one Maff at RWTF  

3. Performance improvement of radiation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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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software of Hanaro RMS, technical support of installation of 

Hanaro RMS hardware system and that of RWFTF

4. Development of a wire-mesh sensor 

   ;a wire-mesh sensor for the instrument which measure and analyze the water 

levels with bubbles of steam generators in NPP have been developed and tested

5. Development of an ERMS(enviromental radiation monitoring system)

   ;an ERMS has been designed and fabricated using one HPIC(high pressure 

ionization chamber) and one NaI detector.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Hanaro RMS software, the RMS software system 

for another radiation facility(RI and IMEF) at KAERI will be developed next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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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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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cision sensors for nuclear applications. 

  Development of an ERMS could be used not only in nuclear facilty but also 

in other radiation application institution such as acceleration facility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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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재 우리 연구소 내에는 방사선 관련 파이롯 시설인 조사후시험시설, 하나로시

설, 조사재시험시설, 동위원소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

시설, RI 폐기물폐기시설, 새빛연료과학동 등의 원자력시설들이 운 되고 있고 또 

중장기 등의 대형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중대사고실험동 등 새로운 시설들이 건설 

운 되고 있다. 건설된 지 오래된 시설의 경우 시설에 설치 사용되고 있는 계장기

기나 전자장비들도 부품의 노후화 또는 경시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새로운 시설의 경우 

건설업체들의 하청에 의한 감리 불성실 등의 원인으로 시설이 제대로 운 되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또한 이들 원자력시설에는 시설에 종사하는 

작업자나 출입자들의 방사선 안전과 오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손발오염감시기, 공기

오염감시기, 지역오염감시기, 배출가스감시기 등의 방사선감시장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장치가 항상 제 성능을 유지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내 원자력시설의 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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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하고, 공정제어 기기들과 방사선감시장비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운전상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기술지원하고 있다.  

   2장 1절에서는 소내 원자력시설인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폐액저장/이송 

및 유틸리티와 조사후시험시설의 핵연료저장 풀 수처리공정(Unit211)의 계장설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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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정비 내역과 소내 원자력시설 및 기타 시설에서 사용되고 있

는 방사선감시장비 및 설비에 대한 정비내역을 기술하 다. 

  3절에서는 설치된 지 20년이 지난 하나로의 방사선감시계통에 대한 성능개선의 

일환으로 감시계통 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내용을 기술하 으며, 또한 부속시설

인 조사재시험시설과 동위원소시설의 방사선감시 데이타 전송 네트워크 계통에 대

한 실험 내용을 기술하 다. 고화폐기물시험시설과 하나로 핵연료시험공정인 FTL 

방사선감시계통의 설치작업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 다.

  4절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수위 분석을 위한 측정장치의 센서인 w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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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h 검출기 제작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 다. 

  5절에서는 원자력시설 주변환경 감시를 위한 환경반사능 감시장치 개발 내용을 

기술하 으며, 마지막으로 3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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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론

제 1 절 계장설비 교⋅보정 및 유지보수

  금년에는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폐액저장/이송공정과 조사후시험시설의 풀

물처리공정의 계장설비에 대한 교⋅보정과 유지보수를 수행하 다. 

1. 방사성 고화폐기물 시험시설

   이 시설은 원자력 관리시설에서 발생하여 고화처리된 방사성 고화폐기물을 처분

장 인수기준에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 평가할 수 있도록 파괴 및 비파괴 검사를 이

용하여 방사성 고화체의 건전성과 방사학적 안정성을 시험하는 시설이다. 시설에 

설치된 계장기기들의 교정주기는 3년(부록 1 절차서 참조)이며, 압력트랜스미터 6

개, 액위경보기 6개, 액위지시기 6개, 온도지시기 6개, 액위차압스위치 2개, 차압

스위치 7개, 압력스위치 2개, 액위스위치 4개, 풍압스위치 5개, 차압압력게이지 17

개 등 모두 10종 61개가 있다. 각각에 대한 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기기명 : 압력트랜스미터

   - TAG NO : LT 315

   - CAL. 사용기기 : Calibrator Fluke 741B, Pressure Module Fluke 700P05,

                     Digital Multimeter Fluke 23, NAGANO KEIKI Hand-Pump

   ▷ CALIBRATION 결과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0

262.5

525

787.5

1050

4

8

12

16

20

3.99

7.97

11.98

16.06

20.02



- 4 -

   - TAG NO : LT 316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LT 317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LT 318

   ▷ CALIBRATION 결과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0

262.5

525

787.5

1050

4

8

12

16

20

4.10

8.03

12.02

16.03

20.02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0

262.5

525

787.5

1050

4

8

12

16

20

3.99

8.01

11.97

15.98

20.03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0

262.5

525

787.5

1050

4

8

12

16

20

4.01

8.03

12.02

16.07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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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T 319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LT 320

   ▷ CALIBRATION 결과

  

  □ 기기명 : 액위 지시기

   ▷ CALIBRATION 결과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0

262.5

525

787.5

1050

4

8

12

16

20

3.89

8.03

12.01

15.99

20.03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0

262.5

525

787.5

1050

4

8

12

16

20

3.83

7.98

11.92

15.98

20.04

Cal.Point

[%]

입 력

[mA]

출 력

표준치

[%]

교 정 치

LI-315 LI-316 LI-317 LI-318 LI-319 LI-320

0

25

50

75

100

4

8

12

16

20

0

25

50

75

100

0.1

24.9

49.8

75.1

100

0.2

25.1

50.2

75.3

100.2

0

25.1

50.1

75.2

99.8

0

24.3

49.6

75.7

100

0.1

25.1

51.0

75.2

99.7

0

24.9

50.0

75.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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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명 : 온도 지시기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TI-315

   - TAG. No : TI-316

   - TAG. No : TI-317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2

24.5

49.3

74.7

98.8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

25.2

50.3

75.2

100.2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

24.8

49.3

74.5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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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TI-318

   - TAG. No : TI-319

  

 

   - TAG. No : TI-320

   

     

  □ 기기명 : 수위 경보용 차압스위치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

25.0

50.0

74.8

99.8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

    25.2

    50.2

    74.9

    99.7

   Cal. Point

     [℃]

    입  력

     [Ω]

     출력신호[℃]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0

      25

      50

      75

      100

      100

     109.73

     119.40

     128.98

     138.50

      0

     25

     50

     75

     100

      0

    24.9

    49.7

    74.5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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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BRATION 결과

 

  □ 기기명 : 수위 스위치

   ▷ CALIBRATION 결과

     

  □ 기기명 : 폐액이송펌프 보호용 차압 스위치

   ▷ CALIBRATION 결과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LSH-315

      LSH-316

      LSH-317

      LSH-318

      LSH-319

      LSH-320

      LS-327

      LS-328

         950 

         950

         950

         950

         950

         950

         600 

         500

   경보기 작동

        〃

        〃

        〃

        〃

        〃

"

"

Cal. Point

[%]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10

90   

90

810

       LSL-311 경보기 작동

 LSL-313 경보기 작동

 LSH-311 경보기 작동

 LSH-313 경보기 작동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PDSH-126

     PDSH-127

     PDSH-128

     PDSH-129

     PDSH-130

     PDSH-131

     PDSH-157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경보기 작동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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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기명 : 압축공기 저압력 경보 스위치

   ▷ CALIBRATION 결과

  □ 기기명 : 풍압 스위치

   ▷ CALIBRATION 결과

  □ 기기명 : 필터 차압게이지

   ▷ CALIBRATION 결과

기 기 명 입력 경보값[Kg/cm
2
]
 

동작상태

PAL-141

PAL-143

0.4 

 4 

경보기 작동

〃

기 기 명
입  력

[mmH2O]

출력신호[mA]
비  고

표 준 치 교 정 치

   FS-710

   FS-722

   FS-723

   FS-724

FS-713

     85

     190

     85

     10 

-20

        FS-710 경보기 작동

  FS-722 경보기 작동

  FS-723 경보기 작동

 FS-724 경보기 작동   

 FS-713 경보기 작동

 입 력

[mmH2O]

교 정 치[mmH2O]

PDI713 PDI714 PDI715 PDI716B PDI717A PDI717B

    0

   10

   20

   30

   40

   50

   60

   80

   100

     0

    10

    20

    30

    40

    50

    61

    80

    100

     0

    10

    20

    30

    40

    51

    60

    80

    100

     0

    10

    20

    30

    41

    50

    60

    79

    100 

     0

    10

    20

    30

    40

    51

    60

    80

    100

     0

    10

    20

    30

    41

    50

    60

    80

    100

     0

    10

    20

    30

    41

    50

    60

    8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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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력

[mmH2O]

교 정 치[mmH2O]

PDI718A PDI718B  PDI719A PDI720B PDI727A

    0

   10

   20

   30

   40

   50

   60

   80

  100

     0

    10

    21

    30

    40

    50

    60

    79

   100

     0

    10

    20

    30

    40

    49

    60

    80

   100

     0

    10

    20

    31

    41

    50

    60

    80

   100 

     0

    10

    20

    31

    42

    51

    62

    80

   100

     0

    10

    20

    29

    39

    50

    60

    80

    99

 입 력

[mmH2O]

교 정 치[mmH2O]

PDI716A PDI719B  PDI720A PDI727B

    0

   10

   20

   30

   40

   50

     0

    11

    20

    31

    40

    50

     0

    10

    20

    30

    40

    50

     0

    10

    20

    30

    40

    50

     0

    10

    20

    30

    40

    50

입 력

[mmH2O]

교 정 치[mmH2O]

PDI737 PDI738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5

     50

     75

     99

    125

    149

    174

    199

    250

     25

     50.1

     74.5

     99

    125

    149

    174

    199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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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후 시험시설

  본 시설은 상용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입되는 조사된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로

서 표 1-2-1과 같이 5개의 단위 공정으로 구성된다. 

표 1-2-1. 조사후 시험시설의 단위 공정 구성 

  금년에는 풀물 처리공정(unit 211)의 계장기기에 대한 교․보정을 수행하 으며, 

이 공정의 교정검사 절차서(부록 2)에 준하여 지시계 11개(수위지시계 4개, 온도지

시계 7개), 차압트랜스미터 5개, 차압스위치 13개의 계장기기에 대해 수행하 다. 

관련 공정의 지시계 3개, 차압트랜스미터 2개, 차압스위치 1개를 추가적으로 수행

하 다.

□ 기기명 : 수위 지시계

   - CAL. 사용기기 : Calibrator Fluke 741B, Pressure Module Fluke 700P05,

                     Digital Multimeter Fluke 23, NAGANO KEIKI Hand-Pump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LI-50.1

 

제어반명칭 단위공정 공정명칭 구역번호

CA 211 Pool water treatment 7201

CB 212 Receiving of casks 8303

CC 015 Nuclear ventilation 6405

CD 208 Active waste networks 7409

CE 203 Inactive release lab 6424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1 0 0 1 0 0

2 25 24 2 25 24

3 50 48 3 50 48

4 75 72 4 75 72

5 100 100 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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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I-55.1

  

 

   - TAG. No : LI-90

   

   - TAG. No : LI-60

   

□ 기기명 : 온도 지시계

   - CAL. 사용기기 : Calibrator Fluke 741B, Digital Multimeter Fluke 23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TI-10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1 0 0 1 0 0

2 25 26 2 25 26

3 50 52 3 50 52

4 75 77 4 75 77

5 100 100 5 100 100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1 0 0 1 0 0

2 25 25 2 25 25

3 50 50 3 50 50

4 75 74.5 4 75 75

5 100 100 5 100 100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1 0 0 1 0 0

2 25 25 2 25 25

3 50 50 3 50 51

4 75 75 4 75 77

5 100 100 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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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TI-15

 

   - TAG. No : TI-20

   - TAG. No : TI-40.1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100 0 0.1 100 0 0.1

109.73 25 25.2 109.73 25 25.1

119.40 50 50.2 119.40 50 50.2

128.98 75 75.0 128.98 75 75.1

138.50 100 100.1 138.50 100 100.0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100 0 0.3 100 0 0.3

109.73 25 25.2 109.73 25 25.2

119.40 50 50.2 119.40 50 50.2

128.98 75 75.3 128.98 75 75.3

138.50 100 100.2 138.50 100 100.3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100 0 0.1 100 0 0.1

109.73 25 25.1 109.73 25 25.1

119.40 50 50.1 119.40 50 50.1

128.98 75 75.2 128.98 75 75.1

138.50 100 100.0 138.50 100 100.0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100 0 0.3 100 0 0.2

109.73 25 25.6 109.73 25 25.5



- 14 -

   - TAG. No : TI-40.2

   - TAG. No : TI-40.3

   - TAG. No : TI-40.4

119.40 50 51.1 119.40 50 51.0

128.98 75 75.7 128.98 75 75.5

138.50 100 100.0 138.50 100 100.1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100 0 0.4 100 0 0.3

109.73 25 25.8 109.73 25 25.7

119.40 50 51.3 119.40 50 51.3

128.98 75 76.3 128.98 75 76.2

138.50 100 100.3 138.50 100 100.2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100 0 0.1 100 0 0.1

109.73 25 25.6 109.73 25 25.5

119.40 50 51.1 119.40 50 51.0

128.98 75 75.6 128.98 75 76.0

138.50 100 100.2 138.50 100 100.1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모의입력(Ω) 기준(℃) 출력(℃)

100 0 0.1 100 0 0.1

109.73 25 25.6 109.73 25 25.5

119.40 50 51.0 119.40 50 51.0

128.98 75 76.0 128.98 75 76.1

138.50 100 100.1 138.50 10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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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FI-40

   - TAG. No : LI-80.1

   - TAG. No : LI-85.1

□ 기기명 : 차압 트랜스미터

    - CAL. 사용기기 : Calibrator Fluke 741B, Pressure Module Fluke 700P05,

                      Digital Multimeter Fluke 23, NAGANO KEIKI Hand-Pump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1 0 0 1 0 0

2 25 25.4 2 25 25

3 50 50 3 50 51

4 75 75 4 75 75.5

5 100 100 5 100 100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1 0 0 1 0 0

2 25 25 2 25 25

3 50 50 3 50 50

4 75 75 4 75 75

5 100 100 5 100 100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1 0 0 1 0 0

2 25 25 2 25 25

3 50 50 3 50 50

4 75 75 4 75 75

5 100 100 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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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LIBRATION 결과

    - TAG. No : LR 50.1

   

    - TAG. No : LR 55.1

    - TAG. No : LR 90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mA) 출력(mA)

0 0 4 4 0 0 4 4

675 25 8 7.96 675 25 8 8

1350 50 12 12 1350 50 12 12

2025 75 16 16 2025 75 16 16

2700 100 20 20 2700 100 20 20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mA) 출력(mA)

0 0 4 4 0 0 4 4

675 25 8 7.9 675 25 8 8

1350 50 12 11.9 1350 50 12 11.93

2025 75 16 15.87 2025 75 16 15.98

2700 100 20 20 2700 100 20 20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mA) 출력(mA)

0 0 4 4 0 0 4 4.06

675 25 8 8.07 675 25 8 8.15

1350 50 12 12.17 1350 50 12 12.09

2025 75 16 16.05 2025 75 16 16.1

2700 100 20 20.19 2700 100 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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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R 60

    - TAG. No : FI 40

    - TAG. No : LR 80.1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mA) 출력(mA)

0 0 4 4.01 0 0 4 4

675 25 8 7.95 675 25 8 7.91

1350 50 12 11.92 1350 50 12 11.89

2025 75 16 16.06 2025 75 16 16.06

2700 100 20 20.1 2700 100 20 20.1

공급압력

(mmH2O)
유량(%)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

(mmH2O)
유량(%) 기준(mA) 출력(mA)

0 0 4 4 0 0 4 4

625 25 8 8 625 25 8 8

1250 50 12 12 1250 50 12 12

1875 75 16 16 1875 75 16 16.1

2500 100 20 20 2500 100 20 20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mA) 출력(mA)

0 0 4 4 0 0 4 4

237.5 25 8 8 237.5 25 8 8

475 50 12 11.9 475 50 12 11.9

712.5 75 16 16 712.5 75 16 16

950 100 20 20 950 100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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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자기기 및 방사선 감시장비 보수

1.전자기기 보수

  금년에 각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연구기기나 실험장치에 대한 유지보  

수의 내역은 모두 10건이며  표 2-1-1에 나타내었다. 

표 2-1-1. 전자기기(실험장치) 보수 내역

시설명 장비명 계

조사후시험시설

- Kr Monitor Pump&Impellar(4건)

- Kr Fuse

- PLC통신라인

6건

화학분석연구부

- Peristaltic Pump

- HV Power Cable

- HV Power Supply

3건

열수력 안전연구부 - Impedance Void Meter 1건

계 10건

2. 방사선 감시기기 정비

 가. 소내 원자력시설 방사선장비 정비

  소내의 원자력시설인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  

시험시설과 새빛연료과학동 등의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감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를  수행하 으며 그 내역은 표 2-2-1에 나타내었다. 

표 2-2-1. 방사선감시장치 정비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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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명 장비명 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 MAFF:

  HB3-3, HE2, HE4-4

- Alilog(2건)

- RMS Lan Hub

- MAFF IP Address점검

7건

조사후시험시설

- MAFF:

  HD2,HE1-1,HE2-2(2건),HE3-3,HG1-1,     

  HG2-2,HG3-3,MAFF#1, MAFF#6  

- Alilog:

  HD3,Panel LED

- 모터보호용 배선차단기

13건

조사재시험시설 - RMS REAR DOOR 2건

동위원소 - RMS REAR DOOR 4건

하나로시설

- RMS Neutron Area Monitor Noise

- RCI STACK H3 연속감시기

- RMS Monitor Network 

3건

화학분석연구부
- Alilog & Amplifier

- Survey Meter
3건

계 32건

 나.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감시계통 정비

  표2-2-2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의 오류들에 대해 수행한 조

치  내역을 정리한 내용을 보여준다.

표 2-2-2. 방사선 감시계통의 오류들에 대한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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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선감시장치 성능개선

1. 하나로/Fuel Test Loop(FTL) 시설

 가. 하나로/FTL시설 방사선감시장비의 종류

   하나로/FTL시설에 설치된 방사선감시장비는 표 3-1-1과 같다. 이 표에서 RE002 

~ RE004까지는 하나로에 설치된 기존장비이며 RE041 ~ RE047까지는 FTL시설에 

새로 설치된 장비이다.

표 3-1-1. 하나로/FTL에 설치된 방사선감시장비의 종류

계측기 검출기

Tag번호 계측목적 모델 검출대상 모델 단위 검출범위

RE002 Area Monitor 942WM-213(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3 Area Monitor 942WM-213(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4 Area Monitor 942WM-213(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
7
 mR/h

RE005 Area Monitor 942WM-213(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6 Area Monitor 942WM-213(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7 Area Monitor 942WM-213(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8 Area Monitor 942WM-213(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
7
 mR/h

RE009 Area Monitor 942WM-213(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10 Area Monitor 942WM-213(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11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2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3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4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5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6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7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8 Liquid Monitor 942WM-213(UDR) Gamma 943-36 CPM 0~107 CPM

RE019 Hall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20 Duct Monitor 942WM-213(UDR) Beta 943-25T CPM 0~10
7 
CPM

RE021 Duct Monitor 942WM-213(UDR) Beta 943-25T CPM 0~10
7 
CPM

RE022 HVAC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23 STACK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
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
7 
CPM

RE024 Stack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41 Liquid Monitor 942WM-213A(UDR) Gamma 943-36H uCi/cc 0~107 CPM

RE042 Liquid Monitor LCU(960SF-220등) Gamma 943-36 CPM 0~10
7 
CPM

RE043 P&G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

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45 Area Monitor 956WM-213A(UDR) Gamma 897-211 mR/h 0.01~103 mR/h

RE046 Area Monitor 956WM-213A(UDR) Gamma 897-211 mR/h 0.01~103 mR/h

RE047 P.I.&G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
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
7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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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로/FTL 시설의 TCP/IP Network 도면

  기존의 방사선감시장비(RMS)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 던 RS-232C 

⇨ RS-485 버스 대신에 RS-232C ⇨ TCP/IP 망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하나로/FTL 시

설에 설치된 RMS장비의 경로를 따라 UTP 케이블을 구축하 으며 지하층은 그림 

3-1-1에, 1층은 그림 3-1-2에, 2층은 그림 3-1-3에, 3층은 그림 3-1-4에 그리고 6

층은 그림 3-1-5에 표시하 다.

  1) 하나로 지하층

그림 3-1-1. 하나로 지하층 TCP/IP 망 상세설계도면

1층

2 
11

3 
12

4 
13

5 
14

6 
15

7 
16

8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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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나로 1층

그림 3-1-2. 하나로 1층 TCP/IP 망 상세설계도면

H P

지하층, 2층

R

  3) 하나로 2층

그림 3-1-3. 하나로 2층 TCP/IP 망 상세설계도면

21  
22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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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하나로 3층

그림 3-1-4. 하나로 3층 TCP/IP 망 상세설계도면

R

2층

19

9

10
1

5) 하나로 6층

그림 3-1-5. 하나로 6층 TCP/IP 망 상세설계도면

1층

22

2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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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RMS status 분석자료

  1) 계측기구조

CHNL 계측기 계측기구분 Detector구분 CID
LOOP1 1 RE002 UDR r 13
PORT 5 2 RE011 UDR N 14

3 RE003 UDR r 11
4 RE012 UDR N 12
5 RE004 UDR r 5
6 RE013 UDR N 6
7 RE005 UDR r 3
8 RE014 UDR N 4

LOOP2 1 RE006 UDR r 1
PORT 6 2 RE015 UDR N 2

3 RE007 UDR r 7
4 RE016 UDR N 8
5 RE008 UDR r 9
6 RE017 UDR N 10
8 RE019 LCU P,I,G 22
7 RE018 UDR r 23

LOOP3 1 RE010 UDR r 26
PORT 7 2 RE020 UDR r 24

3 RE021 UDR r 25
4 RE009 UDR r 21
5 RE022 LCU P,I,G 27
6 RE023 LCU P,I,G 28
7 RE024 LCU P,I,G 29

  2) UDR 제어명령

CMD SBC 설명
00 Particulate 값

10 Rad High Limit
11 Rad WARN Limit
12 Fail
13 Target Counts
14 Background count
17 Purge setpoint
18 Deadtime
19 Conversion constant
1A Analog fullscale
1B Analog lowscale
1E Overange
22 CheckSourc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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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LCU 제어명령

32 CheckSource Off
41 계측값 요청
43 Acknowledge

10 Status 정보 요청 및 제어
20 Pump On
21 Purge On
26 StartBypass
27 FilterAdvance
28 StartGrab
2B RetrievelLCU
30 Pump Off
31 Purge Off
32 StopGrab
36 StopBypass
40 Status 정보 요청
55 Setting Clock
56 Reading Clock
87 AlarmInhibit

CMD SBC 설명
00 Particulate 값

10 Rad High Limit
11 Rad WARN Limit
12 Fail
13 Target Counts
14 Background count
17 Purge setpoint
18 Deadtime
19 Conversion constant
1A Analog fullscale
1B Analog lowscale
1E Overange
22 CheckSource On
32 CheckSource Off
41 계측값 요청
43 Acknowledge

01 Not Used

02 IO Dine 값
10 Rad High Limit
11 Rad WAR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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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Fail
13 Target Counts
14 Background count
17 Purge setpoint
18 Deadtime
19 Conversion constant
1A Analog fullscale
1B Analog lowscale
1E Overange
22 CheckSource On
32 CheckSource Off
41 계측값 요청
43 Acknowledge

03 Not Used

04 GAS 값
10 Rad High Limit
11 Rad WARN Limit
12 Fail
13 Target Counts
14 Background count
17 Purge setpoint
18 Deadtime
19 Conversion constant
1A Analog fullscale
1B Analog lowscale
1E Overange
22 CheckSource On
32 CheckSource Off
41 계측값 요청
43 Acknowledge

05 RMS 값
12 FAIL
13
14 Background count(ER)
16 Tange switch (ER to NR)
19 Conversion constan
1E overrange(ER)
22 CheckSource On
32 CheckSource Off
41 계측값 요청
43 Acknowledge

06 Process Setpoint Sample Flow(NR)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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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ntercept, Y
13 Slope
14 K
15 Intercept, X
17 Normal flowrate
22 CheckSource On
32 CheckSource Off
41 계측값 요청
43 Acknowledge

07 Process Setpoint Sample Pressure (NR)값
12 Intercept, Y
13 Slope
14 K
15 Intercept, X
17 Normal flowrate
22 CheckSource On
32 CheckSource Off
41 계측값 요청
43 Acknowledge

08 Process Setpoint Sample Flow(ER)값
12 Intercept, Y
13 Slope
14 K
15 Intercept, X
22 CheckSource On
32 CheckSource Off
41 계측값 요청
43 Acknowledge

09 Process Setpoint Sample Pressure (ER)값
12 Intercept, Y
13 Slope
14 K
15 Intercept, X
17 Normal flowrate
22 CheckSource On
32 CheckSource Off
41 계측값 요청
43 Acknowledge

0A Stack 값
22 CheckSource On
32 CheckSource Off
41 계측값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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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Protocol Information

43 Acknowledge

10 Status 정보 요청 및 제어
20 Pump On
21 Purge On
26 StartBypass
27 FilterAdvance
28 StartGrab
2B RetrievelLCU
30 Pump Off
31 Purge Off
32 StopGrab
36 StopBypass
40 Status 정보 요청
55 Setting Clock
56 Reading Clock
87 AlarmInhi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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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NPort 5200 (RS-232C to TCP/IP Converter)

  1)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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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anel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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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동위원소생산시설(RIPF) TCP/IP Network 도면

  기존의 방사선감시장비(RMS)에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하 던 RS-232C 

⇨ RS-485 버스 대신에 RS-232C ⇨ TCP/IP 망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동위원소생산시

설에 설치된 RMS장비의 경로를 따라 UTP 케이블을 구축하 으며 지하층은 그림 

3-2-1에, 1층은 그림 3-2-2에, 그리고 2층은 그림 3-2-3에 표시하 다.

  

  1) RIPF 지하층  

그림 3-2-1. RIPF 지하층 TCP/IP 망 상세설계도면 

R

505

533

532

502

503

501

1층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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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IPF 1층  

그림 3-2-2. RIPF 1층 TCP/IP 망 상세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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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RIPF 2층  

그림 3-2-3. RIPF 2층 TCP/IP 망 상세설계도면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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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EF로

530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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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re Mesh 센서 개략도

  그림 4-2-1은 Wire-mesh sensor의 입력, 출력, 기능 및 Connector에 대한 개념도

이다. Wire-mesh sensor의 입력은 PC에 설치되어 있는 NI-6259 Board와 연결된 

68pin 케이블을 통해 +5V 전압의 제어신호가 Interface Module로 공급되며 

Excitation Pulse는 본 과제에서 제작한 Interface module을 거처 Sensor로 전달된

다. 수신할 경우는 반대로 센서를 통해 수신된 신호는 Interface Module에서 증폭

되고 증폭된 신호는 Sample and Hold 과정을 거처 안정된 신호가 NI-6259로 전달되

며 NI-6258에서 수신한 신호를 Analog to Digital Convertor를 통해 변환하고 변환

된 신호는 내부 버퍼에 저장되었다가 일정량의 데이터가 쌓이면 DMA를 통해 PC 메

모리로 전송된다. 전송된 데이터는 외부 Application을 통해 Display 및 Save 등의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된다. 

Sample & Hold Amplifier

Sampling rate :  64kHz 
(요구사항 최대32,000 frame)

Pre-Amplifier

32kHz 신호전달시 신호외곡 
없도록 Build Up Time 이 

요구됨

16ch

16ch

16CH A/D Convertor

512kHz Sampling rate(1/1.95us) 필요  
발생되는 데이터 크기: 
8192000 X 16 bit

1.00 MS/s (multi-channel)
Input FIFO size  4,095

Digital I/O Port 

48 I/O PORT 사용가능
Sample Clock frequency 

0 to 10MHz.
Port/sample size Up to 32 bits

Excitation pulse Generation

진폭  2.7V~5V
파형 Bipolar square-wave
channel  16channels 

16ch

16ch

Connector

Transmitter 와 Receiver 의 거리 1.5mm
Electrode pitch 는 3mm(16x16) 
Electrode wire의 지름은 120㎛

그림 4-2-1. Block diagram of Wire-mesh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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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2-2는 Wire mesh sensor의 측면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4-2-3은 플랜지의 

도면이다.

그림 4-2-2. Wire-mesh sensor 측면

connector

100mm

플랜지

플랜지

Wire

그림 4-2-3. 플랜지

11.5

10

40

100
180

T 10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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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re Mesh sensor 구성 및 기능

 가. Wire-mesh 센서

  센서의 기본구조는 100mm의 직경에(그림 4-2-2,4-2-3 참조) 32개의 electrode가 

16x16으로 아래의 그림 4-3-1과 같이 균일하게 배열되어 있다. 각각의 전극간의 간

격은 6mm 이며 Transmitter 와 Receiver의 간격은 1.5mm 이다.  

원통형 구조상 40개의 측정불가 구역이 발생한다.

그림 4-3-1. Wire-mesh Sensor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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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Wire mesh sensor Interface 

   Wire mesh sensor Interface 는 여기전압발생기(Excitation V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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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DAQ Board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펄스생성기는 Wire mesh sensor의 입력신호인 Excitation Pulse를 생성하기 

위하여 NI 6259 보드로부터 16개의 채널제어신호와 스위치제어신호를 입력받아 

여기전압발생기에서 만들어진 +5V의 전압을 스위칭동작을 통하여 Wire mesh의 

각 채널에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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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폭기와 샘플&홀드는 기포의 크기 및 속도에 따라 변화된 Wire mesh se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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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4-3-2는 제작된 Wire mesh sensor Interface Module PCB 이며 그림 

4-3-3은 Wire mesh sensor Interface의 구성도이다. 

그림 4-3-2. Wire mesh sensor Interface Module PCB

그림 4-3-3. Wire-mesh sensor Interface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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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Wire mesh  Sensor Daq b/d(NI6259)

  Data Acquisition Board 로서 Wire mesh sensor Interface Module의

Excitation Pulse, Sample&Hold, Channel Selection등의 신호 제어를 하며

Interface Module로 부터 증폭된 신호를 받아들여 AD Converting 이후 데이터

를 내부 버퍼에 저장 및 DMA를 통해 PC 메모리로 전송한다. 

그림 4-3-4. NI6259 Data Acquisition Board

  라. Wire-mesh sensor 소프트웨어 

  Wire-mesh sensor 프로그램은 Labview 8.0 으로 개발되었으며 Interface 

Module을 제어하며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 처리 및 측정된 데이터를 Monitoring 

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다.

1) 측정순서 및 방법     

가) Sensor Interface Module과 센서 그리고 컴퓨터 등 연결 상태 확인.

나) Wire Mesh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다) Reference Measurement 창에 Start 버튼을 클릭한다. 

(1) Reference Measurement를 클릭하면 그림 4-3-5과 같은 창이 나타난다.

그림 4-3-5. Reference Measurement Start 창
   



그림 4-3-7. 결과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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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먼저 Bubble을 클릭한다. 클릭함으로 Bubble 

Reference 측정이 시작되며 측정은 약 10초 내외에서 이루어진다. 

(3) 이후 Water를 클릭하여 Water Reference를 측정한다. Bubble 및 Water 

파일은 C:\Wire Mesh 폴더에 저장되며 Wire Mesh 폴더는 자동 생성된

다.

라) Measurement

(1) 측정 데이터 저장위치를 선택한다.

(2) 측정 프레임 주파수를 선택한다.

(3) 옆에 그림에서와 같이 측정모드를 

    Reservation 또는 Measurement 중에서 

    선택하고 측정 시간을 설정한 후 Start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시간만큼 측정이 

    실행된다.

(4)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측정이 끝나고 측정

    중간에 Stop 버튼을 클릭하면 측정이 

    멈추게 된다

※ 측정완료 후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약 1~15초정도의 저장시간이 소요된다.

마) Result View(그림 4-3-7)

(1) Source File Path

    확인할 측정데이터 파일을 선택한다.

(2) Delay Time을 선택한다.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시간을 나타냄)

(3) Start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측정데이터가 

    Display 된다.

그림 4-3-6.측정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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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mesh Main Skin

※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4 참조.

그림 4-3-8. Wire Mesh Main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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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I PCI 6259 Board

 가. Spec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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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Pinout

5. Wire-mesh sensor 소프트웨어 사용설명서  (부록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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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환경방사능 감시시스템(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System, ERMS) 개발

1. 개요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중의 감마선량률을  연속적으로 측정하고  기상관측자료와  

비교 평가함으로써 원자력비상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의  조기탐지와 그 원

인규명을 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 다.

  전리함 또는 GM 방식의 총선량률  측정만으로는 평상시, 강우와 같은 환경요인에 

기인한 공간감마선량률의 미소한 변동이나 인공방사성핵종에 기인된 선량률 기여를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NaI(Tl) 검출기를 이용하여 인공방사성핵종의 선량률 기여

분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포함시켰다. 

  환경의 이상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본 감시시스템은 광역의 공간에서 

장시간에 걸쳐 측정하고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림 5-1-1은 개발한 ERMS 전체 구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림 5-1-1. 환경방사선 감시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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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MS 프로그램 주요기능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은 Main, 상태/통신, Spectrum, DB관리, Setup, Help 으로 

되어 있다.

  상태/통신 기능은 NaI(Tl)과 가압형이온전리함(HPIC) 검출기로부터 받은 신호를 

처리/저장하고 선량률로 환산하여 실시간으로 표시/저장/전송하고 현장의 기상데이

터/알람  경고/시스템 상태 등을 취득하고 전송하는 기능이다. 

  에너지밴드 방법을 이용하여 자연방사성핵종 각각의 선량률 기여분을 나타내     

며 또한 인공방사성핵종의 종류와 그 선량률 기여분을 나타낸다.

  스펙트럼 기능은 NaI섬광체의 스펙트럼 획득, 핵종분석, 에너지교정을 수행한다.

  Data Base 기능은 선량률, 시스템상태, 알람 등의 자료에 대한 저장, 분류, 검색

하는 기능이다.

  그림 5-2-1은 환경방사능감시시스템 프로그램 메뉴구성도를 보여준다.

그림 5-2-1. 환경방사능감시시스템 프로그램 메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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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소내의 원자력시설인 고화폐기물시험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에 설치 운 되고  있

는 공정설비에 대한 교․보정 및 유지보수, 실험장치 및 전자기기에 대한 정비보

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방사선계측장비에 대한 고장수리와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 을 지원하 다.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선 감시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노후

된 방사선감시계통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 설치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전송계통 

시험 등의 기술을 지원하 으며 시설의 안전운 을 위해 원활히 활용되고 있다. 

  하나로의 FTL/RX 방사선감시계통용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하여 성능을 개선하

으며, 이를 토대로 하나로 부속시설인 동위원소시설과 조사재시험시설의 방사선감

시계통용의 운 소프트웨어도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함으

로써 기능변경이나 성능개선 시 외부 업체의 의존 없이 자체적으로 가능케 되어 시

간과 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개발시 시설 종사자들의 의견 반 으로 소프트

웨어의 친화력 제고에 따른 안전운 에 기여가 예상된다. 원자력 르네상스의 도래

에 따른 원자력시설의 증가로 방사선감시스템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 개발된 

RMS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 말까지 완성을 목표

로 현재 진행 중인 소내 방사선감시계통의 통합 정비체제 구축을 통하여  연구소의 

방사선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소내 각 원자력시설에서 설치 활용되는 방사선감시계통은 공급업체가 달라 계통 

서로간에 데이터 호환성이 없어 데이터 전송은 불가능하며 유지보수에 애로사항이 

있어 차후 도입되는 방사선감시계통은 소내 표준화를 위해 표준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의 수위 제어 시 버블에 의한 에러를 분석하기 위한 

wire mesh sensor와 데이터 처리장치를 개발 완료하 으며 실험실에서 모의실험을 

수행한 후 원전에 적용하면 원전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원자력시설 주변환경 감시를 위한 환경반사능 감시장치를 개발하 으며, 가속기 

시설 등의 원자력시설 주변환경 감시를 위해 활용  가능하며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

된다. 



- 67 -

참 고 문 헌

 [1] Control Regulation, 1900C 1184, SGN.

 [2] Technical Note, H0118, SGN. 

 [3] 박석준 외 11명, 핵계측장비 평가분석, 한국에너지연구소,

     KAERI/RR-546/86, 1986.

 [4] Glenn F. Knoll, Radiation Detection and Measurement, 3nd Ed., John       

     Wiley & Sons, 1999. 

 [5] 정종은 외 5명, 전자기기 보수 및 제작,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RR-2649/2005.



- 69 -

부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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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적용범위

   고화폐기물 시험시설의 폐액저장/이송공정, 환기공정, 유틸리티공정 등에 장착되

어 수위, 온도, 압력 등 각종 공정변수를 제어하기 위한 각종 계장설비들에 대하

여 적합한 점검 및 교정을 수행하여 설비의 성능유지 및 계측치의 신뢰성을 확

보하기 위한 절차서이다.

2. 참고문서

    (1) 계장설비 GTP, GTR, PTP, PTR

    (2) 계장도면 M-8409-001 ～ M-8409-204

    (3) Logic Diagram

    (4) 제작사 Calibration Reading

    (5) 한국 측정기기 교정협회의 표준교정절차

3. 책임사항

  3.1 시설운  책임자

    (1) 계장설비의 정기 및 주기점검 활동에 대하여 지시와 감독하여야 한다.

    (2) 절차서의 작성과 개정에 관하여 검토. 승인하여야 한다.

  3.2 정기점검 담당자

    (1) 계장설비의 정기점검을 본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수반되

        는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절차서의 작성과 필요시 개정을 하여야 한다.

  3.3 품질보증 담당자

     품질보증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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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사항

    (1) 계장설비는 각종 공정변수를 제어하므로 운전자 이외에는 조작을 하지 

        않아야 하며, 조작시에는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교정을 수행하도록 하여

        야 한다.

    (2) 모든 공구 및 계측장비는 절연이 되어야 한다.

    (3) 점검시 계측기에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4) 점검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연결부위에 퓨즈를 사용한다.

    (5) 교정용 계측장비는 교정되어 유효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교정이 완료된 계장설비는 교정검사완료 꼬리표를 부착해 놓아야 한다.

5. 초기조건

    (1) 계장설비의 기능파악 및 숙지 

    (2) 계기별 위치확인 및 육안점검시 이상유무 판별

    (3) 교정용 계측장비 및 각종 사용장비의 점검

    (4) 압축공기 압력점검

6. 사용장비 및 준비물

    (1) 통신용 무전기 2대

    (2) 멀티테스터

    (3) 프로세스 켈리브레이터(Universal Calibrator)

    (4) 압력 켈리브레이터

    (5) 오실로스코프

7. 점검주기

   시설의 공정설비에 장착되어 있는 각종 계장설비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오     

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교정을 수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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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8. 점검방법 및 절차

  8.1 작동전원 및 압축공기의 점검절차

    8.1.1 작동전원 공급

    (1) 종합제어반의 인입전원을 점검한다(AC 220V, 60Hz).

    (2) 차압 트랜스미터와 제어반 램프 전원용 트랜스 출력전압을 점검한다(DC    

      24V).

    8.1.2 압축공기 공급

         수위 계측기용 배관에 4 bar 이상의 건조공기가 공급되는지 확인한다.

  8.2 유티리티 공급공정 및 폐기물 저장/이송공정 계측기기 교정절차

    8.2.1 폐액저장탱크 수위제어용 기기

         폐액저장탱크 수위제어용 기기로는 차압 트랜스미터, 수위 지시계 및     

       수위경보기 등이 있다.

      8.2.1.1 차압 트랜스미터(Differential Pressure Transmitter)

        8.2.1.1.1 차압 트랜스미터의 목록 및 설정값

           (1) 목록 : LT-315,  LT-316,  LT-317,  LT-318,  LT-319,            

                     LT-320

           (2) 설정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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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력 신 호
트랜스미터 출력설정값(mA)

탱크수위(%) 탱크수위(mmWG)

0 0 4

25 300 8

50 600 12

75 900 16

100 1200 20

          8.2.1.1.2 차압 트랜스미터의 교정절차

    (1) 해당 공압 배관의 모든 밸브를 잠근 후 트랜스미터의 입력(좌측)에 해당하

는 공압 배관의 볼트/너트를 해체하고 압력 켈리브레이터의 압력 공급배관

을 체결한다.

    (2) 트랜스미터 차압(우측)에 해당하는 배관을 해체한다.

    (3) 트랜스미터 덮개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벗긴다.

    (4) Universal Calibrator의 전류 입력부분을 차압 트랜스미터의 출력부에 연    

     결한다.

    (5) 공정변수의 점에 해당하는 압력을 압력 켈리브레이터의 핸디펌프로 공   

       급한다.

    (6) 이때 Universal Calibrator의 지시치가 4mA인지 확인한다.

    (7) 지시치가 4mA보다 크면 트랜스미터 우측 하단에 있는 점 조정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4mA로 맞추고, 4mA보다 적으면 점 조정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4mA로 맞춘다.

    (8) 공정변수의 최대점(100 %)에 해당하는 압력을 압력 켈리브레이터의 핸디펌

프로 공급한다.

    (9) 이때 Universal Calibrator의 지시치가 20mA인지 확인한다.

    (10) 지시치가 20mA보다 크면 트랜스미터 내부 좌측에 있는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20mA로 맞추고, 지시치가 20mA보다 적으면 구

간 조정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20mA로 맞춘다.

    (11) 공정변수의 중간점(50 %)에 해당하는 압력을 압력 켈리브레이터의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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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펌프로 공급한다.

    (12) 이때 Universal Calibrator의 지시치가 12mA인지 확인한다. 

    (13) 지시치가 12mA보다 4mA이상 크면 트랜스미터 내부 중앙에 있는 선형 조

정나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1단계 돌리고, 지시치가 12mA보다 4mA이상 

적으면 선형 조정나사를 시계방향으로 1단계 돌린다.

    (14) 지시치가 12mA보다 크면 트랜스미터 내부 좌측에 있는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12mA로 맞추고,  지시치가 12mA보다 적으면 구

간 조정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12mA로 맞춘다.

    (15) 공정변수의 점에 해당하는 압력을 압력 켈리브레이터의 핸디펌프로     

       공급한다.

    (16) 이때 Universal Calibrator의 지시치가 4mA인지 확인한다.

    (17) 지시치가 4mA보다 크면 트랜스미터 우측 하단에 있는 점 조정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4mA로 맞추고,  4mA보다 적으면 점 조정나사를 시

계방향으로 돌려  4mA로 맞춘다.

    (18) 공정변수의 1/4(25 %)에 해당하는 압력을 압력 켈리브레이터의 핸디펌프

로 공급한다.

    (19) 이때 Universal Calibrator의 지시치가 8mA인지 확인한다.

    (20) 지시치가 8mA보다 크면 트랜스미터 내부 좌측에 있는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8mA로 맞추고, 지시치가 8mA보다 적으면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8mA로 맞춘다.

    (21) 공정변수의 1/2(50 %)에 해당하는 압력을 압력 켈리브레이터의 핸디펌프

로 공급한다.

    (22) 이때 Universal Calibrator의 지시치가 12mA인지 확인한다.

    (23) 지시치가 12mA보다 크면 트랜스미터 내부 좌측에 있는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12mA로 맞추고, 지시치가 12mA보다 적으면 구

간 조정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12mA로 맞춘다.

    (24) 공정변수의 3/4 (75 %)에 해당하는 압력을 압력 켈리브레이터의 핸디펌프

로 공급한다.

    (25) 이때 Universal Calibrator의 지시치가 16mA인지 확인한다.

    (26) 지시치가 16mA보다 크면 트랜스미터 내부 좌측에 있는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16mA로 맞추고, 지시치가 16mA보다 적으면 구

간 조정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16mA로 맞춘다.

    (27) 공정변수의 최대점(100 %)에 해당하는 압력을 압력 켈리브레이터의 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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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펌프로 공급한다.

    (28) 이때 Universal Calibrator의 지시치가 20mA인지 확인한다.

    (29) 지시치가 20mA보다 크면 트랜스미터 내부 좌측에 있는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20mA로 맞추고, 지시치가 20mA보다 적으면 구

간 조정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20mA로 맞춘다.

    (30) 교정결과를 정기점검양식에 기록하고 해체한 신호선을 체결한다.

      8.2.1.2 수위 지시계

        8.2.1.2.1 수위 지시계 목록 :

                LI-315,  LI-316,  LI-317,  LI-318,  LI-319,  LI-320

        8.2.1.2.2 수위 지시계의 교정절차

    (1) 지시계 뒷면의 입력부분의 신호선을 나사를 풀어 해체한다.

    (2) 지시계 뒷면의 해체한 입력부에 Universal Calibrator를 사용하여 4mA를 

공급한다.

    (3) 지시계의 눈금이 0 %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4) 눈금이 점보다 크면 지시계 내부 상단에 있는 점조정나사를 시계반대

방향으로 돌려 점을 맞추고, 점보다 적으면 점조정나사를 시계방향

으로 돌려 점을 맞춘다.

    (5) Universal Calibrator를 사용하여 8mA를 공급한다.

    (6) 지시계의 눈금이 25 %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7) 눈금이 25 %보다 크면 지시계 내부 상단에 있는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25 %에 맞추고, 25 %보다 적으면 구간 조정나사를 시

계방향으로 돌려 25 %를 맞춘다.

    (8) Universal Calibrator를 사용하여 12mA를 공급한다.

    (9) 지시계의 눈금이 50 %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10) 눈금이 50 %보다 크면 지시계 내부 상단에 있는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반

대방향으로 돌려 50 %를 맞추고, 50 %보다 적으면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50 %를 맞춘다.

    (11) Universal Calibrator를 사용하여 16mA를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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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지시계의 눈금이 75 %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13) 눈금이 75 %보다 크면 지시계 내부 상단에 있는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반

대방향으로 돌려 75 %를 맞추고, 75 %보다 적으면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 75 %를 맞춘다.

    (14) Universal Calibrator를 사용하여 20mA를 공급한다.

    (15) 지시계의 눈금이 100 %를 나타내는지 확인한다.

    (16) 눈금이 100 %보다 크면 지시계 내부 상단에 있는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려 100 %를 맞추고, 100 %보다 적으면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100 %를 맞춘다.

    (17) Universal Calibrator를 사용하여 지시계 입력부에 4.8mA(수위 : 5 %)를 

공급하여 저수위경고등 및 경보기의 동작여부를 확인한다.

    (18) Universal Calibrator를 사용하여 지시계 입력부에 17.6mA(수위 : 85 %)를 

공급하여 고수위 경고등 및 경보기의 동작여부를 확인한다.

    (19) 교정결과를 정기점검양식에 기록하고 해체한 신호선을 체결한다.

    8.2.2 수위경보용 차압스위치

      8.2.2.1 수위경보기 목록 및 동작 설정값

        8.2.2.1.1. 폐액저장탱크 최고 수위경보기

           (1) 목록 : LSH-315, LSH-316, LSH-317, LSH-318, LSH-319,         

                     LSH-320.

           (2) 동작 설정압력 : 950  mmWG

        8.2.2.1.2. 폐액저장탱크실 섬프 수위경보기(LS-327)

           (1) 동작 설정압력 : 600 mmWG

        8.2.2.1.3. 펌프실 섬프 수위경보기 (LS-328)

           (1) 동작 설정압력 : 500 mm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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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2.1.4. 시약혼합탱크용 수위경보기 (LSHL-311)

           (1) 저수위 설정압력 : 90 mmWG

           (2) 고수위 설정압력 : 810 mmWG

        8.2.2.1.5. 시약저장탱크용 수위경보기 ( LSHL-313 )

           (1) 저수위 설정압력 : 90 mmWG

           (2) 고수위 설정압력 : 810 mmWG

      8.2.2.2 수위경보용 차압스위치 교정절차

    (1) 차압스위치의 압력 입력배관을 해체한다.

    (2) 압력 켈리브레이터의 출력부를 차압스위치의 압력 입력부에 연결시킨다.

    (3) 차압스위치의 접점 출력부분에 멀티테스터를 연결시킨다.

    (4) 압력 켈리브레이터의 핸디펌프로 접점출력에 해당하는 설정압력을 공급    

      한다.

    (5) 멀티테스터에서 설정압력에서 접점출력이 발생하는지 확인한다.

    (6) 설정압력에서 접점출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정나사를 돌려 접점출력이 발

생하게 한다.

    (7) 교정결과를 정기점검양식에 기록하고 해체한 차압스위치의 압력 입력배관

을 체결한다. 

    8.2.3 폐액이송펌프 보호용 차압스위치

      8.2.3.1 폐액이송펌프 보호용 차압스위치 목록 및 수위경보 설정치 

        8.2.3.1.1. 폐액이송펌프 보호용 차압스위치 목록 :

                PDSH-126, PDSH-127, PDSH-128, PDSH-129, PDSH-130,       

             PDSH-131,  PDSH-157

        8.2.3.1.2. 동작 설정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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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mmWG (모두 동일)

      8.2.3.2 폐액이송펌프 보호용 차압스위치의 교정절차

            8.2.2.2 항의 수위경보용 차압스위치 교정절차와 동일함.

    8.2.4 폐액저장탱크 폐액 온도계

      8.2.4.1 폐액 온도계 목록 

             TI-315,  TI-316,  TI-317,  TI-318,  TI-319,  TI-320

      8.2.4.2 폐액 온도계 교정절차

    (1) 온도지시계 뒷면의 입력 신호선을 나사를 풀어 해체한다.

    (2) 해체한 입력단자에 Universal Calibrator의 RTD 출력단자를 연결한다.

    (3) Universal Calibrator의 키패드에서 저항 출력부분을 눌러 0 ℃에 해당하는 

100 Ω을 공급한다.

    (4) 이때 지시계의 눈금이 0 ℃를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5) 눈금이 0 ℃보다 크면 지시계 내부 상단의 점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향

으로 돌려 0 ℃에 맞추고, 0 ℃보다 적으면 점 조정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0 ℃에 맞춘다.

    (6) Universal Calibrator의 키패드에서 저항 출력부분을 눌러 25 ℃에 해당하는 

109.73 Ω을 공급한다.

    7) 이때 지시계의 눈금이 25 ℃를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8) 눈금이 25 ℃보다 크면 지시계 내부 상단의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향

으로 돌려 25℃에 맞추고, 25 ℃보다 적으면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25 ℃에 맞춘다.

    (9) Universal Calibrator의 키패드에서 저항 출력부분을 눌러 50 ℃에 해당하는 

119.40 Ω을 공급한다.

    (10) 이때 지시계의 눈금이 50 ℃를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11) 눈금이 50 ℃보다 크면 지시계 내부 상단의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

향으로 돌려 50 ℃에 맞추고, 50 ℃보다 적으면 구간 조정나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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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방향으로 돌려 50 ℃에 맞춘다.

    (12) Universal Calibrator의 키패드에서 저항 출력부분을 눌러 75 ℃에 해당하

는 128.98 Ω을 공급한다.

    (13) 이때 지시계의 눈금이 75 ℃를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14) 눈금이 75 ℃보다 크면 지시계 내부 상단의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방

향으로 돌려 75 ℃에 맞추고, 75 ℃보다 적으면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방

향으로 돌려 75 ℃에 맞춘다.

    (15) Universal Calibrator의 키패드에서 저항 출력부분을 눌러 100 ℃에 해당하

는 138.50 Ω을 공급한다.

    (16) 이때 지시계의 눈금이 100 ℃를 지시하는지 확인한다.

    (17) 눈금이 100 ℃보다 크면  지시계 내부 상단의 구간 조정나사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100 ℃에 맞추고,  100 ℃보다 적으면 구간 조정나사를 시

계방향으로 돌려 100 ℃에 맞춘다.

    (18) 교정결과를 점검양식에 기록하고, 해체한 신호선을 체결한다.

    8.2.5 압축공기 저압력 경보기

      8.2.5.1 압축공기 저압력 경보기 목록 및 동작압력 설정치

        (1) PAL-141 ( 핫셀 공급공기 ), 동작 설정압력 : 4 ㎏/㎠

        (2) PAL-143 ( Instrument Air ), 동작 설정압력 : 4 ㎏/㎠

      8.2.5.2 압축공기 저압력 경보용 압력스위치 교정절차

            8.2.2.2 항의 수위경보용 차압스위치 교정절차와 동일함.

  8.3 환기공정용 계측기기

    8.3.1 팬 토출압 저압력 표시램프용 압력스위치

      8.3.1.1 팬 토출압 저압력 표시램프용 압력스위치 목록 및 동작설정압력

         (1) 급기팬 저압력 표시램프용 압력스위치 (FS-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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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설정압력 : 87mmWG(팬 토출압의 90%)

         (2) DUP 배기팬 저압력 표시램프용 압력스위치 (FS-722),

            동작 설정압력 : 191 mmWG(팬 토출압의 90%)

         (3) MUP 배기팬 저압력 표시램프용 압력스위치 (FS-723),

            동작설정압력 : 85 mmWG(팬 토출압의 90%)

         (4) Transfer 팬 저압력 표시램프용 압력스위치 (FS-724),

            동작설정압력 : 11 mmWG(팬 토출압의 90%)

      8.3.1.2 팬 토출압 저압력 표시램프용 압력스위치의 교정절차

             8.2.2.2 항의 수위경보용 차압스위치 교정절차와 동일함.

    8.3.2 차폐실 압력스위치 (PS-713)

      8.3.2.1 동작 설정압력 :

            -20mmWG

      8.3.2.2 차폐실 압력스위치(PS-713)의 교정절차

            8.2.2.2 항의 수위경보용 차압스위치 교정절차와 동일함

      

    8.3.3 HEPA 필터 차압게이지

      8.3.3.1 목록 :

             PDI-713,  PDI-714,  PDI-715,  PDI-716 A,  PDI-716 B,  PDI-717 

A,  PDI-717 B,  PDI-718 A,  PDI-718 B,  PDI-719 A,  PDI-719 B,  

PDI-720 A,  PDI-720 B,  PDI-727 A,  PDI-72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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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I-737,  PDI-738

      8.3.3.2 HEPA 필터 차압게이지의 교정절차

    (1) 차압게이지의 압력 입력호스를 분리시킨다.

    (2) 교정용 마노미터와 핸디펌프를 사용하여 차압게이지의 압력 입력부에 일정 

압력을 가하고 게이지 눈금과 비교하여 그 결과를 교정양식에 기록한다. 

오차가 허용편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3) 차압게이지를 필터뱅크로부터 분리한다.

    (4) 차압게이지의 커버와 외부 눈금판을 분리한다.

    (5) 계기의 입력차압에 비례 동작하는 판형 용수철의 탄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위치 조절기의 고정용 볼트를 푼다.

    (6) 교정용 마노미터와  핸디펌프를 사용하여 차압게이지의 압력 입력부에 게

이지 max. range 압력을 공급하는 상태에서 게이지의 지시바늘이 게이지 

내부에 있는 눈금판의 max. 위치에 맞도록 위치조절기의 위치를 조절한 후, 

고정 볼트를 잠근다.

    (7) 외부 눈금판을 장착한 후, 점조절나사로서 점을 조절하고 각 포인트별 

지시치와 마노미터 공급압력을 확인한다.

    8) 차압게이지를 필터뱅크에 장착하고 압력 입력호스를 연결시킨다.

9. 판정

    (1) 각종 지시계의 오차범위는 5% 이내이어야 한다.

    (2) 각종 경보기 및 압력스위치는 동작설정치의 ±5% 이내에서 동작하여야     

      한다.

    (3) 팬 저압력 표시램프용 압력스위치는 동작설정치의 ±10% 이내에서 동작하

여야 한다.

10. 사용양식

    (1) RWFTF-OP-05-66-01(1/5～5/5) : 계장설비 정기점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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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번호 : 

RWFTF-OP-05-66
계장설비 정기점검 결과서

점 검 주 기 점 검 일 자

점 검 자                  (인) 시설운 책임자                       (인)

사 용 장 비

점   검   내   용 판 정 기 준 점 검 결 과 비고(판정)

 1. 동작전원 및 공기압

  o 동작전원

  - 종합제어반 인입전원 

 

  - 트랜스 출력전압

 o 압축공기 

 2. 폐액저장/이송 및 유티리티 설비

                              

 o Level Transmitter

  - LT 315 (waste buffer tank A)

 

  - LT 316 (waste buffer tank B)

  - LT 317 (waste buffer tank C)

  - LT 318(waste storage tank A)

  - LT 319(waste storage tank B)

  - LT 320(waste storage tank C)

AC 220V, 60Hz

  ±10％

  DC 24V±10％

   4 bar 이상

 

수위와 출력신호

의 오차범위 : ±

5%

〃

〃

〃

〃

〃

RWFTF-OP-66-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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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검   내   용   판 정 기 준  점검결과  비고(판정)

 o Level Indicator

  - LI 315 (waste buffer tank A)

  - LI 316 (waste buffer tank B)  

  - LI 317 (waste buffer tank C)

  - LI 318(waste storage tank A) 

  - LI 319(waste storage tank B)

  - LI 320(waste storage tank C)

 o Temperature Indicator

 - TI 315 (waste buffer tank A) 

 - TI 316 (waste buffer tank B) 

 

 - TI 317 (waste buffer tank C) 

 - TI 318 (waste storage tank A) 

 - TI 319 (waste storage tank B) 

 - TI 320 (waste storage tank C) 

입력신호와 지시치의 

오차범위 : ±5%. (8

5%수위에서 경고등 

동작)

〃

〃

〃

〃

〃

 

입력신호와 지시치의 

오차범위  : ±5%

〃

〃

〃

〃

〃

RWFTF-OP-66-01, 2/5



고화폐기물시험시설운  RWFTF-OP-05-66- 87 -

점   검   내   용 판 정 기 준 점검결과 비고(판정)

 o 수위경보용 차압스위치

  - LSH 315

  - LSH 316

  - LSH 317

  - LSH 318

 

  - LSH 319

  - LSH 320

  - LS 327 (tank room

    sump)

  - LS 328 (pump room

    sump)

  - LSHL 311 (시약혼합

    탱크)

  - LSHL 313 (시약저장

    탱크)

 o 폐액이송펌프 보호용

   차압스위치

   - PDSH 126

 (waste recirculation. 

  pump A)

고수위 설정압력: 

950mmWG±5%에서 경보기 동작

〃

〃

〃

〃

〃

600mmWG±5%에서 경고등 및 

경보기 동작

500mmWG±5%에서 경고등 및 

경보기 동작

고수위 설정압력: 

810mmWG±5%에서 경고등 및 

경보기 동작

저수위 설정압력: 

90mmWG±5%에서 경고등 및 

경보기 동작

〃

설정압력: 2,000mmWG±5% 에서 

경보기 동작 및 펌프 동작정지

RWFTF-OP-66-01, 3/5



고화폐기물시험시설운  RWFTF-OP-05-66- 88 -

점   검   내   용 판 정 기 준 점검결과 비고(판정)

  - PDSH 127 (waste recir. pump B)

  - PDSH 128 (waste recir. pump C)

  - PDSH 129(waste transfer pump A)

  - PDSH 130(waste transfer pump B)

  - PDSH 131(waste transfer pump C)

  - PDSH 157(recirculation water

              pump) 

 o 압축공기 저압력 경보기

 

  - PAL 141 (hot cell air supply) 

  - PAL 143 (air receiving tank)

 

 3. HVAC설비

 o 팬 압력스위치

  - FS 710 (supply fan duct)

  - FS 722 (DUP exaust fan duct)

  - FS 723 (MUP exaust fan duct)

  - FS 724 (transfer fan duct)

  - PS 713 (차폐실 압력) 

〃

〃

〃

〃

〃

〃

설정압력: 4㎏/㎠±

5%에서 경고등 및 

경보기 동작

〃

 

설정압력치±10%에

서 경고등 동작 

〃

〃

〃

설정압력: -20mmW

G±5%에서 경고등 

동작

RWFTF-OP-66-01, 4/5



고화폐기물시험시설운  RWFTF-OP-05-66- 89 -

점   검   내   용 판 정 기 준 점검결과 비고(판정)

 o 필터 차압게이지

  - PDI 713

  - PDI 714

  - PDI 715

  - PDI 716 A

  - PDI 716 B

  - PDI 717 A

  - PDI 717 B

  - PDI 718 A

  - PDI 718 B

  - PDI 719 A

  - PDI 719 B

  - PDI 720 A

  - PDI 720 B

  - PDI 727 A

  - PDI 727 B

  - PDI 737

  - PDI 738

 오차범위 : ±5%

〃

〃

〃

〃

〃

〃

〃 

〃 

〃

〃

〃

〃

〃

〃

〃

〃

RWFTF-OP-66-0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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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조사후시험시설 

풀물처리공정 현장 측정기 교정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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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조사후시험시설  절차서번호 OP-05-24 점검주기 1년

   요     약   

    o 교정검사 항목:

     - 지시계(11개) 

     - 차압트랜스메타(5개)

     - 차압스위치(13개)

    o 사용장비 및 교정검사 사항:

      - Pressure Calibrator

 - Temperature Calibrator

 - Fluke 741B Calibrator

    o 판정기준: 

      

    o 부적합 조치사항:

    o 특기사항

구    분 성   명 서  명 날 짜

시험담당자

교정검사 완료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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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번호 OP-05-24 지시계 번호  

제목 현장측정기 교정 사용장비 Temperature Calibrator

교정일시 교정주기 1년

교정자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모의입력(VDC) 기준(%) 출력(%)

1 VDC 0 1 VDC 0

2 VDC 25 2 VDC 25

3 VDC 50 3 VDC 50

4 VDC 75 4 VDC 75

5 VDC 100 5 VDC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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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번호 OP-05-24 차압트랜스미터 번호  

제목 현장측정기 교정 사용장비
Pressure Calibrator,

D.V.M

교정일시 교정주기 1년

교정자

공급압력(mmH2O)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mmH2O) 기준(mA) 출력(mA)

0 4 0 4

8 8

12 12

16 16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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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서 번호 OP-05-24 차압스위치 번호   

제목 현장측정기 교정 사용장비 Pressure Calibrator

교정일시 교정주기 1년

교정자

 설정입력(mm H2O) 동작압력(mm H2O) 설정입력(mm H2O) 동작압력(mm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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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1.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하나로RMS-SW-SRS

Revision 00

하나로 FTL/RX RMS 통합시스템 구축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김종명 (소프트웨어 개발팀 연구원)

검토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서용석 (소프트웨어 개발팀장)

   승인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

홍석붕 (과제책임자)

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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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  개정 부분 개정 사유 작성자

00 2006. 전체 초안 김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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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본 문서는 하나로 FTL/RX RMS 통합시스템 구축 과제에 포함된 방사선감

시스템(RMS, Radiation Monitoring System)의 컴퓨터시스템에 개발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요건들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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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위

본 문서는 하나로 FTL/RX RMS 통합시스템 구축 과제에 활용한다.

본 문서는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품질, 제

약사항 등과 같은 관리요건들과 연계, 기능, 성능, 소프트웨어 속성 등과 같

은 상세요건들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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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요

하나로 RMS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의 운전상황 및 이상상

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운전에 중요한 감시 정보와 시스템 및 기기의 

운전 상태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하나로 RMS는 그림 4.1과 같이 하나로 

건물(Rx)의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23개의 감시기시스템과 추가되는 핵연료노내조사시

험설비(FTL, Fuel Test Loop)와 관련한 6개의 감시기시스템이 통합된 시스템이다.

그림 4.1 하나로 방사선감시시스템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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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시스템

하나로 RMS의 RX 감시기시스템은 하나로 중성자 빔포트(beamport)의 주변에 방

사형으로 설치되어 빔포트에서 조사된 중성자나 감마 선원의 누설을 감시하며, 하

나로 냉각수조 주변 및 하나로 공기 순환 및 정화를 위해 공기를 배출하는 배출 덕

트(duct) 및 굴뚝(stack)에 설치되어 공기 중의 방사성 입자의 농도를 측정 및 감

시한다. 이 시스템은 이미 하나로 건물 내에 설치되어 운전되고 있다.

하나로 RMS의 FTL 감시기시스템은 FTL 시설의 방사선 감시를 위하여 하나로 현

장에 설치될 예정이다.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은 RX 감시기시스템 및 FTL 감시기시스템으로부터 

방사선 감시정보를 취득하여 실시간 현장준위 및 감시기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하나로 운전에 필요한 감시 및 제어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컴퓨터시스

템은 하나로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누설과 같은 이상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안

전 및 운전에 필요한 감시 정보를 기록한다. 또한 관련 기기를 제어하기 위해 운전

원에게 기기의 상태정보를 제공하며 비상방재상황실 등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다. 이 컴퓨터시스템이 제공하여야 할 최소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RX 감시기시스템 및 FTL 감시기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 획득

나) RX 감시기시스템 및 FTL 감시기시스템으로 제어 명령어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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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의 방사선 준위 값, 상태표시, 인지, 감시기와 통신상태 등의 감시

라) 경보표시 및 인지

마) 데이터베이스 관리

바) 분평균, 시평균, 일평균, 상태 이력데이터 저장 및 검색

사) 시스템, 운전 이벤트 검색

아) 하나로운전 제어컴퓨터(OWS)에 데이터 제공

자) 빔포트 상태표시

가.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구조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구조는 그림 4.2와 같으며 서버와 

RMT(Remote Monitoring Terminal), 통신장비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물리실

에 설치되는 서버는 가용도 향상을 위해 Hot-Standby 개념이 적용되며 서

버(1)와 서버(2)로 구성된 이중화(dual) 구조이다. RMT는 원격 감시기 컴퓨

터로서 보건물리실 서버에서 처리하여 저장되어 있는 안전 및 감시에 필요

한 계측 정보를 원격 감시기 컴퓨터의 요청에 따라 통신망을 통해 계측된 

정보들을 운전원에게 GUI(Graphic User Interface) 형태로 제공하여 모니터

에 표시한다.

그림 4.2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구조도

비 상 방 재  시 스 템

원 자 로  제 어 실
R M T

원 자 로  지 하  출 입 구
R M T

T ru ck  A cce s s  지 역
R M T

원 자 로  제 어 실  출 입 구
R M T

컴 퓨 터 시 스 템

보 건 물 리 실

서 버  
1

서 버  2

모 뎀

신 규 설 치

기 존 시 설  또 는  
구 매 자  제 공

터 미 널

서 버

허 브

감 시 기 시 스 템

허 브

R X
감 시 기 시 스 템

F T L
감 시 기 시 스 템

서 버 (1 )

서 버 (2 )

보 건 물 리 실
R M T

보 건 물 리 실
R M T

나. 설치 요건

다.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설치는 추후 제공되는 하나로 RMS 소프트웨어 설치 매

뉴얼에 따른다.

라. 운영 요건

마.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의 운영은 추후 제공되는 하나로 RMS 소프트웨어 사용

자 매뉴얼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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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보안 요건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은 비인가된 접근 및 수정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단계(multi-level) 보안 체계를 제공한다.

사. 품질 요건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은 원자력연구소에서 설정한 아래의 품질요건

을 만족한다.

가) Safety Class : N/A

나) Quality Class : S

다) Seismic Category : Non-Seismic

아. 제약 사항

(1) 하나로건물의 보건물리실에는 기존의 RX 감시기시스템과 연계된 RMS 컴퓨터시스

템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문서에 따라 제작 및 구축되는 하나로 RMS의 컴

퓨터시스템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RMS 컴퓨터시스템보다 우수한 기능과 성능을 

제공한다.

(2) 원자력연구소 내의 웹(Web)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3) 추후 추가되는 삼중수소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4) 하드웨어

(가) 서버는 90일간의 운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Hard Disk Driver 1대

와 이 저장된 데이터를 복사 및 탈착보관 가능한 형태의 CD R/W Compact 

Disk Driver 1대를 갖는다.

(나) 서버 및 RMT는 Industrial Pentium IV 3.0GHz, 200GB HDD(2대), 1GB 

DDR, CD R/W Combo 이상의 사양을 갖는다.

(다) 서버와 RMT의 모니터는 0.5초 이내에 refresh를 완료한다.

(라)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은 하나로 건물의 RX 감시기시스템 및 FTL 감시

기시스템과 통신이 가능하며, 컴퓨터 통신에서 제어기들 간의 통신은 연구소 내

부망과 연결되지 않는 독립망을 사용하고 웹서버는 자체 방화벽을 구축한 후 원

자력연구소 내부망을 사용한다.

(마) 기존 하나로 건물 보건물리실 내에 설치된 모뎀을 이용하여 비상방재시스템으

로 정보를 제공한다.

(바) 빔포트 개폐상태 표시를 위해 하나로 건물 내에 설치된 빔포트 신호취득 장치로

부터 데이터를 취득한다.

(5) 소프트웨어

(가)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기존의 RIPF 및 IMEF에 설치된 

RMS와 추후 설치되는 CNS RMS에 최적화를 통해 적용 가능하다.

(나)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설별로 RMS의 운영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서버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추후 다른 시설의 방사선감시 데이터

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다.

(다) 소프트웨어는 확장성, 호환성, 적응성을 고려하여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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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프트웨어는 Window NT 기반에서 여러 사용자(mutil-user)가 접근 가능하고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이 가능하다.

(6)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

(가) 필요시 감시기시스템의 운전이력을 확인, 표시, 기록 및 출력 가능하도

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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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세 요건

가. 연계 요건

(1) 운전원 연계

운전원 연계는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과 운전원의 의사소통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의한다.

(가) 개괄화면

개괄화면은 운전원이 감시기시스템의 상태를 쉽게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도

록 설계하여 하며 추후 확장성을 고려한다. 개괄화면은 아래의 요건들을 만

족한다. 

가) 운전원이 감시기시스템에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감시기

의 위치를 그래픽으로 표현하는 개괄화면과 리스트형태의 개괄화면

을 제공한다.

나) 감시기 위치를 표시하는 개괄화면은 하나로 이미지를 삽입하여 감시

기의 위치정보 및 상태정보를 운전원에게 제공한다.

다) 개괄 화면은 23개의 감시기(RX), 6개의 감시기(FTL), 7개의 빔포트 

상태를 표시한다.

라) 개별 감시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정보를 개괄화면에 표시한다.

감시기 ID (예, “RE001”)

감시기 값 (예, “1.23E-10”) 및 단위 (예, “mR/h”)

가동상태 Status Color Display

마) 운전원은 개괄화면에 나타난 개별 감시기를 선택하여 세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나) 경보목록 표시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은 감시기시스템으로부터 고범위초과(over 

range), 고경보(high alarm), 경고(warning), 고장(fail), 펌프정지(pump off)

와 같은 경보상태를 취득하면 즉시 경보를 발생시키고 아래와 같은 정보를 

경보목록에 나타낸다.

가) 감시기 ID

나) 이상상태 발생 날짜 및 시간

다) Description

라) 현재 값 및 단위

(다) 상태이력 검색 및 저장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상태가 발생하면 그 상태를 저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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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보상태 

나) 감시기시스템의 저범위초과(under range), flow fault, 로칼(not 

remote), 교정(calibration), 시험(test) 상태

다) 컴퓨터시스템이 입력을 받을 수 없는 입력부재(no scan) 상태

저장되는 상태정보는 아래와 같다.

가) 감시기 ID

나) 이상상태 발생 날짜 및 시간

다) Description

운전원은 저장된 상태이력을 발생기간, 개별상태, 전체상태와 같은 조건으로 

검색하거나 검색한 상태이력을 CSV(Comma Separated Value) 파일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라) 경보인지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은 경보인지(alarm acknowledgement) 버튼을 

제공하여 운전원에게 경보인지 수단을 제공한다. 경보인지는 하나로제어실

과 보건물리실의 운전원만이 할 수 있다. 경보상태에서 감시기시스템 상태

가 자동적으로 정상(normal) 상태로 변환되어도 운전원이 인지신호를 입력

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경보상태를 유지한다. 

(마) 추이화면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은 운전원이 감시기의 상태 변화를 쉽게 파악

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GUI 환경의 추이(trend)화면을 제공한다. 운전원에

게 제공되어야 할 추이화면의 형태로는 분평균, 시평균, 일평균 및 현재 값

에 대한 추이화면이 있다. 또한 기간별 검색조건을 제공하여 운전원이 필요

로 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저장 및 프린트할 수 있는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추이화면은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가) 분평균 추이화면 (Default : 선택한 시점으로부터 과거 1시간 동안의 

분평균)

나) 시평균 추이화면 (Default :선택한 시점으로부터 과거 24시간 동안의 

시평균)

다) 일평균 추이화면 (Default :선택한 시점으로부터 과거 30일 동안의 일

평균)

라) 현재값 추이화면 (Default :현재시점으로부터 10초 간격으로 1시간동

안의 값) 

마) 시간범위 설정(추이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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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값 범위 설정(최대값 및 최소값) 기능

사) 평균값 간격 (분, 시간, 일) 선택 기능

아) 프린트 기능

자) 저장기능

(바) 설정치 변경

하나로제어실과 보건물리실의 운전원만이 감시기의 설정치(setpoint)를 변경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가) 감시기 ID별로 필요한 설정치를 구분하여 표시

나) 기존의 설정치 표시 

다) 변경할 설정치 입력

라) 변경 확인을 위한 절차 (제한된 운전원의 접근을 위한 login 필요)

(사) 감시기시스템 제어

하나로제어실 및 보건물리실의 운전원만이 감시기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

은 제어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가) Setpoint 설정 및 변경

나) Checksource on/off

다) Pump on/off

라) Purge on/off

마) 고경보 및 경고인지

(아) 유지보수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아래와 같은 기능을 제공

한다.

가) 컴퓨터시스템의 상태정보 표시

나) 경보 우선순위 변경 기능

다) 경보 알림 형태의 변경 기능

라) 상태 메시지 변경 기능

마) 현장 감시기시스템의 유지보수기간 중 disable 설정 기능

바)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설치장소에 따른 운전원 접근 제한 기

능 (예: 제어기능 disable)

(2) 감시기 연계

(가) 감시기 모델

하나로 RMS의 감시기시스템을 구성하는 감시기 모델은 표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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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하나로 RMS의 감시기 모델

감시기 검출기

Tag번호 감시목적 모델 검출대상 모델 단위 검출범위

RE002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3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4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5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
7
 mR/h

RE006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7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8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9 Area Monitor 946WM-215(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
7
 mR/h

RE010 Area Monitor 946WM-215(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11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2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3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4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5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6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7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8 Liquid Monitor 942WM-213(UDR) Gamma 943-36 CPM 0~10
7 
CPM

RE019 Hall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
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20 Duct Monitor 942WM-213(UDR) Beta 943-25T CPM 0~107 CPM

RE021 Duct Monitor 942WM-213(UDR) Beta 943-25T CPM 0~107 CPM

RE022 HVAC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
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
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23 STACK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24 Stack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
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
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41 Liquid Monitor 942WM-213A(UDR) Gamma 943-36H uCi/cc 0~107 CPM

RE042 Liquid Monitor LCU(960SF-220등) Gamma 943-36 CPM 0~107 CPM

RE043 P&G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
7 
CPM

RE045 Area Monitor 956WM-213A(UDR) Gamma 897-211 mR/h 0.01~10
3
 mR/h

RE046 Area Monitor 956WM-213A(UDR) Gamma 897-211 mR/h 0.01~103 mR/h

RE047 P.I.&G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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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신주기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은 모든 감시기의 값과 상태정보를 매 10초마

다 주기적으로 획득하며, 운전원이 요청한 감시기 설정치 변경, 기기 제어 

등과 같은 비주기적 명령은 즉시 수행한다.

(다) 통신 프로토콜

감시기 공급사에서 제공하는 감시기시스템의 통신 프로토콜을 따른다.

(3) 빔포트 연계 요건

빔포트의 개폐(on/off) 상태표시를 서버에 통합 구현한다.

(4) 비상방재실과 연계 요건

비상방재실과의 연계는 기존의 하나로 RMS 프로그램에서의 연계를 유지한

다. 

나. 기능 요건

(1) 상태 요건

개괄화면에서는 감시기의 현재 상태 및 측정값이 화면에 표시된다. 상태표

시의 방법으로 표 5.2와 같이 색깔, 소리, 깜박임을 사용한다. 측정값이 표시

되는 부분에는 현재 측정된 값을 White로 표시하고, 입력부재인 상태에서는 

과거값이 Gray로 표시된다. 상태표시를 위한 색깔은 Red, Amber, Yellow, 

Green, Blue, White, Black, Gray와 같이 여덟 가지만을 사용한다.

     

표 5.2 하나로 RMS의 감시기 상태표시

상태 색깔 깜박임/소리

입력부재
Blue (값은 Gray로

표시됨)
1(On)

입력부재 인지
Blue (값은 Gray로

표시됨)
0(Off)

고범위초과 Red 1(On)

고범위초과 인지 Red 0(Off)

고경보 Red 1(On)

고경보 인지 Red 0(Off)

경고 Amber 1(On)

경고 인지 Amber 0(Off)

고장 Yellow 1(On)

고장 인지 Yellow 0(Off)

펌프정지 Black 1(On)

펌프정지 인지 Black 0(Off)

정상 (normal), 저범위초과(under range) Green 적용안함

flow fault, 로칼(not remote), 교정(calibration), 시험

(test)
White 적용안함

(2) 경보 요건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은 통신두절, 감시기시스템으로부터 응답부재 

등의 상태가 발생하면 입력부재 경보를 발생시킨다. 입력부재가 아닌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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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감시기시스템으로부터 고범위초과, 고경보, 경고, 고장, 펌프정지 상태

를 취득하면 경보를 발생시킨다. 경보발생 시 색깔, 소리, 깜박임으로 운전

원이 경보상태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입력부재가 아닌 상태이면서 한 감

시기에서 여러 경보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게 설정된 경

보상태를 화면에 표시한다. 경보의 우선순위는 높은 우선순위부터 고범위초

과, 고경보, 경고, 고장, 펌프정지의 순서이다. 경보상태가 발생한 가운데 운

전원이 경보인지 버튼을 누르면 소리와 깜박임은 사라지며 경보 색깔이 표

시된다. 경보분석을 위해서 저장된 경보 이력데이터를 이용하여 경보종류, 

경보횟수 등을 볼 수 있도록 CSV 파일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3) 예외처리 요건

통신망 특성상 노이즈에 의한 순간 입력이 경보나 고장(fail) 상태를 생성하

게 된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노이즈(noise) 입력에 따른 경보

를 무시하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분간, 시간, 일간의 측정값

의 평균은 통신 오류상태나 순간적인 노이즈 입력 값은 제외되어 계산한다.

(4) 이력데이터 저장 요건

운 상 필요한 이력데이터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보건물리실 서버에는 

최소 90일 간의 히스토리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들 

값들은 각 RMT에서 리스트 형태나 추이화면 형태 등으로 화면에 출력 가

능하며, 추가적으로 프린터가 장착된 RMT에서는 인쇄가 가능하다.

가) 감시기별 분간 데이터 평균값

나) 감시기별 시간 데이터 평균값

다) 감시기별 일일 데이터 평균값

라) 경보상태

마) 운 상태

또한 운전원은 일정시간 동안 특정한 감시기의 10초 단위의 측정값을 저장

할 수 있고, 리스트 및 추이화면 형태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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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백업 요건

각 감시기로부터 계산한 분, 시, 일 평균값 이력데이터를 CSV 파일로 백업

할 수 있는 자동백업기능과 수동백업기능을 제공한다. 자동백업기능은 매월 

1일 0시에 분, 시, 일 평균값 이력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백업되는 기능이며 

각 평균 백업파일에는 모든 감시기의 데이터가 통합 저장된다. 수동백업기

능은 운전원이 백업구간을 설정하여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이며 감시기 개별 

또는 통합하여 저장할 수 있다. 운전원이 1회 백업저장을 위해 설정할 수 

있는 구간으로는 분평균은 45일, 시평균은 1년, 일평균은 5년을 권고한다. 

또한, 백업을 위한 소요시간은 운전 시급성과 관련하여 수분이내에 가능하

도록 설치한다.

다. 성능 요건

감시기로부터 10초 주기로 측정값을 입력받아서 화면에 출력한다. 

라. 이중화 요건

하나로제어실, 하나로 지하 출입구, Truck Access 지역, 하나로제어실 출입

구 RMT는 그림 4.2에 나타난 이중화된 보건물리실 서버(1), 서버(2)로부터 

정보를 획득한다. 따라서 각 서버에서 DB, 감시기 측정값 취득 등의 기능을 

각각 수행한다. 따라서 하나로제어실, 하나로 지하 출입구, Truck Access 지

역, 하나로제어실 출입구 RMT는 일차적으로 서버(1)에서 필요한 정보를 획

득하며 서버(1)가 동작불능 상태인 경우는 자동적으로 서버(2)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Hot-Standby 개념을 적용한다.

마. 소프트웨어 속성 요건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아래의 속성을 가진다.

가) 확장성: 감시기를 추가/삭제/변경이 용이하도록 확장성을 갖는다.

나) 적응성: 이기종 감시기를 수용할 수 있다.

다) 유지보수성: 소프트웨어 모듈을 구조화 하며 운전 중 소프트웨어 변

경이 용이하다.

a) 호환성: 다양한 통신수단(예, RS232, RS485, TIP/IP 등)을 제공한다.

바. 기타 요건

하나로제어실, 하나로 지하 출입구, Truck Access 지역, 하나로제어실 출입

구 RMT는 추가적으로 운전원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표시한다.

가) 현재 시스템의 운전 및 통신상태

나) 서버의 접속상태

다) 시스템 운  및 운전원 운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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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용어정의

◦ 검출기(detector) : 센서(sensor)를 의미한다.

◦ 감시기 : 감시기시스템의 본체(cabinet)에 내장된 시스템을 의미한다.

◦ 감시기시스템 : 검출기와 감시기를 포함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 컴퓨터시스템 :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은 서버, RMT, 통신망으로 구성

되어 있다.

◦ GUI(Graphical User Interface) :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 : 방사선감시시스템을 의미하며 감시기

시스템과 컴퓨터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 RMT(Remote Monitoring Terminal) : 서버와 통신하는 원격 감시용 컴퓨터

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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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2.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사양서

하나로RMS-SW-SDS

Revision 00

하나로 FTL/RX RMS 통합시스템 구축

담당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연구원)

검토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연구원)

   승인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서 용 석 (팀장)

발행일:  20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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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목적

본 문서는 하나로 FTL/RX RMS 통합시스템 구축 과제에 포함된 방사선감

시스템(RMS, Radiation Monitoring System)의 컴퓨터시스템에 개발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 설계들을 기술한다.



- 132 -

8. 범위

본 문서는 하나로 FTL/RX RMS 통합시스템 구축 과제에 활용한다.

본 문서는 하나로 RMS의 컴퓨터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계를 포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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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설계 개요

하나로 RMS 컴퓨터 시스템의 여러 요구사항(참고문서 3.2.1/3.2.2)을 효

율적으로 만족하기 위해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도구인 Adroit 6.0 (참고문서 3.3.1) 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가. 개발 환경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 Microsoft Windows NT 2000 SP 4

- Adroit 6.0 

- Microsoft Visual C++ 6.0 SP 5 

- Microsoft Visual Basic 6.0 SP 5 

- Moxa IPSerial Library

나. 시스템 처리 과정

설계된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

- 감시기 값 및 평균값 계산, 평균값 이력 처리

- 경보 처리 및 경보 인지 처리, 경보 리스트 및 경보 이력 처리

- 기타 제어 처리 (설정치 변경, Pump On/Off 등)

그림 4.1는 마지막 기타 제어처리를 제외한 처리 흐름을 개략적으로 나

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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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하나로 RMS 처리 개요 (RE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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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시기 값 및 평균값 계산, 평균값 이력 처리

현장의 방사선 감시기의 측정값은 Serial/TCP 통신을 통해 컴퓨터 시스

템으로 전달된다. 컴퓨터 시스템은 이 값을 Adroit UI 를 통해 사용자에

게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보여진다.

- 현재값

- 분 평균값

- 시 평균값

- 일 평균값

현재값은 감시기로부터 전달된 값을 그대로 사용하며, 분 평균값은 현재

값을 Bad Data 를 제외하고 평균을 한 결과를 사용하며, 시 평균값은 분

평균 값을 사용하여 1시간마다 평균을 낸 값다. 그리고, 일 평균값은 시 

평균값을 24시간마다 평균하여 계산한 값을 보여준다.

각각의 값은 Adroit의 Log Agent 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이 

값들은 트랜드를 보거나, 데이터를 백업 또는 검색할 때 사용된다.

라. 경보 처리 및 경보 인지 처리, 경보 리스트 및 경보 이력 처리

감시기는 컴퓨터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9Byte의 감시기 상태정보를 제공

한다. 이 상태 정보에는 감시기의 경보 상태, 경보 인지 상태, 제어 상태

(Pump On/Off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이 상태정보를 

해석하여 경보 상태, 경보 인지 상태, 제어 상태 등을 처리한다. 

경보 인지 처리는 High/Warning Acknowledge와 같이 감시기 자체적으

로 제공하는 경보인지는 감시기에 있는 인지 상태를 그대로 사용하며, 

Communication Fail과 같이 감시기에서 제공하지 않는 Acknowledge 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인지 상태를 처리한다. 즉 High 상태에서 운전원이 

Acknowledge 버튼을 눌 을 경우는 감시기에 직접 Acknowledge 신호

가 전달되며, Communication Fail 상태는 컴퓨터 시스템 자체적으로 

Acknowledge 를 처리한다.

각각의 경보상태는 경보 시간과 경보 발생/제거 상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게 된다. 사용자는 경보관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 데이터베이

스의 정보를 열람하고 저장하거나, 백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기적으

로 저장되는 경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마. 기타 제어 처리

컴퓨터 시스템은 감시기에 직접적으로 제어명령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제어를 할수 있다. 단, 감시기 특성에 따라 제어 명령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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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치 변경

- Pump On/Off

- CheckSource On/Off

- Pump Aut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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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버 설계

가. Adroit 서버 설계

   하나로 RMS 의 서버는 2중화 구조로 총 두 대의 컴퓨터시스템에 설치

될 것이며, Adroit Server에 하나로 RMS를 설계하여 서버의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대의 서버는 동일한 설계형태를 갖으며 동일

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본 문서에서는 한 대의 서버 설계에 대해서만 설

명한다.

(1) Agent / Custom Agent 구성

   Custom Agent는 감시기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UDR, LCU_Common, 

LCU_Value, Mean Agent Type 네 가지를 설계하며, Agent의 Slot은 감

시기의 기본정보를 할당하고 Status Bit는 알람 및 이벤트 정보를 할당

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Adoit 의 기본 Agent Type을 적극 활용하여 그 외의 정보들

을 할당한다.

(가) UDR Agent Type

가) Slot

표 5.1.1 UDR Agent Type - Slot

Name Type Description

 ID String  계측기 ID

 ST_72 String  Status 72bit 정보

 ST_D1_80~ST_D9_01 Boolean  각각의 Status 정보 분할

 C_Value(Current value) Real  현재 값

 Alarm_Color integer  경보표시 색

 Ack_Request Boolean  경보인지 요청

 Alarm_Ack Boolean  경보인지 명령

 SP_00 ~ SP_15 Real  Setpoint 값

 SP_00_Name ~ SP_15_Name String  Setpoint ID

 Ch_Name String  채널 ID

 Ch_Unit String  채널 값 단위

 Local_Ack_Request Boolean  계측기 경보인지 요청

 Event_Ack_Request Boolean  이벤트 인지 요청

 CS_Status Boolean  Check Source 상태

 CS_On Boolean  Check Source On 명령

 CS_Off Boolean  Check Source Off 명령

    나) Status Bit



- 139 -

표 5.1.2 UDR Agent Type - Status Bit

Name Type Description

 High boolean  고 경보

 Warning boolean  경고

 Range boolean  고 범위 초과

 Fail boolean  고장

다) 구성

표 5.1.3 UDR Agent 구성

Agent Type Agent List Description

UDR
RE002 ~ RE018 

RE020, RE021, RE041, RE045. RE046 
 UDR type 감시기 

(나)  LCU_Common Agent Type

가) S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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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LCU_Common Agent Type - Slot

Name Type Description

 ID String  계측기 ID

 ST_72 String  Status 72bit 정보

 ST_D1_80~ST_D9_01 Boolean  각각의 Status 정보 분할

 Test (Normal/Test) Boolean  Normal/Test 상태정보

 Local (Local/Remote) Boolean  Local/Remote 상태정보

 NR (Normal/Extend) Boolean  Normal/Extend 상태정보

 Fault_NR (Flow Fault NR) Boolean  Flow Fault NR 상태정보

 Fault_ER (Flow Fault ER) Boolean  Flow Fault ER 상태정보

 Filter_A Boolean  필터 A 상태정보

 Filter_B Boolean  필터 B 상태정보

 Pump (On/Off) Boolean  펌프 On/Off 상태정보

 Purge (On/Off) Boolean  퍼지 On/Off 상태정보

 Alarm_Ack Boolean  경보인지 명령

 Pump_on_set Boolean  펌프 On 명령

 Purge_on_set Boolean  퍼지 On 명령

 Pump_off_set Boolean  펌프 Off 명령

 Purge_off_set Boolean  퍼지 Off 명령

 Total_Alarm_Color integer  채널 통합 경보표시 색

 Total_Ack_Request Boolean  채널 통합 경보인지 요청

 Event_Ack_Request Boolean  이벤트 인지 요청

    나) Status Bit

표 5.1.5 LCU_Common Agent Type - Status Bit

Name Type Description

 Pump_off boolean  펌프 off Event

 Flow_Fault boolean  Flow_Fault Event

다) 구성

표 5.1.6 LCU_Common Agent 구성

Agent Type Agent List Description

LCU_Common
RE019, RE022, RE023, RE024,

RE042, RE043, RE047
LCU Type 감시기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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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CU_Value Agent Type

가) Slot

표 5.1.7 LCU_Value Agent Type - Slot

Name Type Description

 Ch_Name String  채널 ID

 Ch_Unit String  채널 값 단위

 C_Value(Current value) Real  현재 값

 Alarm_Color integer  경보표시 색

 Ack_Request Boolean  경보인지 요청

 Local_Ack_Request Boolean  계측기 경보인지 요청

 Event_Ack_Request Boolean  이벤트 인지 요청

 SP_00 ~ SP_15 Real  Setpoint 값

 SP_00_Name ~ SP_15_Name String  Setpoint ID

 CS_Status Boolean  Check Source 상태

 CS_On Boolean  Check Source On 명령

 CS_Off Boolean  Check Source Off 명령

    나) Status Bit

표 5.1.8 LCU_Value Agent Type - Status Bit

Name Type Description

 High boolean  고 경보

 Warning boolean  경고

 Range boolean  고 범위 초과

 Fail boolean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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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성

표 5.1.9 LCU_Value Agent 구성

Agent Type Agent List Description

LCU_Value

RE019_CH0 ~ RE019_CH10,

RE022_CH0 ~ RE022_CH10,

RE023_CH0 ~ RE023_CH10,

RE024_CH0 ~ RE024_CH10,

RE042_CH0 ~ RE042_CH10,

RE043_CH0 ~ RE043_CH10,

RE047_CH0 ~ RE047_CH10,

LCU Type 감시기의 각 

채널정보

(라)  Mean Agent Type

가) Slot

표 5.1.10 Mean Agent Type - Slot

Name Type Description

 Min Real  각 감시기의 분 평균값

 Hour Real  각 감시기의 시 평균값

 Day Real  각 감시기의 일 평균값

나) 구성

표 5.1.11 Mean Agent 구성

Agent Type Agent List Description

Mean

MEAN_RE002 ~ MEAN_RE018, MEAN_RE020, 

MEAN_RE021,

MEAN_RE019_CH0 ~ MEAN_RE019_CH10,

MEAN_RE022_CH0 ~ MEAN_RE022_CH10,

MEAN_RE023_CH0 ~ MEAN_RE023_CH10,

MEAN_RE024_CH0 ~ MEAN_RE024_CH10,

MEAN_RE042_CH0 ~ MEAN_RE042_CH10,

MEAN_RE043_CH0 ~ MEAN_RE043_CH10,

MEAN_RE047_CH0 ~ MEAN_RE047_CH10

각 감시기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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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tring Agent Type

가) Ack_PID : Ack를 위한 계측기구분.

(바) Expression Agent Type

가) 감시기ID_High_set : Status정보로 부터 고경보 정보 축출

나) 감시기ID_Warn_set : Status정보로 부터 경고 정보 축출

다) 감시기ID_Color : Status정보로부터 화면에 나타낼 색을 결정

라) 감시기ID_NOSCAN_CHECK : 각 감시기의 통신상태 정보 축출

        마) 감시기ID_Event_Ack_Request : 각 감시기의 이벤트인지 상태

                    정보 축출

바) 감시기ID_Local_Ack_Request : 각 감시기의 알람인지 상태정보 

                    축출

사) 감시기ID_Ack_Request : 각 감시기의 통합 인지 상태정보 축출

아) Ten_Second : 평균데이터 처리를 위한 타이머.

(사) Script Agent Type

가) 감시기ID_ST_SET : Scan Agent의 string status 값을 custom 

                    Agent의 비트별 상태정보 slot에 분류하기 위한 프로그램

나) UDR_ACK : UDR Type 감시기의 인지 명령을 위한 프로그램

다) LCU_ACK : LCU Type 감시기의 인지 명령을 위한 프로그램

(아) Alarm Agent Type

가) Alarm_감시기ID : 각 감시기의 Alarm 및 Event 정보

나) Alarm_감시기ID_Ch : LCU Type의 감시기의 경우 각 채널의 

                    Alarm 정보

(자) Alarm list Agent Type

가) LCU Alarm_list_감시기ID : LCU Type의 감시기의 경우 Alarm 

                    정보 통합

나) Alarmlist_All : 모든 감시기의 정보 통합

(차) Device Agent Type

가) 각 감시기ID&DRV : 각 감시기의 드라이버 설정을 위한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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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TUS 정보 분석 및 저장

    Adroit 서버는 각 감시기의 Status 정보를 10초 주기로 취득하며 

Status정보를 72bit의 문자열로 전송받아 Custom Agent의 ST_72 Slot에 

저장한다. 문자열 “ST_72” Slot을 Script Agent를 이용하여 72개의 1Bit 

Slot “ST_D1_80 ~ ST_D9_01”에 분할하여 저장한다. 분할된 각각의 Slot

은 고유의 Status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Alarm 및 Event 정보를 포함

한다.

(가) UDR Type  감시기의 Status

UDR Type 감시기의 Status 정보를 보면 아래의 표 x.x 와 같은 각 

Bit마다의 Status 정보를 갖는다. 표의 숫자는 8bit 정보의 16진수 값을 

의미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록 A에서 기술한다.

표 5.1.12 UDR Type 감시기의 Status 정보(예시)

status 9 byte
msg

D1 D2 D3 D4 D5 D6 D7 D8 D9

01 High Non Ack

02 High Ack

01 Warn Non Ack

02 Warn Ack

40 Check Source

04 Over Range

10 Fail

40 Under Range

(나) LCU Type  감시기의 Status

LCU Type 감시기는 UDR Type 감시기에 비해 매우 복잡한 형태의 

Status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각 감시기의 Status 정보는 비슷하지만 

감시기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다른 형태의 정보를 포함한다. RE022 감

시기의 예를 보면 표 x.x 와 같다. 표의 숫자는 8bit 정보의 16진수 값을 

의미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록 A에서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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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3 LCU Type 감시기의 Status 정보 ( RE022 예시 )

status 9 byte
msg

D1 D2 D3 D4 D5 D6 D7 D8 D9

01 Local

02 Test

04 Calibrate

10 Normal

01 Purge On

04 Flow Fault

80 Pump Off

10 Pump On

01 Ack Required (P)

02 Check Source (P)

04 Overrange (P)

20 Fail (P)

40 Warn (P)

80 High (P)

01 Ack Required (I)

02 Check Source (I)

04 Overrange (I)

20 Fail (I)

40 Warn (I)

80 High (I)

01 Ack Required (G)

02 Check Source (G)

04 Overrange (G)

20 Fail (G)

40 Warn (G)

80 High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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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보 및 상태정보

하나로 RMS의 감시기 시스템에서 경보 및 상태 이벤트가 발생하면 

Adroit Server에 설계된 UDR, LCU_Common, LCU_Value Agent Type

의 객체인 각각의 Agent의 Slot를 활성화하고 각각의 경보 및 상태정보

를 저장하며 사용자에게 중요도에 따라 Overview 화면상에 색깔구분 

및 깜빡임 그리고 사운드를 통하여 알릴 수 있도록 하며, 경보리스트를 

통하여 사용자가 경보 및 상태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가) Overview 화면상의 경보 및 상태정보

경보 및 상태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Overview 상에 색의 구분에 의하여 경보의 중요도를 구분하고 깜박임

과 사운드를 통하여 경보인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도록 한다. 또한 상

태정보에 대해서는 Overview화면 상의 Status창에 상태를 표시하도록 

한다. 아래의 표 x.x 는 경보 및 상태 이벤트의 구분을 나타낸다. 표에 

나타낸 상태정보 이외에 Normal/Extended Range 상태정보 및 Filter 

A/B에 대한 상태정보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Overview 화면상의 

Status창에 표시하도록 한다.

표 5.1.14 Overview상의 경보 및 상태

상태 색깔 깜박임/소리 구분

입력부재(Noscan)
Blue 

(값은 Gray)
1(On)

모든 

감시기 

해당

입력부재 (Noscan, 인지상태)
Blue 

(값은 Gray)
0(Off)

고범위초과 (Overrange) Red 1(On)

고범위초과 (Overrange, 인지상태) Red 0(Off)

고경보 (High) Red 1(On)

고경보 (High, 인지상태) Red 0(Off)

경고 (Warning) Amber 1(On)

경고 (Warning, 인지상태) Amber 0(Off)

고장(Fail) Yellow 1(On)

고장 (Fail, 인지상태) Yellow 0(Off)

펌프정지 (Pump Off) Black 1(On)

LCU 만

해당

펌프정지 (Pump Off, 인지상태) Black 0(Off)

정상 (normal), 

저범위초과(under range)
Green 적용안함

flow fault, 

로칼(not remote), 

교정(calibration), 

시험(test)

White 적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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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보리스트 상의 경보 및 상태 이벤트

하나로 RMS의 경보 및 상태 이벤트는 Adroit 서버의 Alarm Agent

에 의해 처리하도록 한다. 각 감시기로부터 취득한 Status 정보의 경보 

및 상태 이벤트에 따라  Alarm Agent의 각 Slot을 활성화 하도록 한다. 

Alarm Agent의 구성은 아래 표 x.x 와 같다. 그 외의 중요한 상태정보 

중 Noscan이 있는데 Noscan이 활성화 되면 모든 정보가 Bad 값이 되

어 Overview화면에서만 Noscan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1.15 경보리스트에 표시될 항목

Alarm or Event 구분 Description

 High Alarm  고 경보

 Warning Alarm  경고

 Range Alarm  고 범위 초과

 Fail Alarm  고장

 Pump_off Event  펌프 off Event

 Flow_Fault Event  Flow_Fault Event

(4) 감시기 제어

감시기 제어명령의 종류로는 표 x.x 가 있으며 제어명령에 따른 결

과는 즉시 Overview 화면상의 Control창에 상태정보를 나타나도록 한

다. 인지버튼의 결과는 깜빡임 및 소리의 Off로 결과를 나타내며, 

Setpoint 설정 및 변경은 사용자의 값 변경즉시 변경된 값을 표시하도록 

한다.

표 5.1.16 감시기 제어

제어 명령 Description 구분

 Acknowledge 감시기별 경보 및 상태정보 인지 명령
모든 감시기

해당
 Setpoint 설정 및 변경 각 채널별 설정치 변경 및 설정

 Check Source On/Off 각 채널별 Check Source On/Off 제어

 Pump On/Off 감시기별 Pump On/Off 제어  LCU만

해당 Purge On/Off 감시기별 Purge On/Off 제어

(5) 이력데이터 저장 및 백업

운 상 필요한 이력데이터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이력데이터 저

장 및 백업에 관한 세부설계는 5.3.1절에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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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시기별 분간 데이터 평균값

나) 감시기별 시간 데이터 평균값

다) 감시기별 일일 데이터 평균값

라) 경보상태

마) 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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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버 인터페이스

(1) 감시기 인터페이스(Adroit Driver)

(가) 개요

감시기와의 인터페이스는 감시기와 연결된 MOXA RS-422/485 Serial 

Device Servers(그림 5.2.1.1, http://www.moxa.com/product/nport_5230.

htm)와 MOXA에서 제공되는 IPSerial Library와 VC++, Adroit에서 제공

한 드라이버 샘플소스를 기반으로 작성하며, 5.2.1.4.5 와 같은 프로토콜 

명세서를 만족하도록 한다.

그림 5.2.1.1 Moxa TCP Server

 

(나) MOXA RS-422/485 Serial Device Servers  설정

 

MOXA 2-port RS-422/485 Serial Device Servers의 설정은 감시기와의 

시리얼 인터페이스를 위해 그림 5.2.1.1/5.2.1.2와 같이 구성한다. 

(다) 고장허용

다음의 컴포넌트 고장에 대해 서버의 재수행 없이 복원되도록 구현한다.

- 서버의 네트웍 단절 후 복원되는 경우

- MOXA TCP Server 가 고장, 전원상실 등에 대해 복원되는 경우

그림 5.2.1.2 Moxa 시리얼 통신 설정

그림 5.2.1.3 Moxa TCP 통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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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기가 고장, 전원상실 후 복원되는 경우

- 초기 서버 기동시 MOXA TCP Server 고장으로 인한 초기화 실패 후 

복원되는 경우

다음의 통신오류에 대해 오류를 검출하고 복원되도록 구현한다.

- LPC 오류(잘못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요구되는 데이터의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

- 감시기 요청에 대한 NACK 응답

또한 한 개의 감시기 또는 Moxa TCP Server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

른 감시기와의 통신에 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라) 소프트웨어 구성 및 알고리즘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는 ADROIT 드라이버 인터페이스 규칙에 따라 

VC++로 작성한다. 소프트웨어 구현에 필요한 상세 내용은 참고문서 

3.3.2/3.3.3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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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XA IPSerial Library

MOXA IPSerial Library 는 MOXA 제품에 포함된 TCP 통신 라이브러리

로, Adoit 통신 드라이버를 통해 MOXA TCP Server와 통신을 하기 위

해 다음의 함수들을 사용한다. 이 함수들에 대한 정보는 참고문헌 3.3.4

에 제공된다.

- nsio_init : 통신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메모리 및 내부쓰레드 등을 초

기화 시키는 함수

- nsio_end : 통신 완료후 메모리 해제 및 내부쓰레드를 종료하는 함수

- nsio_checkalive : MOXA TCP Server가 가용한지 검사하는 함수

- nsio_open : MOXA 와 연결하는 함수

- nsio_close : MOXA와의 연결을 종료하는 함수

- nsio_ioctl : MOXA TCP Server와 감시간의 통신을 설정하는 함수

- nsio_flowctl : MOXA TCP Server와 감시간의 통신을 설정하는 함수

- nsio_read : MOXA TCP Server를 통해 감시기로부터 데이터를 읽는 

함수

- nsio_SetReadTimeouts : MOXA TCP Server와 감시기간의 통신에서 읽

기 Time out을 설정하는 함수

- nsio_write : MOXA TCP Server를 통해 감시기로부터 데이터를 쓰는 

함수

- nsio_SetWriteTimeouts : MOXA TCP Server와 감시기간의 통신에서 

쓰기 Time out을 설정하는 함수

단, 구현시 이러한 함수를 사용할 때 고장허용을 위해 다음사항에 유의

하여야 한다.

① 최초에 네트웍이 단절된 상태에서 nsio_open/nsio_checkalive 를 호출

한다음, 네트웍이 정상적으로 복원되더라도 nsio_open/nsio_checkalive는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않는다. 이때에는 nsio_end()와 nsio_init()를 호출한 

다음 사용하여야 한다. 

② nsio_open 이 최초에 성공하 으면, 중간에 네트웍이 단절되었다고 

복원될 경우나 Moxa Server가 비정상적 상태에서 복원되는 경우에도 그 

연결이 IPSerial Library에 의해 내부적으로 자동 복원된다. 따라서 강제

로 close/open 을 재수행할 필요가 없다.

③ nsio_open 이 성공한 상태에서, 네트웍이 단절되고, 그다음 nsio_close

를 수행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실제 사용시 Adroit Agent Server가 종료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nsio_close는 호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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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 설정 UI

ADROIT 드라이버는 그림 5.2.1.4과 같이 설정 UI 를 제공한다.

그림 5.2.1.4 드라이버 설정 UI

3) 주요 통신 알고리즘

하나로 RMS 감시기와 통신하는 수단은 MOXA를 통해 이루어진다. 통신

을 위해서는 크게 통신 초기화, 통신 상태 검사, 통신 쓰기/읽기(Rx/Tx)

로 이루어진다. 

Adroit의 드라이버는 이러한 기능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함수들로 구성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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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구성

가) 초기화 함수

초기화 함수는 MOXA TCP Server 와의 연결을 담당한다. 이 함수는 

Adroit Agent 서버가 최초 가동 시 또는 연결이 끊어진 다음 복원 시에 

수행되며, 이 과정은  그림 5.2.1.5와 같다. 

주요 구성 함수는 5.2.1.4.1의 Moxa의 IPSerial Library로 구성된다. 

 

그림 5.2.1.5 초기화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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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ad 함수

Adroit의 Scan Agent의 요청에 의해 각 감시기로부터 값을 읽어오는 

Read 함수가 수행된다. 이 함수는 최초에 Moxa TCP Server와의 통신 

상태를 CheckPort 함수를 통해 점검한 다음, TxData 함수를 통해 값을 

요청하고, RxData 함수를 통해 값을 읽어온다. 

그림 5.2.1.6 읽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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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rite 함수

Write 함수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Acknowledge 신호나 설정치 변경 

요청 등을  감시기로 출력할 때 수행된다. 이 함수는 최초에 Moxa TCP 

Server와의 통신 상태를 CheckPort 함수를 통해 점검한 다음, TxData 함

수를 통해 요청데이터를 전송하고, RxData 함수를 통해 그 요청의 성공

여부(ACK/NACK)를 읽어온다. 

그림 5.2.1.7 쓰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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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CheckPort 함수

CheckPort 함수는 감시기와 통신(읽기/쓰기)하기 전에 MOXA TCP 

Server와 통신을 하여 통신상태가 정상적인지를 점검한다. 주요 함수로 

nsio_checkalive() 를 사용한다.

그림 5.2.1.8 포트 검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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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RxData 함수

RxData 함수는 감시기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함수로, 감시기와의 통신 

규약에 따라 오류를 판단하고 처리한다.

바) Rx 처리과정 흐름도

그림 5.2.1.9 Rx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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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TxData 함수

TXData는 Scan Agent의 요청종류에 따라 만들어진 명령을 감시기에게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림 5.2.1.10 Tx 처리과정

5) Scan Address 구성

하나로 RMS 감시기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는 ADOIRT의 SCAN Agent에

서 사용될수 있도록 표 XX와 같은 Address를 통해 값을 읽고 쓰도록 한

다.

표 5.2.1.1 Hanaro RMS 감시기를 위한 Scan Address

Address 내용 Type Read/Write 비고

V0 ~ V10
Value(뒤의 

숫자는 채널)
Float Read Only

Invaild 값일 경우

 -1을 출력

SS 
Status 

String(상태비트)

String

(72Bytes)
Read Only

ex)'001000101000..

..'

A0 ~ A10
Acknowledge(뒤

의 숫자는 채널)
Boolean Write Only

1을 입력하면 

인지신호를 전달하고 

0으로 복귀

PO / PX 펌프 On/Off Boolean Write Only

1을 입력하면 펌프를 

ON 또는 OFF하고 

0으로 복귀

CO / CX
CheckSource  

On/Off
Boolean Write Only

1을 입력하면 

체크소스를 ON 또는 

OFF하고 0으로 복귀

SP_[CH]_[ID]

SetPoint 

(CH:채널번호, 

ID:설정치 번호) 

Float Read/Write
address 예) 

SP_0_00

6) Victoreen 프로토콜

드라이버로 구현하는 프로토콜 명세는 표 XX 와 같다. 이 알고리즘은 드

라이버의 ReadTelegram, 또는 WriteTelegram 함수에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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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1.2 Hanaro RMS 감시기(Victoreen) 프로토콜

종류 FORMAT 설명

현재 값

요
청
02 02 83 <CID> <CMD> 41 <LPC>

<CID> 계측기 식별자, 

<CMD> 값 식별자

응
답 02 02 84 <D1>...  <D4> <LPC>

<D1>~<D4> 빅토린 실수 바이트

D4의 하위3비트는 퀄리티 비트

(000:Valid, 그 외에:Invalid)

상태정보

요
청
02 02 83 <CID> 10 40 <LPC> <CID> 계측기 식별자, 

응
답
02 02 89 <D1> ....  <D9> <LPC>

<D1>~<D9> 상태정보를 나타내는 

바이트/ 상태정보의 상세 내용은 

부록 XX 참조

Setpoint 값

요
청
02 02 83 <CID> <CMD> <SBC> <LPC>

<CID> 계측기 식별자, 

<CMD> 값 식별자

<SBC> 설정치 종류 (0~15)

응
답 02 02 84 <D1> ....<D4> <LPC> <D1>~<D4> 빅토린 실수 바이트

Setpoint 값

변경

요
청

02 02 87 <CID> <CMD> <SBC> <D1> ....<D4> 

<LPC>

<CID> 계측기 식별자, 

<CMD> 값 식별자

<SBC> 설정치 종류 (0~15) + 10h

<D1> ,,, <D4> 입력 설정치 값

응
답 02 02 81 06 <LPC> 요청 성공시

Acknow

ledge

요
청 02 02 83 <CID> <CMD> 43 <LPC> <CID> 계측기 식별자

응
답 02 02 81 06 <LPC> 요청 성공시

Pump On

요
청 02 02 83 <CID> 10 20 <LPC> <CID> 계측기 식별자

응
답 02 02 81 06 <LPC> 요청 성공시

Pump OFF

요
청 02 02 83 <CID> 10 30 <LPC> <CID> 계측기 식별자

응
답 02 02 81 06 <LPC> 요청 성공시

CheckSource

On

요
청 02 02 83 <CID> <CMD> 22 <LPC> <CID> 계측기 식별자

응
답 02 02 81 06 <LPC> 요청 성공시

CheckSourc

e

 OFF

요
청 02 02 83 <CID> <CMD> 32 <LPC> <CID> 계측기 식별자

응
답 02 02 81 06 <LPC> 요청 성공시

NACK

요
청 모든 요청

응
답
02 02 82 15 XX <LPC> 어떠한 요청이던 실패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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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구현시에 LPC는 LPC를 제외한 모든 프로토콜의 Bytes를 XOR 

한 결과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값이 Invalid 일 경우 Adroit 드라이버의 

출력값이 -1이 되도록 한다.

7) Victoreen 실수 변환 알고리즘

가) Victoreen Byte에서 실수로 변환하는 방법

빅토린 RMS 감시기에서 실수는 4Byte로 구성되며 상위비트에서 부터 부

호 1bit, 지수 7bit, 가수 24bit 로 표현된다.

표현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 부호부가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이다.

② 가수부는 LCU로부터 현재 값을 받는 경우 하위 3bit는 신호품질을 

나타낸다.

③ 지수부와 가수를 실수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은 지수부를 E라 하고, 

가수부를 4바이트 단위로 B[0]~B[5] 이라 하 을 때,

  Er = E - 100 0001 이라 놓으면 

  이 값에 대한 부호를 제외한 실수 값은 다음과 같다.

  Real value=∑
5

i=0
M[i]*16

(Er- i)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4byte value 값은

예1) 0100 0001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41 10 00 00)

부호는 양수, E = 100 0001, 따라서 Er = 0,

M[0] = 1, M[1]~M[5] = 0

인 경우 실수값은 M[0] * 16^0 이므로 1이 된다.

예2) 1100 0000 0001 1001 1001 1001 1001 1010  (40 19 99 9A)

부호는 음수, E = 100 0000, Er = -1

종류 FORMAT 설명

XX :
20 Parity error on received message
21 LPC character not correct
22 Data overrun
23 Framing error
31 Bad message length
32 Invalid Data
35 invalid SBC
37 Invalid CMD
38 Not in remote
36 Not allowed on class 1E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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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 1, M[1] = 9, M[2] = 9, M[3] = 9, M[4] = 9, M[5] = A

따라서 실수값은 1*16^(-1) + 9*16^(-2) + 9*16^(-3) + 9*16^(-4) + 

9*16^(-5) + 10 *16(-6) = 0.1000

나) 실수에서 Victoreen Byte로 변환하는 방법

설정치를 감시기로 보낼 때 사용될 실수값을 바이트로 역변환 하는 방법

은 5.2.1.4.4.1의

Real value=∑
5

i=0
M[i]*16

(Er- i)

 에서

실수값을 R로 했을때,

16^n <= R < 16^(n+1) 일 때의 n 값이 Er 이 된다.

예1) 16일 경우 n=1, 1 일 경우 n=0,  

    32일 경우 n=1, 257일 경우 n=2 

여기서 log를 취하면

n log16≤logR< (n+1) log16

n≤
logR
log16

≤n+1

따라서 Er =(int) logR/log16 이 된다. [ (int)는 해당값보다 작은 정수값

을 의미 ]

따라서 E = Er + 100 0001(2진수) 이고, 

|R|>0 인 경우,

(N=0~5)

M[0] = int( R / 16^(Er) ) 이고,

M[N] = 
int(

R-( ∑
N-1

i=0
M[i]*16

(Er-i)
)

16
(Er-N) )

이 된다.  

예2) R = 0.1

1*16^-1 <= R < 1*16^0 이므로 n=-1, 

(또는 int(log 0.1 / log 16) = (int)-0.83 = -1)

따라서 Er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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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0] = (int) 0.1 / (16^-1) = (int)1.6  = 1

M[1] = (int) ((0.1 - 1*16^-1)/16^-2 )  =  (int)((0.1- 0.0625) / 16^-2 = 

= (int) (0.0375)*256 = (int)9.6 = 9

M[2] = (int) ((0.1 - [1*16^-1 ] - [9*16^-2])/16^-3)) = 

= (int) 0.00234375 / 16^-3 = (int)9.6 = 9

M[3] = 계산생략 = (int)9.6 = 9

M[4] = 계산생략 = (int)9.6 = 9

M[5] = 계산생략 = (int)9.6 = 9 , 마지막은 이론치와 같지 않을 경우 이

론치보다 큰 값이 되도록 함. 따라서 40 19 99 9A 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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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빔 셔터 개폐 표시기 인터페이스(Adroit Driver)

(가) 개요

빔 셔터 개폐 표시기와의 연계는 5.2.1절의 감시기 인터페이스와 마찬가

지로 ADROIT 통신 드라이버로 구현한다. 기본적으로 빔 셔터 개폐 표

시기와 TCP/IP 통신을 통해 신호를 전달받는다. 

그림 5.2.2.1 빔 셔터 개폐 표시기

(나) 고장허용

다음의 컴포넌트 고장에 대해 서버의 재수행 없이 복원되도록 구현한다.

- 서버의 네트웍 단절 후 복원되는 경우

- 빔 셔터 개폐 표시기가 고장, 전원상실 후 복원되는 경우

다음의 통신오류에 대해 오류를 검출하고 복원되도록 구현한다.

- 잘못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경우

- 요구되는 데이터의 응답이 지연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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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프트웨어 구성 및 알고리즘

1) 통신 라이브러리

TCP/IP 통신을 위해 VC++에서 제공하는 CSocket Class 를 사용한다. 

자세한 구현방법은 참고문헌 3.3.3을 참고한다. 

2) 통신 설정 UI

통신 설정 UI는 기본적으로 빔 셔터 개폐 표시기의 IP Address 와 Port 

번호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3) 주요 통신 알고리즘

빔 셔터 개폐 표시기와의 통신은 Port가 1개만 제공되기 때문에 다음과 

통신을 수행할 때 마다 Connect-Request-Response-Close 의 형태로 통신

을 수행한다. 따라서, 연결/종료에 따른 오버헤드가 있긴 하지만 별도의 

초기화 과정이 필요 없다.

또한 프로토콜 양식이 빔 셔터 개폐 표시기의 상태만을 읽어오는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통신 방식은 간단하며, Read, RxData, TxData 함수로 

구성된다.



- 165 -

4) Read 함수

Adroit의 Scan Agent의 요청에 의해 빔 셔터 개폐 표시기로부터 값을 

읽어오는 Read 함수가 수행된다. 

그림 5.2.2.2 읽기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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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xData

TxData 함수는 빔 셔터 개폐 표시기에게 TCP/IP로 신호를 전달하는 역

할을 한다.

그림 5.2.2.3 Tx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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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RxData

RxData 함수는 빔 셔터 개폐 표시기와 직접적으로 통신하는 함수로, 통

신규약에 따라 오류를 판단하고 처리한다.

그림 5.2.2.4 Rx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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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can Address 구성과 Beamport 프로토콜

1) Scan Address 구성

하나로 Beamport 인터페이스 드라이버는 Adroit의 Scan Agent에서 사용 

될 수 있도록 표 5.2.2.1과 같은 Address를 통해 값을 읽고 쓰도록 한다.

표 5.2.2.1 빔 셔터 개폐 표시기 Scan Address

Address 내용 Type Read/Write 비고

BS 빔 셔터 개폐 상태
String

(16Bytes)
Read Only ex)'01000100.....' 

2) Beamport 프로토콜

드라이버로 구현하는 프로토콜 명세는 표 5.2.2.2와 같으며, 통신 포트 번

호는 2004번을 사용한다.

표 5.2.2.2 빔포트 프로토콜

종류 FORMAT 설명

빔 셔터 

개폐 상태

요
청

0x4C 0x47 0x49 0x53 0x2D 0x47 0x4C 0x4F

0x46 0x41 0x00 0x00 0x00 0x33 0x00 0x00 

0x20 0x00 0x00 0xF6

0x54 0x00 0x01 0x00 0x00 0x00 0x03 0x00

0x06 0x00 

0x25 0x4D 0x42 0x31 0x30 0x30

0x06 0x00

0x25 0x4D 0x42 0x31 0x30 0x31 

0x06 0x00

0x25 0x4D 0x42 0x31 0x30 0x32

LS GLOFA PLC의 특정 

주소의 값을 읽어오는 프

로토콜 명령

(NEO ENSYS사의 설계에 

따름)

응
답

<(32Bytes) HEADER And Other Data> <D1> 

<(2Bytes) Other> <D2> <(2Bytes) Other> 

<CHK>

<D1> <D2> 는 빔 셔터 

개폐상태로 D1은 개폐표

시기의 위쪽 8개를 각 비

트에 역으로 표시하며, 

D2는 아래쪽 2개를 각 비

트에 역으로 표시한다.

<CHK> = <D1> XOR 

<D2> 

그 외의 데이터는 무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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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방재 상황실 인터페이스

(가) 프로토콜(기존 RE002~024)

1) 상태 전달

0x02 0x02 <2Byte Instrument ID> 0x00 <9Byte Instrument Status> 

<LPC>

<2Byte Instrument ID> = 계측기 태그 번호 (ex: RE046은 46)

<9Byte Instrument Status> = 계측기에서 읽은 9Byte 상태 정보

2) 값 전달

0x02 0x02 <2Byte Instrument ID> <ValueChannel> <8Byte Real Value> 

<LPC>

<2Byte Instrument ID> = 계측기 태그 번호 (ex: RE046은 46)

<ValueChannel> = <계측기의 값의 채널 번호> OR 0X80

                   (ex: RE043의 2번 채널값은 0X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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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버 애플리케이션 

(1) 평균값 처리 및 주기적 백업 애플리케이션

(가) 개요

평균값 처리 및 주기적 백업 애플리케이션은 시스템 타이머를 이용하여 

각 감시기로 측정한 데이터의 분평균, 시평균, 일평균을 구하며, 매 월 1

일 00시 경 백업을 수행하는 기능으로 구성된다. 또한 백업은 효율적인 

파일 공간과 관리 및 빠른 이동을 위해 압축파일에 저장한다. 또한 그 

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나) 평균값 처리 기능

평균값 계산 방법은 Adroit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Adroit Active 

X Component, 참고문서 3.3.5)를 이용하여 각 감시기의 log data 를 읽

고, 그 데이터의 상태에서 통신상태에 따른 오류값(상태가 Bad data 등

인 경우의 값)과 프로토콜상에서 오류로 판단된 값(드라이버 설계에 따라 

Quality Bit가 000이 아닌 경우의 값은 -1임)을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하

여 Adroit의 평균값 Agent에 저장한다.

그림 5.3.1.1 평균값 및 백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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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1.2 평균값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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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보 및 운전정보 백업 기능

Adroit 서버는 High, Warning 같은 경보 로그와 Fail, Pump On/Off 같

은 운전정보를 0/1 의 형태로 LGD 파일에 시간과 함께 저장되고, 이것

을 매월 1일날 5.3.1.5절의 AlarmConfig.Csv 파일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고 그것을 CSV 파일에 저장한다.  

그림 5.3.1.3 경보 및 운전정보 백업 처리 과정



- 173 -

(라) 평균값 백업 기능

Adroit 서버에 저장된 각 감시기 수치에 대한 평균값을 모두 통합하여 

CSV파일에 저장한다. 

각 데이터는 날짜와 값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정확하

게 통합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기준으로 통합 처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평균값 통합 알고리즘

을 사용한다.

1) 평균값 통합 알고리즘

빠른 저장과 통합을 위해 표 5.3.1.1와 같이 메모리를 구성한다.

그림 5.3.1.4 평균값 백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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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1.1 평균값 통합 알고리즘 메모리 구성

DATE[0] DATA[0,0] DATA[1,0] ..... DATA[DataAmount , 0]

DATE[1] DATA[0,1] DATA[1,1] ...... DATA[DataAmount , 1]

DATE[2] DATA[0,2] DATA[1,2] ...... DATA[DataAmount , 2]

DATE[3] DATA[0,3] DATA[1,3] ...... DATA[DataAmount , 3]

 ....... ........ ....... ...... .....

DATE[N] DATA[0,N] DATA[1,N] DATA[ DataAmount, N ]

여기서 날짜 배열의 값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DATE[0] = 시작날짜

DATE[1] = 시작날짜 + 시간간격(분,시,일)

DATE[2] = 시작날짜 + 시간간격(분,시,일)*2

DATE[3] = 시작날짜 + 시간간격(분,시,일)*3

....

DATE[N] = 끝날짜

각각의 데이터 배열의 값은 검색된 각 데이터의 날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인덱스값을 결정하여 그 값을 입력한다.

Adroit의 날짜 표기 방법은 floating point의 표기방법을 변환하여 사용

하며,  1.0은 하루를 의미하고 0.5는 12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 시

간이 어느 지점의 배열에 저장할지를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검색된 데이터의 Index = (검색된 데이터의 날짜 - 검색시작날

짜)/시간간격 

     (단, 날짜는 모두 floating 형으로 연산)

 

ex) 시작날짜가 20.0 이고, 현재 데이터의 날자가 20.5 이고, 검색시간이 

1시간간격인 경우 현재 데이터의 인덱스는  (20.5 - 20.0) / (1/24) = 12 

가 된다.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해 모든 데이터가 배열에 저장되었다면, 그 배열을 

CSV로 순차적으로 그대로 저장함으로서 백업은 완료된다. 단, 검색 데이



- 175 -

터가 빈 역은 -1로 표기한다.

(마) 설정파일

관리자 또는 개발자가 평균값 처리 값의 종류 및 백업 수행 여부, 그리

고 백업 디렉토리 위치 등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설정 파일을 사

용한다. 이 파일은 평균값 검색 모듈 및 경보 검색 모듈에서도 사용된다.

- History.csv

- AlarmConfig.csv

(바) 백업 Format

매달 History.csv파일에 지정한 주기적 백업 디렉토리에 BACKUP_[년

도]_[월].ZIP의 형태로 압축파일이 생성된다. 

이 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파일이 포함된다.

- log$min_integrate$[검색 시작 년월일]_[검색 끝 년월일].csv

- log$hour_integrate$[검색 시작 년월일]_[검색 끝 년월일].csv

- log$day_integrate$[검색 시작 년월일]_[검색 끝 년월일].csv

표 5.3.1.2 History.csv 파일 구성

Adorit 
서버의 

컴퓨터이
름

(ex:Serv
er1)

Agent서
버 이름
(ex:RMS
_AS1)

Adorit 
서버의 

컴퓨터이름
(ex:Server2)

Agent서버 
이름

(ex:RMS_AS2)

사용자 
백업 

디렉토리
(C:₩Adroit
₩RMS₩R
MSHistory)

주기적 백업 
디렉토리

(c:₩Adroit
₩RMS₩RM
SHistoryPeri

odic)

주기적인 
백업 수행 

여부
(1이면 
수행)

계측기 
명칭

(ex:RE0
46)

값의 
명칭

(ex:GAM
MA)

현재값의 
Agent 명

(ex:RE046)

현재값의 Slot 
명

(ex:C_VALUE)

분평균값의 
Agent 명

(ex: 
Mean_RE0

46)

분평균값의 
slot 명(ex:

min)

시평균값의 
Agent 명 
(ex:Mean_
RE046)

분평균값
의 Slot 

명 
(ex:Hour)

일평균값
의 Agent 
명 (ex:

Mean_RE
046)

일평균
값의 
Slot 

명(ex:D
ay)

표 5.3.1.3 AlarmConfig.csv 파일 구성

Adorit 
서버의 

컴퓨터이
름

(ex:Serv
er1)

Agent서버 
이름

(ex:RMS_AS
1)

Adorit 
서버의 

컴퓨터이름
(ex:Server2)

Agent서버 
이름

(ex:RMS_AS2)

계측기 
명칭

(ex:RE0
46)

값의 명칭
(ex:GAMMA)

경보 Agent 
명

(ex:RE046)

경보 Slot 명
(ex:high)

경보시의 
값

(ex:1)

경보 
메시지

(ex:HIGH)

경보 해제 
메시지

(ex:HIGH 
Clear)

경보리스트 색
(ex:&H0000FF&)

경보/정
보 

선택값
(1:경보,
2:정보)

RE046 GAMMA RE046 warning 1 WARNING
WARNING 

Clear
&H00FFFF& 1

RE046 GAMMA RE046 fail 1 FAIL FAIL Clear &HFF00FF&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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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rm_[년월].csv

- Info_[년월].csv

이들의 저장 형태는 그림 5.3.1.5/5.3.1.6와 같다.

그림 5.3.1.5 평균값 저장 형태

그림 5.3.1.6 경보 저장 형태

(사) 백업 파일 압축

백업파일의 압축을 위해 Adroit 설치시에 제공되는 zipX ActiveX 

Control을 사용하여 압축을 수행한다.

라. 서버 이중화

시스템 이중화는 Adroit에서 제공되는 기능을 사용한다. 자세한 내용 및 

설정방법은 참고문서 3.3.1을 참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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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중화 설정

(가) 서버 1

- Computer Name : HANA-RMS-S1(임의)

- Agent Server Name : RMS-AS1

- Agent Server Type : Cluster Server

- Cluster Name : HANARO_RMS

- Client to server operation shadowing : Enable(?자체 ack 때문에 고민

해봐야 함)

- Server I/O options : Shadow scanned data from master to standby 

node

- Server master mode assignment : Automatic master mode 

assignment (15 Sec)

(나) 서버 2

- Computer Name : HANA-RMS-S2(임의)

- Agent Server Name : RMS-AS2

- Agent Server Type : Cluster Server

- Cluster Name : HANARO_RMS

- Client to server operation shadowing : Enable(?)

- Server I/O options : Shadow scanned data from master to standby 

node

- Server master mode assignment : Automatic master mode 

assignment (15 Sec)

(2) 이중화에 따른 시간 동기화

Server2 는 Server1에 대해 항상 시간동기화를 수행한다. 

(3) 이중화에 따른 데이터 베이스 복제 설정

Adroit의 SystemDatalog Agent 설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 Mode : Automatic

- Options : Catchup Last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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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 5.4.1 이중화에 따른 데이터 로그 설정

단, 필요시 관리자가 수동으로 Catchup All Holes 를 수행한다.

(5) 애플리케이션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항상 Master 에 접속하여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며,

서버 애플리케이션의 평균값 및 백업처리에서 주기적인 백업은 Master의 

정보에 대해 수행하며, 평균값 처리 루틴은 해당 컴퓨터가 master인 경

우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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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클라이언트 설계(RMT)

가. 기본 화면 구성

하나로 RMS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화면 구성은 기본적으로 전체감

시기의 상태정보 및 알람정보를 표현하고 개별감시기의 제어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한다.

(1) Overview 화면

  29개 감시기와 7개 빔포트의 위치 및 상태를 한 화면에 구성하여 감시기 

및 빔포트의 상태를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한다. Overview화면은 표 

6.1.1와 같은 정보를 표현한다.

표 6.1.1 Overview 화면정보

정보 형태 설    명

 화면 타이틀 현재화면 정보에 대한 Title로 “Overview"

 바탕화면
감시기의 위치 표현을 위하여 하나로 내부의 구조를 

이미지로 표현

 감시기 ID 29개 감시기의 ID 표현 예)“RE002", "RE019P"

 감시기 값 29개 감시기의 현재값 및 단위 예)“7.00e-002 mR/h"

 경보 및 상태표현 개별감시기의 상태를 색으로 표현, 5.1.3.1절 표 x.x

 빔포트 On/Off 정보 7개의 빔포트 On/Off 정보를 색으로 표현

나. 화면

(1) Alarm Overview 화면

 전체 감시기의 상태를 리스트 형태로 한 화면에 구성하여 감시기의 상태를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하며 알람리스트에 전체감시기의 상태 및 알람정  

 보를 자세히 표현하도록 한다. Alarm Overview화면은 표 6.1.2와 같은 정  

 보를 표현한다.

표 6.1.2 Alarm Overview 화면정보

정보 형태 설    명

 화면 타이틀 현재화면 정보에 대한 Title로 “Alarm Overview"

 감시기 ID 29개 감시기의 ID 표현 예)“RE002", "RE019P"

 감시기 값 29개 감시기의 현재값 및 단위 예)“7.00e-002 mR/h"

 경보 및 상태표현 개별감시기의 상태를 색으로 표현, 5.1.3.1절 표 x.x

 Alarm 정보
전체 감시기의 상태 및 알람 정보 표현, 5.1.3.2절 표 

x.x

(가) 전체 Alarm List

    Alarm Overview 화면에서 제공하는 전체 Alarm List에는 표 6.1.3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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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3 Alarm List 정보

정보 형태 설    명

 발생시간 Alarm 발생 시간

 감시기 감시기 ID

 Alarm 종류 발생한 Alarm의 종류

 Alarm 발생 시 현재값 Alarm 발생 시의 현재값

 현재 상태 현재의 Active 상태표현

 상세설명 Alarm 정보의 상세한 표현

(2) Detail Information 화면

   Detail Information화면에는 각 개별감시기 선택을 위한 감시기 ID로 구

분되는 네비게이션 버튼들을 배치한다. 선택된 감시기의 상태 및 알람

정보를 자세히 표현하며, 현재값 실시간 Trend를 보여주고, 제어를 위한 

버튼과 Setpoint 설정을 위한 버튼를 배치한다. 또한 선택한 감시기의 

알람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Ack버튼을 두도

록 한다. 

(가) 감시기 선택 메뉴버튼

    감시기 ID로 구분되는 메뉴버튼을 화면 상단에 배치하여 사용자가 선  

 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나) 감시기 상세정보

            선택한 감시기의 상세정보를 표 x.x와 같이 표현한다.

표 6.1.4 감시기 상세정보

정보 형태 설    명

 감시기 ID 선택한 감시기의 ID

 감시기 채널 ID
감시기의 측정값 종류로 구분된 채널별 ID 표현 , 

Setpoint 설정을 위한 버튼으로 사용

 감시기 값  감시기의 현재값 및 단위 예)“7.00e-002 mR/h"

 경보 및 상태표현 감시기의 상태를 색으로 표현, 5.1.3.1절 표 x.x

 Status 감시기의 상태정보를 상세히 표현 

 Control
감시기 제어를 위한 버튼을 배치하고 제어에 대한 

상태정보를 표현

   감시기 ID를 선택하여 각 채널별 Setpoint값을 설정할 수 있는 인터페이

스를 구성한다. Setpoint 설정 화면은 Setpoint값의 종류 및 값을 표현하

고 값을 선택하여 변경가능 하도록 한다.



- 181 -

(다) 현재값 Trend

    선택한 감시기의 현재값을 Trend로 보여준다. Trend 화면은 표 6.1.5와  

 같은 정보를 표현한다.

표 6.1.5 Trend 정보

정보 형태 설    명

 감시기 ID 선택한 감시기의 ID

 설명 감시기의 측정값에 대한 설명 예) "Gamma"

 단위  표현단위 예)“mR/h"

 현재값 측정한 현재값

 Minimum 화면에 표현된 구간 중 최저값

 Maximum 화면에 표현된 구간 중 최고값

 Average 화면에 표현된 구간내의 평균값

(라) 개별 Alarm List

개별 Alarm List에 표현되는 알람 정보느 선택한 감시기의 알람정

보에 대해서만  표현하며 정보의 구성은 6.1.2.1절의 전체 Alarm List와 

같다. 또한, 개별 Alarm List에는 선택된 계측기의 ID와 현재 활성화된 

Alarm의 개수를 표현하고, Ack버튼을 배치하여 선택된 감시기의 알람 

정보에 대해 사용자가 인지하 는지 확인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3) Mean Trend 화면

Mean Trend 화면은 사용자가 선택한 감시기의 분간, 시간, 일간 평

균을 Trend로 제공하도록 한다. Mean Trend화면의 상단에 감시기 ID

로 구분되는 메뉴버튼을 배치하여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를 제공한다. 분간, 시간, 일간Trend가 보여주는 정보의 구성은 6.1.3.3절

의 표 6.1.5와 같다.

(4) System Event 화면

System Event 화면은 사용자가 현재 시스템(Server 혹은 RMT)의 

상태정보를 표현하여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시 사용자가 그 원인을 쉽

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표현하는 정보의 구성은 표 6.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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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6 System Event 정보

정보 형태 설    명

 날짜 및 시간 이벤트 발생 날짜 및 시간

 시스템 이름 이벤트 발생 시스템의 이름

 이벤트 발생 객체 이벤트가 발생한 객체

 이벤트 종류 발생한 이벤트의 종류

 이벤트 현재 상태 발생한 이벤트의 상태

 상세 설명 이벤트 상세 설명

(5) Alarm History 화면

Alarm History 화면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본 문서 6.3.1절에서 설명

하도록 한다.

(6) Data Backup 화면

Data Backup 화면에 대한 상세 정보는 본 문서 6.3.2 절에서 설명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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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

(1) 경보/상태 이력 검색 애플리케이션

(가) 개요

경보 이력 검색 애플리케이션은 Adroit 에 저장된 경보를 해석하여 사용

자에게 보여준다.

이 애플리케이션의 기능은 경보 검색 구간과 경보 종류를 선택하여 검색

하고 그 결과를 화면상에 나타낸다. 또한 사용자가 필요시 검색한 결과

를 CSV 파일로 저장할 수 있다.

(나) 인터페이스 

1) 사용자 인터페이스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Adroit 와 잘 조화될 수 있게 구현되어야 하며, 다음을 제

공하여야 한다.

- 경보 검색 구간 설정(검색구간 클릭시 캘런더 형식으로 Pop-Up)

- ‘Reterive’ 버튼

- ‘Save As CSV‘ 버튼

- ‘Close’ 버튼

- ‘경보만 검색’ 체크박스

- 경보 종류 리스트(경보 종류 리스트를 선택후 검색을 버튼을 누르거나, 

마우스로 더블클릭을 하면 검색 결과가 경보 리스트에 출력)

- 경보 리스트 (검색된 결과가 출력되며, 타이틀바 클릭시 해당 항목으로 

정렬)

경보리스트에는 다음의 항목을 출력한다.

그림 6.2.1.1  경보/상태 이력 검색 애플리케이션 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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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보 시간

- 감시기 ID : AlarmConfig.CSV에 설정된 해당 ID(ex:RE046)를 출력

- 값 종류 : AlarmConfig.CSV에 설정된 해당 값의 종류(ex:GAMMA)를 

출력

- 경보 및 경보상태 값: 경보를 AlarmConfig.CSV에 설정된 경보색과 경

보설명을 출력하고 경보가 해제되었을 경우는 녹색으로 출력함

- 비고 : Adroit Agent 이름

1) 데이터 출력 인터페이스

데이터 출력은 CSV 파일 Format으로 그림 6.2.1.2와 같이 저장한다. 출력 

파일명과 위치는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CSV 파일에는 다음의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경보시간

- 감시기 ID

- 값 종류

- 경보 및 경보상태 값

- Adroit 경보 Tag

그림 6.2.1.2 경보/상태 이력 양식

(라) 경보/상태 이력 검색

Adroit 서버는 High, Warning 같은 경보 로그와 Fail, Pump On/Off 같

은 운전정보를 0/1 의 형태로 LGD 파일에 시간과 함께 저장된다. 이것

을 Adoit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검색조건에 따라 읽고, 

5.3.1.5절의 AlarmConfig.Csv 설정파일을 사용하여 UI 에 출력한다. 검색 

처리 흐름은 그림 6.2.1.3와 같다. 이중화를 고려하여 adroit 서버와의 연

결은 마스터와 연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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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3 경보 검색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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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균값 이력 백업 애플리케이션

(가) 개요

Adroit에서 제공되는 평균값 검색 방법은 인터페이스가 불편하고, 사용

자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수작업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백업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이 백업 애플리케

이션은 Adroit Server(Master) 에 LGD 파일로 저장된 평균값들을 사용자

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나) 인터페이스

1)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림 6.2.2.1 평균값 백업 애플리케이션 UI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Adroit 와 잘 조화될 수 있게 구현되어야 하며, 다

음을 제공하여야 

- 평균값 검색 구간 설정(캘린터 형식)

- 백업할 감시기를 선택하기 위한 감시기 리스트

- 백업할 평균값 종류를 선택하기 위한 평균값 종류 체크박스

- 데이터 저장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데이터 통합 저장 체크박스 및 압축 

저장 체크박스

- ‘Data Backup’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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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ose‘ 버튼

- 'LogViewer' 버튼 (단, LogViewer는 통합저장한 평균값 데이터에 대해 

지원하지 않음)

- 로그 정보(백업 상태를 출력)

2) 데이터 출력 인터페이스

3) 통합 데이터 Backup File 양식

통합 감시기 데이터 Backup File은 HistoryConfig.csv 에 설정된 디렉토

리에 자동 저장된다. 파일 이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log$[평균값의 종류]_intergrate$[검색범위].csv 

이 파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간

- 검색시 선택된 계측기에 대한 평균값

그림 6.2.2.2 통합 평균값 백업 양식

4) 개별 감시기 데이터 Backup File 양식

개별 감시기 데이터 Backup File은 HistoryConfig.csv 에 설정된 디렉토

리에 자동 저장되며,. 파일 이름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log$[평균값의 종류]_[감시기종류]$[검색범위].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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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날짜/시간

- 값 

- Quality : 무조건 1임

단, Quality 는 Adroit에서 제공하는 LogViewer의 양식을 맞추기 위해 

무조건 1로 출력하여야 한다. 

그림 6.2.2.3 개별 평균값 백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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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 방출량 계산 프로그램

(가) 처리 알고리즘

처리 대상 데이터

- RE019/023/24의 P/I/G 값에 대한 분평균/시평균 히스토리 데이터

사용자 입력 

- 방출량 산출 기간, 방출 농도, 배풍량

알고리즘

  SUM = 0

  for each DATA[N]

 Data[N] = (히스토리 데이터 - 방출 농도)   

     if Data[N] > 0 then SUM = SUM + DATA[N]

  next

 

  방출량 = SUM * 샘플링 시간간격 * 배풍량

  (샘플링 시간간격 : 시 평균값 인 경우 1, 분 평균값인 경우 1/60)

(나) 인터페이스

(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라)

(마) 출력 FOR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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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컴퓨터 시스템 보안

컴퓨터 시스템의 보안등급은 표 5.5.1과 같이 나눈다.

표 7.0.1 보안 등급 및 권한

등급 사용자 ID
기본 

암호

Agent

설정변경 

및 시스템 

설정 변경

감시기

제어

명령

경보

인지

데이터

백업

감시기

상태/값 

보기

트랜드/

경보이력

보기

기타

관리자 Admin adm O O O O O O

시스템 설정 

변경을 포함한 

모든 권한

주운전자 major maj X O O O O O
감시기를 제어하는 

수준의 권한

보조운전

자
minor min X X O O O O

경보인지와 

데이터를 관리하는 

수준의 권한

게스트 anonymous 없음 X X X X O O

컴퓨터 시스템 및 

감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권한

가. 모든 컴퓨터 시스템은 자동으로 anonymous로 로그인을 수행하도록 하

며, 권한이 필요할시 사용자ID와 암호를 입력하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



- 193 -

부록 A. 감시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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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하나로 RMS 감시기

표 부록-1.1 하나로 RMS의 감시기 모델

감시기 검출기

Tag
번호

감시목적 모델 검출대상 모델 단위 검출범위

RE002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
7
 mR/h

RE003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
7
 mR/h

RE004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5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6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
7
 mR/h

RE007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
7
 mR/h

RE008 Area Monitor 946WM-214(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09 Area Monitor 946WM-215(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RE010 Area Monitor 946WM-215(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
7
 mR/h

RE011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2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3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4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5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6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7 Neutron Monitor 942WM-214(UDR) Neutron 943-60 mrem/h

RE018 Liquid Monitor 942WM-213(UDR) Gamma 943-36 CPM 0~107 CPM

RE019 Hall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20 Duct Monitor 942WM-213(UDR) Beta 943-25T CPM 0~10
7 
CPM

RE021 Duct Monitor 942WM-213(UDR) Beta 943-25T CPM 0~10
7 
CPM

RE022 HVAC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23 STACK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
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
7 
CPM

RE024 Stack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41 Liquid Monitor 942WM-213A(UDR) Gamma 943-36H uCi/cc 0~107 CPM

RE042 Liquid Monitor LCU(960SF-220등) Gamma 943-36 CPM 0~10
7 
CPM

RE043 P&G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

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7 CPM

RE045 Area Monitor 956WM-213A(UDR) Gamma 897-211 mR/h 0.01~103 mR/h

RE046 Area Monitor 956WM-213A(UDR) Gamma 897-211 mR/h 0.01~103 mR/h

RE047 P.I.&G Monitor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Gamma Iodine 943-36 uCi/cc 0~10
7 
CPM

Beta Gas 943-25T uCi/cc 0~10
7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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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감시기 상태 정보

1.1.1 RE002 ~ RE018, RE020, RE021, RE041, RE045, RE046

 (현장시험시 모든 계측기에 대해 재확인 필요, 아래 결과는 RE013)

표 부록-1.1.1 RE002 ~ RE018, RE021, RE041, RE045, RE046 상태정보

바이트 위치 비트 위치 Description 비고

D1

80

40

20

10

08

04

02 High Ack

01 High Nack

D2

80

40 Check Source

20

10

08

04

02 Warn ACK

01 Warn NACK

D3

80

40 Under Range 평상시에도 0이므로 경보 무시

20

10 Failed

08

04 Over Range

02

01

이하 바이트는 정보 없음이하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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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RE022

표 부록-1.1.2 RE022 상태정보

바이트 위치 비트 위치 Description 비고

D1

80

40

20 Hi Voltage Disable(?)

10 Normal

8

4 Calibrate

2 Test

1 Local

D2

80 Pump OFF D3-10 과 중복

40

20

10

8

4 Flow Fault

2

1 Purge ON

D3

80 Chk Source(Part), Not Need

40

20

10 Pump ON

8

4

2

1

D4

80 High(Part)

40 Warn(Part)

20 Fail(Part)

10

8

4 Overrange(Part)

2 Check Source

1 Ack Required(Part)

D5

80 High(Iod)

40 Warn(Iod)

20 Fail(Iod)

10

8

4 Overrange(Iod)

2 Checksource(Iod)

1 Ack Required(Iod)

D6

80 High(Gas)

40 Warn(Gas)

20 Fail(Gas)

10

8

4 Overrange(Gas)

2 Checksource(Gas)

1 Ack Required(Gas)

이하 바이트는 정보 없음이하 공백

1.1.3 RE019, RE023, RE024 (아래 데이터는 RE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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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3 RE019/023/024 상태정보

바이트 위치 비트 위치 Description 비고

D1

80

40

20 Hi Voltage Disable(?)

10 Normal

8

4 Calibrate

2 Test

1 Local

D2

80 Purge NR ON

40

20

10 Extended Range Flow Falut

8 Purge ER ON

4

2 Normal Range(현재 상태)

1

D3

80 Filter A

40 Filter B

20

10 Pump ON

8

4

2

1

D4

80 High(Part)

40 Warn(Part)

20 Fail(Part)

10

8

4 Overrange(Part)

2 Check Source

1 Ack Required(Part)

D5

80 High(Iod)

40 Warn(Iod)

20 Fail(Iod)

10

8

4 Overrange(Iod)

2 Checksource(Iod)

1 Ack Required(Iod)

D6

80 High(Gas)

40 Warn(Gas)

20 Fail(Gast)

10

8

4 Overrange(Gas)

2 Checksource(Gas)

1 Ack Required(Gas)

이하 바이트는 정보 없음

1.1.4 RE042(감시기 문서기반임,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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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4 RE042 상태정보

바이트 위치 비트 위치 Description 비고

D1

80

40

20 Setpoint Alarm inhibit

10 Normal

8

4 Calibrate

2 Test

1 Local

D2

80

40 Pump

20 Purge

10

8

4 Flow Fault

2 LMP Flow Select
둘중하나는 MCW로 예상됨

1 LMP Flow Select

D3

80

40

20

10

8

4

2

1

D4

80 High(Liq)

40 Warn(Liq)

20 Fail(Liq)

10

8

4 Overrange(Liq)

2 Checksource(Liq)

1 Ack Required(L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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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RE043(감시기 문서기반임, 확인필요)

표 부록-1.1.5 RE043 상태정보

바이트 위치 비트 위치 Description 비고

D1

80

40

20 Setpoint Alarm Inhib

10 Normal

8

4 Calibrate

2 Test

1 Local

D2

80

40 Pump

20 Purge

10

8

4 Flow Falut

2

1

D3

80

40

20

10

8

4

2

1

D4

80 High(Part)

40 Warn(Part)

20 Fail(Part)

10

8

4 Overrange(Part)

2 Checksource(Part)

1 Ack Required(Part)

D5

80

40

20

10

8

4

2

1

D6

80 High(Gas)

40 Warn(Gas)

20 Fail(Gast)

10

8

4 Overrange(Gas)

2 Checksource(Gas)

1 Ack Required(Gas)

이하 바이트는 정보 없음

1.1.6 RE044, RE047(감시기 문서기반임,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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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1.6 RE044/047 상태정보

바이트 위치 비트 위치 Description 비고

D1

80

40

20 Setpoint Alarm Inhibit

10 Normal

8

4 Calibrate

2 Test

1 Local

D2

80

40 Pump

20 Purge

10

8

4 Flow Falut

2

1

D3

80

40

20

10

8

4

2

1

D4

80 High(Part)

40 Warn(Part)

20 Fail(Part)

10

8

4 Overrange(Part)

2 Checksource(Part)

1 Ack Required(Part)

D5

80 High(Iod)

40 Warn(Iod)

20 Fail(Iod)

10

8

4 Overrange(Iod)

2 Checksource(Iod)

1 Ack Required(Iod)

D6

80 High(Gas)

40 Warn(Gas)

20 Fail(Gast)

10

8

4 Overrange(Gas)

2 Checksource(Gas)

1 Ack Required(Gas)

이하 바이트는 정보 없음이하 공백

1.2 감시기 설정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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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RE002~010 Setpoint

1.2.1.1 RE002~010 - GAMMA (ch.0)

표 부록-1.2.1 RE002~010 ch.0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Alarm Limit mR/h

1 Warn Alarm Limit mR/h

2 Overrange

3 Rays Setpoint mR/h

4 Full Scale mR/h

5 Calibration Constant mR/h/cpm

6

7 Low Scale Value mR/h

8

9

10

11

12

13

14

15

1.2.2 RE011~018,020,021 Setpoint

1.2.2.1 RE011~017 - Neutron, RE018 - Gamma, RE020/021 - Beta (ch0)

표 부록-1.2.2 RE017~018,RE020/021 ch.0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Alarm Limit cpm

1 Warn Alarm Limit cpm

2 Resolving Time(tau) min/counts

3 Full Scale Value cpm

4 Overrange cpm

5 Conversion Constant 무단위

6 Background Subtract cpm

7 Low Scale Value cpm

8 Calibrate Mode

9

10

11

12

13

14

15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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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RE019/023/024 Setpoint

1.2.3.1 RE019/023/024 Particle(ch.0)

표 부록-1.2.3 RE019/023/024 ch.0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Alarm Limit uCi/cc

1 Warn Alarm Limit uCi/cc

2 Fail CPM

3 Target counts count

4 Background count CPM

5

6

7 purge setpoint

8 Deadtime minutes/count

9 Conversion constant uCi/cc/CPM

10 Analog fullscale uCi/cc

11 Analog lowscale uCi/cc

12

13

14 Overrange CPM

15

1.2.3.2 RE019/023/024 Iodine (ch.2)

표 부록-1.2.4 RE019/023/024 ch.2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Alarm Limit uCi/cc

1 Warn Alarm Limit uCi/cc

2 Fail CPM

3 Target counts count

4 Background count CPM

5

6

7

8 Deadtime minutes/count

9 Conversion constant uCi/cc/CPM

10 Analog fullscale uCi/cc

11 Analog lowscale uCi/cc

12

13

14 Overrange CP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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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RE019/023/024 - Noble GAS(NR)  (ch.4)

표 부록-1.2.5 RE019/023/024 ch.4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Alarm Limit uCi/cc

1 Warn Alarm Limit uCi/cc

2 Fail CPM

3 Target counts CPM

4 Background count CPM

5

6 Range switch uCi/cc

7

8 Deadtime minutes/count

9 Conversion constant uCi/cc/CPM

10 Analog fullscale uCi/cc

11 Analog lowscale uCi/cc

12

13

14 Overrange uCi/cc

15

1.2.3.4 RE019/023/024 - Noble GAS(ER)  (ch.5)

표 부록-1.2.6 RE019/023/024 ch.5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Fail amps

3

4 Background count amps

5

6 Range switch uCi/cc

7

8

9 Conversion constant uCi/cc/CPM

10

11

12

13

14 Overrange uCi/cc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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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RE019/023/024 - Sample Flow(NR)  (ch.6)

표 부록-1.2.7 RE019/023/024 ch.6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Intercept, Y CFM

3 Slope CFM/V

4 K

5 Intercept, X VDC

6

7 Normal flowrate CFM

8

9

10

11

12

13

14

15

1.2.3.6  RE019/023/024 - Sample Pressure(NR)  (ch.7)

표 부록-1.2.8 RE019/023/024 ch.7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Intercept, Y psia

3 Slope psia/V

4 K

5 Intercept, X VDC

6

7 Normal pressure psia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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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RE019/023/024 - Sample Flow(ER)  (ch.8)

표 부록-1.2.9 RE019/023/024 ch.8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Intercept, Y

3 Slope SCCM/PER VDC 

4 K

5 Intercept, X VDC

6

7

8

9

10

11

12

13

14

1.2.3.8  RE019/023/024 - Sample Pressure(NR)  (ch.9)

표 부록-1.2.10 RE019/023/024 ch.9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Intercept, Y psia

3 Slope psia/V

4 K

5 Intercept, X VDC

6

7 Normal pressure psia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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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RE023/024 - Stack Flow  (ch.10) [*RE019는 없음]

표 부록-1.2.11 RE023/024 ch.10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Intercept, Y psia

3 Slope psia/V

4 K

5 Intercept, X VDC

6

7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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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RE022 Setpoint

1.2.4.1 RE022 Particle(ch.0)

표 부록-1.2.12 RE022 ch.0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Alarm Limit uCi/cc

1 Warn Alarm Limit uCi/cc

2 Fail CPM

3 Target counts count

4 Background count CPM

5

6

7 purge setpoint

8 Deadtime minutes/count

9 Conversion constant uCi/cc/CPM

10 Analog fullscale uCi/cc

11 Analog lowscale uCi/cc

12

13

14 Overrange CPM

1.2.4.2 RE022 Iodine (ch.2)

표 부록-1.2.13 RE022 ch.2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Alarm Limit uCi/cc

1 Warn Alarm Limit uCi/cc

2 Fail CPM

3 Target counts count

4 Background count CPM

5

6

7

8 Deadtime minutes/count

9 Conversion constant uCi/cc/CPM

10 Analog fullscale uCi/cc

11 Analog lowscale uCi/cc

12

13

14 Overrange CPM

1.2.4.3 RE022 - Noble GAS(NR)  (c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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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2.13 RE022 ch.4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Alarm Limit uCi/cc

1 Warn Alarm Limit uCi/cc

2 Fail CPM

3 Target counts CPM

4 Background count CPM

5

6 Range switch uCi/cc

7

8 Deadtime minutes/count

9 Conversion constant uCi/cc/CPM

10 Analog fullscale uCi/cc

11 Analog lowscale uCi/cc

12

13

14 Overrange uCi/cc

1.2.4.4  RE022 - Sample Flow(NR)  (ch.6)

표 부록-1.2.14 RE022 ch.6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Intercept, Y CFM

3 Slope CFM/V

4 K

5 Intercept, X VDC

6

7 Normal flowrate CFM

8

9

10

11

12

13

14

15



- 210 -

1.2.4.5  RE022 - Sample Pressure(NR)  (ch.7)

표 부록-1.2.15 RE022 ch.7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Intercept, Y psia

3 Slope psia/V

4 K

5 Intercept, X VDC

6

7 Normal pressure psia

8

9

10

11

12

13

14

1.2.4.6  RE019 - Sample Pressure(NR)  (ch.9)

표 부록-1.2.16 RE022 ch.9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Intercept, Y psia

3 Slope psia/V

4 K

5 Intercept, X VDC

6

7

8

9

10

11

12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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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RE041 Setpoint

1.2.5.1 RE041 - Gamma(ch.0)

표 부록-1.2.17 RE041 ch.0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Alarm Limit CPM

1 Warn Alarm Limit CPM

2 Resolving Time(tau) Min/Counts

3 Full Scale Value CPM

4 Overrange CPM

5 Calibration Constant

6 Background Subtract CPM

7 Low Scale Value CPM

8 Calibrate Mode Seconds

9

10

11

12

13

14

15 ID

1.2.6 RE042 

1.2.6.1 RE042 - Gamma(ch.0)

표 부록-1.2.17 RE042 ch.0 설정치

ID 종류 UNITS

0 Rad HIGH Limit uCi/cc

1 Rad WARN limit uCi/cc

2 Fail Limit CPM

3 Target counts CPM

4 Background count CPM

5

6

7 Purge Time seconds(or Minute)

8 Deadtime minutes/count

9 Conversion constant uCi/cc/CPM/Min

10 Full Scale Value uCi/cc

11 Low Scale Value uCi/cc

12 Calibration Time

13 Elapsed Minutes Minutes

14 Overrange CPM

15

1.2.7 RE043

1.2.7.1 RE043 - Particle (C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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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2.18 RE043 ch.0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Limit uCi/cc

1 Warn Limit uCi/cc

2 Fail Limit CPM

3 Target Counts CPM

4 Background CPM

7 Purge Time Seconds

8 Deadtime Min/count

9 Conversion Factor uCi/cc/CPM

10 Full Scale Value uCi/cc

11 Low Scale Value uCi/cc

12 Calibration Time Seconds

13 Filter Elapsed Time Minutes

14 Over Range Limit CPM

15

1.2.8  RE043

1.2.8.1 RE043 - Gas (Ch.4)

표 부록-1.2.19 RE043 ch.4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Limit uCi/cc

1 Warn Limit uCi/cc

2 Fail Limit CPM

3 Target Counts CPM

4 Background CPM

8 Deadtime Min/count

9 Conversion Factor uCi/CPM

10 Full Scale Value uCi/cc

11 Low Scale Value uCi/cc

12 Calibration Time Seconds

13

14 Over Range Limit CP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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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RE043 - Sample Flow (ch.6)

표 부록-1.2.20 RE043 ch.6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y-Intercept(Zero offset) CFM

3 Slope CFM/Volt

4 Kalman Filter Const.

5 x-Intercept(Voltage offset) Volts

6

7 Normal Flowrate CFM

8

9

10

11

12

13

14

15

1.2.8.3 RE043 - Sample Pressure (ch.7)

표 부록-1.2.21 RE043 ch.7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y-Intercept(Zero offset) PSIA

3 Slope psia/Volt

4 Kalman Filter Const.

5 x-Intercept(Voltage offset) Volts

6

7 Normal Pressure psia

8

9

1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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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RE045/046

1.2.9.1 RE045/046 - GAMMA (ch.0)

표 부록-1.2.22 RE045/046 ch.0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Alarm Limit mR/h

1 Warn Alarm Limit mR/h

2 Resolving Time(tau) min/counts

3 Full Scale Value mR/h

4 Overrange mR/h

5 Conversion Constant mR/h/cpm

6

7 LowScale Value mR/h

8 Calibrate Mode seconds

9 Underrange mR/h

10

11

12

13

14

15 Channel ID

1.2.10 RE044/047

1.2.10.1  RE044/047 - Paticle (ch.0)

표 부록-1.2.23 RE044/047 ch.0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Limit uCi/cc

1 Warn Limit uCi/cc

2 Fail Limit CPM

3 Target Counts CPM

4 Background CPM

7 Purge Time Seconds

8 Deadtime Min/count

9 Conversion Factor uCi/cc/CPM

10 Full Scale Value uCi/cc

11 Low Scale Value uCi/cc

12 Calibration Time Seconds

13 Filter Elapsed Time Minutes

14 Over Range Limit CP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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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  RE044/047 - Iodine (ch.2)

표 부록-1.2.24 RE044/047 ch.2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Limit uCi/cc

1 Warn Limit uCi/cc

2 Fail Limit CPM

3 Target Counts CPM

4 Background CPM

5

6

7

8 Deadtime Min/count

9 Conversion Factor uCi/cc/CPM

10 Full Scale Value uCi/cc

11 Low Scale Value uCi/cc

12 Calibration Time Seconds

13 Filter Elapsed Time Minutes

14 Over Range Limit CPM

15

1.2.10.3  RE044/047 - Gas (ch.4)

표 부록-1.2.24 RE044/047 ch.4 설정치

ID 종류 UNITS

0 High Limit uCi/cc

1 Warn Limit uCi/cc

2 Fail Limit CPM

3 Target Counts CPM

4 Background CPM

5

6

7

8 Deadtime Min/count

9 Conversion Factor uCi/CPM

10 Full Scale Value uCi/cc

11 Low Scale Value uCi/cc

12 Calibration Time Seconds

13

14 Over Range Limit CP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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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4  RE044/047 - Sample Flow (ch. 6)

표 부록-1.2.25 RE044/047 ch.6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y-Intercept(Zero offset) CFM

3 Slope CFM/Volt

4 Kalman Filter Const.

5 x-Intercept(Voltage offset) Volts

6

7 Normal Flowrate CFM

8

9

10

11

12

13

14

15

1.2.10.5  RE044/047 - Sample Pressure (ch. 7)

표 부록-1.2.26 RE044/047 ch.7 설정치

ID 종류 UNITS

0

1

2 y-Intercept(Zero offset) PSIA

3 Slope psia/Volt

4 Kalman Filter Const.

5 x-Intercept(Voltage offset) Volts

6

7 Normal Pressure psia

8

9

10

11

12

13

14

15



-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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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 목적

RIPF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 서버 시스템은 현재의 운용되고 있는 RMS 시스템이 

노후되어 Detector 들을 제외한 서버 시스템을 신형 컴퓨터 시스템과 HMI(Human Machine 

Interface)로 교체하고 기존 하나로 건물(RX)의 방사선시스템에 통합 운전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이 사양서는 RIPF RMS 서버 시스템의 성능검증, 설계, 제작, 조립, 시험, 검사, 납품, 설치, 시운

전에 관한 기술적인 요건을 포함한다. RIPF RMS 서버 시스템은 기존의 RMS Detector들을 통합

하여 방사선 계측정보를 취득하여 실시간 현장준위 및 감시기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저장하여 기록

을 유지하고, 관련 기기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동위원소 건물 보건물리실에 설치된다.

3.0 2.0 업무범위

3.1 2.1 공급자 역무에 포함되는 사항

3.1.1 2.1.1 공급자는 RIPF RMS Detector 시스템의 성능을 확인하고 RIPF RMS 서버 시스템 

및 RX RMS 통합 서버 시스템과의 원활한 통신에 필요한 모든 장치를 제공하고 필요한 업

무를 수행해야 한다. 

3.1.2 2.1.2 공급자는 아래의 역무 뿐 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장비 및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 

3.1.3 1) 시스템의 설계, 제작, 시험, 운송 등과 관련한 모든 필요한 인력, 공구, 자재 및 기기의 

제공

3.1.4 2) 제품을 납품하기 전에 시스템에 대한 모든 시험 및 검사

3.1.5 3) 공급 제품에 대한 취급, 조립, 설치, 시험, 및 시운전

3.1.6 2.1.3 공급자는 아래의 시스템에 대한 공급 및 성능보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 

3.1.7 1) 2중화된 RMS 서버 시스템 

3.1.8 - 컴퓨터 (2대), 19" LCD 모니터(2대)

3.1.9 - 컴퓨터시스템 1대는 정상운전을 담당하며, 나머지 1대는 Hot Standby 상태로 있으면서 

원격감시기 기능을 가짐

3.1.10- 비상방재 시스템으로 전송을 위한 Modem

3.1.112) RIPF RMS Detector 시스템을 2중화 기능의 FTL/RX RMS 컴퓨터 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장치(입출력 모듈, 신호변환 모듈 등)

3.1.123) RIPF RMS 통합 컴퓨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스템 Software 및 응용 Software 제공

(Source Code 포함) 및 설치 운영

3.1.134) 하나로 제어 시스템으로 각 감지기의 실시간 값을 제공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OPC 또

는 DDE 등) 제공

3.1.145) RIPF 출입구에 설치될 client PC 및 19" LCD 모니터 1대

3.1.156) RMS Detector 들의 운전정보를 확인, Display, Copy, 및 출력 가능하도록 Data Base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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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78) 운전, 유지보수, Configuration Design을 위한 모든 Hardware, Firmware, Software

에 대한 Technical Documentation 및 Descriptive Docu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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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9- RIPF RMS Detector 시스템/서버 시스템 설치 개략도 및 Loop 도면

3.1.20- 장치별 세부 회로도면

3.1.21- 전체 시스템 및 세부 기기별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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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10) RIPF RMS Detector 시스템 성능검증을 위한 Factory Test 및 검사/시험 관련 

Documentation 제출

3.1.2311) RIPF RMS 서버 시스템의 Factory Test, Site Acceptance Test 및 검사/시험 관련 

Documentation 제출

3.1.2412) 성능검증 및 납품을 위한 제품의 포장, 운송, 하역, 보관, 설치, 및 시운전

3.1.2513) 납품 후 2년 동안의 시스템 하자보증

3.1.2614) Kick-off, Pre-Production Review, Factory Test, 및 현장 성능시험을 위한 협의

3.1.2715) 사용자 교육

3.2 2.2 공급자 역무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RIPF RMS Detector 시스템 설치와 동위원소 건물 및 원자로건물 보건물리실까지의 케이블 설치

4.0 3.0 설계 및 제작 요건

4.1 3.1 일반사항

RIPF RMS(Radiation Monitoring System) 서버 시스템은 동위원소 건물, 보조굴뚝 에서의 방사선 

계측을 위한 장치로서 시설내의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검출기에 대한 상세 사항은 표 1과 같

다.. RIPF RMS 서버 시스템은 각각의 RIPF RMS Detector로부터 방사선 계측정보를 취득하여 실시

간 현장준위 및 감시기 정보 등을 제공하고 저장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동위원소 건물 보건물리실에 

위치된다. RIPF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이 설치되는 원자로 건물 보건물리실의 환경조건은 아래와 

같다.

- Temperature : -20℃ ~ 40℃

- Relative Humidity(%) : Up to 60%

- Pressure : Atmospheric

4.2 3.2 기능요건

동위원소 건물 보건물리실에는 기존의 RMS Detector 시스템들과 연계된 RMS 컴퓨터시스템이 구축

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사양서에 따라 제작 및 구축되는 RIPF RMS 서버 시스템은 기존에 운영되

고 있는 구형의 RMS 시스템의 성능보다 우수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4.2.1 3.2.1 RIPF RMS Detector 시스템 성능검증

공급자는 기존에 설치된 RIPF RMS Detector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여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치한다.

4.2.2 3.2.2 RIPF RMS 서버 시스템 Hardware

1) Hardware

- RIPF RMS 서버 시스템은 Hardware 2중화 구조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시스템 컴퓨터가 운전을 

담당하고, 나머지 시스템 컴퓨터는 운전을 담당하는 컴퓨터의 고장 시에 시스템의 운전을 Backup 

할 수 있도록 Hot Standby 상태로 동작하면서 동시에 원격감시기 기능을 수행한다.

- 시스템 컴퓨터는 Industrial Pentium IV 3.0GHz, 200GB HDD(2대), 1GB DDR RAM, DVD 

Multi 이상의 사양을 가진다.

2) Bulk Storage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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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스템 컴퓨터는 90일 이상의 운전 데이터를 저장 가능한 별도의 Hard Disk Drive(운전데이터 

저장 전용) 1 대와, 이 저장된 데이터를 복사 및 저장 가능한 형태의 DVD R/W Disk Driver 1대를 

가져야 한다.

3) System Communication

- RIPF RMS 서버 시스템은 신규로 설치되는 FTL RMS Detector 시스템 및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RX RMS Detector 시스템에 실시간 감지기 값을 전송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

터페이스는 ethernet 기반으로 OPC 또는 DDE 통신 등 으로 한다.과의 신호가 원활하게 교환되어야 

한다. 

- 보건물리실 내에 Modem을 이용하여 비상방재시스템으로 신호를 송신 가능해야 한다. 

- RMS 시스템 및 원격감시기(Remote Monitoring Terminal) CRT에는 적어도 0.5초 마다 데이터가 

Update 가능해야 한다.

4) I/O Types

- RIPF RMS 서버 시스템 신호는 하나로 건물 RMS Detector 시스템 및 RMS Detector 시스템과 

신호를 상호 교환 가능한 형태로 구성한다.

5) Performance Requirements

RIPF RMS 통합 컴퓨터시스템은 아래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 CRT Screen Update Time : 0.5 sec 이하

- 전원 상실 후 시스템 컴퓨터의 재부팅 시에 데이터 손실 방지

- 19" LCD 모니터

6) Panel

- 공급자는 동위원소 건물 보건물리실에 기존 설치된 시스템 판넬을 활용하여 RIPF RMS 통합 컴퓨

터시스템을 구축한다.

7) Data Base 시스템 구축 

필요시에 RMS Detector의 운전이력을 확인, Display, Copy 및 출력 가능하도록 Data Base 시스템

을 구축한다.

8) Power Supply

- RIPF RMS 서버 시스템에는 무정전 120V AC, 1 Ph, 60 Hz 전원이 공급된다.

9) 모든 Client PC에서는 현장에 설치된 RMS Detector들의 방사선 계측 Trend를 표시 가능해야 

한다.

4.2.3 3.2.3 RIPF RMS 서버 시스템 Software

RMS를 위한 Software는 방사선 모니터링 네트워크의 운영을 위하여 설계된다. Software는 Data 

acquisition, Processing, Display, Alarm/Acknowledge, 및 Storage 기능을 수행하며, 최소한 아

래의 기능을 가진다. 

- Measured value acquisition with NetLog program

- Measuring position parameterization

- Presentation of the measuring values

- Bar Graph representation

- Alarm sub-window

- Alarm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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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us report

- Historical data trending

- Client PC : Client PC는 서버와 통신하며 필요한 방사선 계측값을 화면에 표시한다. Client 

PC는 1대를 RIPF 출입구의 지정한 위치에 둔다.

- RIPF RMS 서버 시스템에 사용되는 Software는 기존의 방사선감시시스템에 사용가능하며 서

버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방사선감시 데이터를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한

다.

4.3 3.3 기술지원

공급자는 기존에 설치된 RIPF RMS Detector들이 정상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을 하며, RIPF RMS 서버 시스템이 정상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보수, 시험, 성능보증, 및 시운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공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인원에 대하여 시스템 Hardware 및 

Software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4.4 3.4 검사 및 시험

공급자는 RIPF RMS Detector를 포함하는 RIPF RMS 서버 시스템 제작을 포함하여 검사 및 시

험을 아래와 같이 수행한다.

1) 공급자는 이 사양서와 공급자가 제출하는 Inspection Plan과 Test Procedure에 따라 납품 전

에 제품의 Factory Acceptance Test를 수행하고, 현장 설치 후에도 RMS Detector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하는 Site Acceptance Test를 수행한다. 

Inspection Plan과 Test Procedure는 각각의 시험 3주전에 제출하고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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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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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을 시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 Visual Inspection

- Complete hardware/software performance test and inspection

 - Functional test all configured points, alarm & graphic displays, reports and logs

- Testing of redundancy for server system 

4) Site Acceptance Test에서는 납품한 RIPF RMS 서버 시스템을 현장에 설치한 후에 RMS 

Detector 및 하나로 건물 RMS 통합 서버 시스템과 연계하여 방사선 계측 정보를 취득, 처리, 표

시, 감시, 알람, 저장 등의 시스템 종합 성능시험을 수행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다.

- Complete hardware and installation inspection

- All hardware and software test

- All functional test

- Data communication between RMS server system and RMS detector systems/Client PC

- Commissioning

5) 발주자가 검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공급자는 이 사양서에 따라 Inspection을 수행하고 납품해야 

한다.

6) 시험절차서는 공급자가 작성 및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한다. 시험 절차서는 

제품의 시험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기록을 포함해야 하고 시험보고서로 제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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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 변경은 영구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시험이 종료되기 전에 수

행되어야 한다. 

8) 제품의 시험과정에서 기물의 파손 등의 발생하는 모든 시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4.5 3.6. 유의사항

RIPF RMS 서버 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한 기기의 이송 또는 기존에 설치된 물품의 이송에 소

요되는 비용 등의 모든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또한 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제작, 납품, 설

치, 시험 및 시운전 등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공급

자는 RIPF RMS 서버 시스템 설계 전에 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며, 상세 설계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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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당 부서로 귀속해야 하며 이중 일부 혹은 전부를 발주자의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6 3.7 하자보증

공급한 제품의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후 2년으로 한다.

5.0 4.0 품질요건

RMS 컴퓨터시스템의 품질요건은 아래와 같다.

- Safety Class : N/A

- Quality Class : S

- Seismic Category : Non-Seismic

6.0 5.0 세척, 식별 및 운송 준비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이 모두 끝난 RIPF RMS 서버 시스템과 모든 납품 기기는 완벽하게 청소

하고 기기번호 또는 기기명을 부착해야 하며, 부착물은 영구적이며 식별 가능해야 하며, 적절한 

포장을 하여 운송 준비를 한다.

7.0 6.0 서류 제출 요건

공급자는 첨부 1의 Drawing과 Data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제출 Documentation은 한글로 작성

을 원칙으로 한다. Documentation 제출 시에는 첨부 1에서 지정한 Documentation 이외에 PDF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발주자가 승인한 도면 및 자료일지라도 제작 중 혹은 제작완료 후 발견된 

하자나 오류에 대해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즉시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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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RIPF 방사선감시기 의 종류

구

분

채
널
수

채널번
호 감시기명 검출기종류 측정대상 기  능

주요 고장

발생부품 
운전상태

지

역

감

시

기

1 1
수조수

감시기
G/M

감마

선량율

BANK#1

수조수 방사선 

작업 감시

G/M 정상

3
2
~
4

BANK#1

감시기
G/M

감마

선량율

BANK#1

작업감시
G/M 정상

2
5
~
6

BANK#2

감시기
G/M

감마

선량율

BANK#2

작업감시
G/M 정상

3
7
~
9

BANK#3

감시기
G/M

감마

선량율

BANK#3

작업감시
G/M 정상

2
10
~
11

BANK#4

감시기
G/M

감마

선량율

BANK#4

작업감시
G/M 정상

1 12
기송관장치실

감시기
G/M

감마

선량율

기송관장치실

작업감시
G/M 정상

2
13
~
14

RIPF 지하 G/M
감마

선량율

RIPF 지하

작업감시
G/M 비정상(1대)

H
O
T

C
E
L
L

감
시
기

4
15
~
18

BANK#1

Hot Cell

작업감시

Ion 

Chamber

감마

선량율

BANK#1

Hot Cell

작업감시

Ion 

Chamber
정상

공

기

감

시

기

1 19

BANK#1

실내공기

감시기

Plastic

Scintillation

입자

(베타)

BANK#1

실내공기

감시기

-검출기

-진공펌프

-Control B/D

-Air controller

  B/D

-Counter B/D

-RS232/485 B/D

-입자:정상

-시스템불안

정

1 20

BANK#2

실내공기

감시기

Plastic

Scintillation

입자

(베타)

BANK#2

실내공기

감시기

-검출기

-진공펌프

-Control B/D

-Air controller

  B/D

-Counter B/D

-RS232/485 B/D

-입자:정상

-시스템불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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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채
널
수

채널
번호 감시기명 검출기종류 측정대상 기  능

주요 고장

발생부품 
운전상태

공

기

감

시

기

1 21

BANK#3

실내공기

감시기

Plastic

Scintillation

NaI

Scintillation

입자

(베타)

옥소

(감마)

BANK#3

실내공기

감시기

-검출기

-진공펌프

-Control B/D

-Air controller

  B/D

-Counter B/D

-RS232/485 B/D

-입자:정상

-시스템불안정

1 22

기송관장치

실내공기

감시기

Plastic

Scintillation

NaI

Scintillation

Plastic

Scintillation

입자

(베타)

옥소

(감마)

기체

(베타)

기송관장치

실내공기

감시기

-검출기

-진공펌프

-Control B/D

-Air controller

  B/D

-Counter B/D

-RS232/485 B/D

-입자:정상

-시스템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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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류 제출 요건 

Drawing and Data Requirement

Description

Buyer Requirements
Bidder 

Proposal 
Days After 

Award

Remark
Q'ty Type

Schedule

Review 
Req'd Time

Day'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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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List of all drawing/document
   and submittal schedule 5 HC YES WP 15

 2. Design, fabrication and test 
   schedules 5 HC YES WP/BT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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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C YES BF

 4. System block diagram and 
   architecture 5 HC, YES BF

 5. All source program and 
   software 1 - YES BS

 6. Site commissioning, and 
   operation procedure 5 HC,DC YES BI

 7. Installa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5 HC,DC YES 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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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HC,DC YES BS

 9. Inspection and test plan 5 HC YES BF
 10. All inspection and test 
    procedure 5 HC YES BT

 11. Inspection and test report 5 HC,DC YES BT
(1) Abbreviations
     HC = White hard copy,  DWG : Computer diskette in AUTO CAD format
     DC : Computer files in digital media
(2) REVIEW REQUIRED : YES or NO
(3) BF = Before Fabrication, BS = Before Shipment, CR = Contractor to Retain, WS = With Shipment, 
      BI = Before Installation, BT = Before Testing, WP = With Proposal
(4) Expressed in calendar days after notice of award
(5) Bidder to indicate his schedule if different tha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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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IPF 현장 방사선감시기 

RIPF

컴퓨터 서버 

시스템

RIPF

컴퓨터 서버 

시스템

UDR
RE 531

UDR
RE 541

UDR
RE 542

LOOP 1 UDR
RE 543

UDR
RE 544

UDR
RE 520

UDR
RE 529

UDR
RE 527

UDR
RE 526

UDR
RE 523

LOOP 2 UDR
RE 534

UDR
RE 522

UDR
RE 525

UDR
RE 524

UDR
RE 521

UDR
RE 533

LCU
RE 502

UDR
RE 532

LOOP 3 LCU
RE 503

LCU
RE 501

LCU
RE 505

UDR
RE 530

RIPF 현장 

방사선감시기

  

* 기존 3 Loop의 RS-485 버스 대신에 각각의 현장 감시기에 RS-232C to TCP/IP Converter를 사용하여 

LAN Network에 연결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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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RIPF 방사선감시 서버 시스템의 구성도

비상방재시스템

모뎀
RIPF

서버(1)

터미널

 서버

RIPF

현장방사선

감시시스템

RIPF

서버(2)

클라 이언

트(2)

IMEF

현장방사선

감시시스템

현장방사선감시시스템

IMEF

서버(2)

동위원소생산시설

출입구(클라이언트PC)

  IMEF 서버시스템(by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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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MS 시스템 판넬 배치도.

                         

SERVER 1 SERVER 2

Switching 

Unit

Data Collection and 

Signal Converter-삭제

24" Rack Mounting Cabinet

MouseKeyboard

Keyboard Mouse

19"  LCD Monitor

for Sever 1

19"  LCD Monitor

for Sev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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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보고서는 현재 하나로 RMS 시스템의 분, 시, 일 평균값 계산 및 기록 방식에 오류

가 발견되어 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내용

FTL/RX RMS Integration System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고 있는 개발자가 

956WM-213A(UDR) 감시기를 테스트 하는 과정에서 평균값 요청 명령어를 감시기에 보냈

음에도 불구하고 감시기가 이에 대해 올바른 응답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러

한 현상을 하나로에 설치되어 있는 RMS 감시기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지 확인할 필요

가 있었으며 2006년 3월 6일 및 7일에 실시된 하나로 RMS 감시기 성능시험에 참관하여 

평균값 요청 명령어에 대한 응답을 시험하였다. 시험은 하나로 RMS 감시기 중에 

RE004(UDR), RE013(UDR), RE018(UDR), RE019(LCU), RE022(LCU)에 각각 평균값 요

청 명령어를 송신하였으나 모든 감시기가 명령어를 인지 못하는 반응을 보였다. 컴퓨터에서 

감시기로 평균값 요청 명령어를 보내게 되면 정상적으로는 감시기가 평균값을 컴퓨터에게 

보내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감시기가 평균값 명령어를 인지 못한다는 NAK에 

해당하는 응답을 한 것이다.

위와 같은 현상을 발견한 후, 현재 하나로 RMS에서 동작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vision10)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소프트웨어 내부에서는 감시기가 평균값 요청 명령어에 

대해 NAK 응답을 하는 경우 현재값을 평균값으로 대치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로직은 감시기가 영원히 응답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평균값은 감시기의 평균

값이 아닌 감시기의 현재값으로 대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하나로 RMS의 분, 

시, 일 평균값은 각각의 정상적인 평균값이 아닌 그 시점에서의 현재값을 사용하고 있는 것

이다.

상세한 실험결과는 첨부자료를 참조한다.

개선방향

부록 3-4

하나로 RMS 평균값 계산 오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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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시기 제작자(Victoreen)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정확한 명령어를 요청한다.

2) 감시기의 평균값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컴퓨터는 현재값을 저장하여 매 분마

다 분평균을, 매 시간마다 시평균을, 매일 일평균을 계산해야 한다. 만일 컴퓨터에서 평균을 

계산한다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해 계산 로직이 복잡해질 수 있다. 

첫 째, 감시기는 현재값을 측정할 때마다 Quality Tag를 붙인다. 즉, 측정된 값이 

Questionable인 경우 이를 현재값에 표시하고 있다. (현재 RMS는 이것도 표시하고 있지 

않다.)

둘 째, Victoreen 매뉴얼 상에는 감시기가 평균값 계산 시 사용한 현재값 중 몇 %가 

정상적인 현재값이었는지를 평균값에 표시하고 있다. (현재 RMS는 이것도 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와 같은 로직을 반영한 평균값 계산과 그 값을 기록하고 추후 활용하는 절차

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3)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감시기가 인지할 수 있는 정확한 명령어를 사용하여 

감시기의 평균을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실험목적 및 방법

  기존의 하나로 RMS 프로그램의 평균값 계산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다.

  하나로 RMS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Vision10에 956WM-213A 감시기(RE046)를 연결하고,

  시리얼 포트를 통해 데이터가 전송되는 과정을 캡쳐한다.

  분이 넘어가는 시점 바로 전에 감시기로부터 전송되는 현재값을 캡쳐하여 기록한다.

  감시기가 분평균 요청 명령어에 대해 NAK 응답함을 캡쳐하여 기록한다.

  그 시점에서 분평균 DB에는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 실험결과

○ 통신 결과

704 오후 6:07:41 Vision.exe IRP_MJ_WRITE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7: 02 02 83 02 00 41 C0  =>(W) Request Value

705 오후 6:07:41 Vision.exe IOCTL_SERIAL_GET_COM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InQueue: 8 OutQueue: 0

706 오후 6:07:41 Vision.exe IOCTL_SERIAL_GET_MODE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Status: 08X

707 오후 6:07:41 Vision.exe IRP_MJ_READ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8: 02 02 84 40 17 0A 30 E9 =>(R) 0.08999919891357 :6시08분 평균값으로 사용

....

950 오후 6:08:00 Vision.exe IRP_MJ_WRITE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9: 02 02 85 02 00 46 01 01 C1 =>(W) Request Average

951 오후 6:08:00 Vision.exe IOCTL_SERIAL_GET_COM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InQueue: 6 OutQueue: 0

952 오후 6:08:00 Vision.exe IOCTL_SERIAL_GET_MODE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Status: 08X

953 오후 6:08:00 Vision.exe IRP_MJ_READ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6: 02 02 82 15 35 A2  (R) NACK Invailed CMD

....

1062 오후 6:08:57 Vision.exe IRP_MJ_WRITE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7: 02 02 83 02 00 41 C0  =>(W) Request Value

1063 오후 6:08:57 Vision.exe IOCTL_SERIAL_GET_COM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InQueue: 8 OutQueue: 0

1064 오후 6:08:57 Vision.exe IOCTL_SERIAL_GET_MODE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Status: 08X

1065 오후 6:08:57 Vision.exe IRP_MJ_READ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8: 02 02 84 3F CC CC D0 6B =>(R) 0.05000001192093 :6시09분 평균값으로 사용

1066 오후 6:09:08 Vision.exe IRP_MJ_WRITE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9: 02 02 85 02 00 46 01 01 C1 =>(W) Request Average

1067 오후 6:09:08 Vision.exe IOCTL_SERIAL_GET_COM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InQueue: 6 OutQueue: 0

1068 오후 6:09:08 Vision.exe IOCTL_SERIAL_GET_MODE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Status: 08X

1069 오후 6:09:08 Vision.exe IRP_MJ_READ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6: 02 02 82 15 35 A2 (R) NACK Invailed CMD

.......

1128 오후 6:09:47 Vision.exe IRP_MJ_WRITE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7: 02 02 83 02 00 41 C0  =>(W) Request Value

1129 오후 6:09:47 Vision.exe IOCTL_SERIAL_GET_COM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InQueue: 8 OutQueue: 0

1130 오후 6:09:47 Vision.exe IOCTL_SERIAL_GET_MODE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Status: 08X

-
2
3
5

-

첨부 1 - 평균값 요청 명령어에 대한 감시기의 반응



1131 오후 6:09:47 Vision.exe IRP_MJ_READ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8: 02 02 84 3F CC CC D0 6B =>(R) 0.05000001192093 :6시10분 평균값으로 사용

1132 오후 6:10:08 Vision.exe IRP_MJ_WRITE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9: 02 02 85 02 00 46 01 01 C1 =>(W) Request Average

1133 오후 6:10:08 Vision.exe IOCTL_SERIAL_GET_COM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InQueue: 6 OutQueue: 0

1134 오후 6:10:08 Vision.exe IOCTL_SERIAL_GET_MODEMSTATUS ₩Device₩Serial2 SUCCESS Status: 08X

1135 오후 6:10:08 Vision.exe IRP_MJ_READ ₩Device₩Serial2 SUCCESS Length 6: 02 02 82 15 35 A2  => (R) NACK Invailed CMD

○ 분 평균값 DB에 입력된 결과

분 평균은 분단위의 시간이 변하거나 프로그램이 최초 가동 시 분 평균 DB에 저장되는데,

6시 8분에 저장된 값을 보면 이 값은 6시 7분 41초에 획득한 현재값(위 실험에서 얻은 값)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6시 9분과 10분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즉, 위의 통신실험에서 얻은 결과와 분 평균 DB의 값을 비교하였을 때, 분 평균 DB에 현재값이 저장됨을 알 수 있다.

-
 2

3
6
 -



- 237 -

○ 시 평균값 DB에 입력된 결과

6시 근방에서 세 번의 시 평균 요청 명령어를 감시기로 보낸 결과, 

시 평균 DB에 저장된 값들이 분 평균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일 평균값 DB에 입력된 결과 (위의 시 평균값과 같은 문제임)

■ 결론

  RMS 감시기에서 평균값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현재 대부분 Victoreen RMS 감시기가 지

원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컴퓨터에서는 평균값이 아닌 최종 스캔된 값(즉, 현재값)을 그대

로 분평균, 시평균, 일평균에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현재 하나로 RMS의 평균값 계산에는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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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목적 및 방법

  기존의 하나로 RMS 프로그램의 평균값 계산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한다.

  하나로 RMS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Vision10에 956WM-213A 감시기(RE046)를 연결

하여 시험한다.

  프로그램 내부에서 평균값을 요청하는 부분에 정지점(breakpoint)을 삽입하여 프로그램의 

동작상태를 확인한다.

■ 실험결과

  다음은 Vision10에서 감시기로 평균값 요청하는 부분이다. 

procedure THisData.GetHistoricalMean(ctime:TDateTime;flag:integer);   //분간, 시간, 일간 데이터 저장

var

    alias: string;

    nn,hh,dd: TDateTime;

begin

if RunFlag = True then Exit;

RunFlag := True;

    alias := GetHistoricalAlias(flag,ctime,nn,hh,dd);

    if oldMin <> nn then begin                // minute

        case flag of

            1: GetAverageMean(nn,$46,alias+'M',DataRad1,ScanCnt1);

            2: GetAverageMean(nn,$46,alias+'M',DataRad2,ScanCnt2);

            3: GetAverageMean(nn,$46,alias+'M',DataRad3,ScanCnt3);

        end;

        oldMin := nn;

    end;

    if oldHour <> hh then begin               // hour

        case flag of

            1: GetAverageMean(hh,$46,alias+'H',DataRad1,ScanCnt1);

            2: GetAverageMean(hh,$46,alias+'H',DataRad2,ScanCnt2);

            3: GetAverageMean(hh,$46,alias+'H',DataRad3,ScanCnt3);

        end;

        Dbase1.UpdatePointTable_Main(ShowFlag);

        UpdateFlag := False;

        oldHour := hh;

    end;

    if oldDay <> dd then begin               // day

        case flag of

            1: GetAverageMean(dd,$46,alias+'D',DataRad1,ScanCnt1);

            2: GetAverageMean(dd,$46,alias+'D',DataRad2,ScanCnt2);

            3: GetAverageMean(dd,$46,alias+'D',DataRad3,ScanCnt3);

        end;

        oldDay := dd;

첨부 2 - 평균값 요청 명령어에 대한 감시기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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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d;

//    oldMin := 0;

//    oldHour := 0;

//    oldDay := 0;

RunFlag := False;

end;

procedure THisData.GetAverageMean(ctime:TDateTime;SBC:byte;alias:string;  //DB에 값을 입력하는 부분

                                  scan:array of TVisiScan;cnt:integer);

var

    i,j: integer;

    sql1,sql2,sql3: string;

    port,chnl: byte;

    cmmd: ^TScanCmmd;

    data1,buff1: array [0..10] of Real;

begin

    with VisiMain1 do begin

        Database50.Connected := False;

        Database50.AliasName := 'scan' + alias;

        Database50.Connected := True;

        Database51.Connected := False;

        Database51.AliasName := alias;

        Database51.Connected := True;

    end;

    for i:=0 to cnt do begin

        cmmd := @scan[i].cmmd^;

        port := scan[i].port-1;

        chnl := scan[i].chnl;

        for j:=0 to 10 do data1[j] := -1;

        for j:=0 to scan[i].ccnt-1 do begin

            if HistoricalWithout_1(port,chnl,cmmd.cmmd,SBC,1,1,buff1) = True then

                 data1[cmmd.cmmd] := buff1[0]

            else data1[cmmd.cmmd] := cmmd.value;  

이 부분이 감시기로 평균값 요청 명령어를 보내고 감시기가 평균값을 응답하면 그 값을 사용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현재값을 평균값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다. 즉, 입력할 값을 결정하는 부분으로 감시기와 통신이 성공하면 buff1[0] 

값을 입력하고 실패하면 cmmd.value 값을 입력함. 따라서 평균값 응답이 NAK이면 cmmd.value을 입력함.

cmmd.value은 DataScanning()함수에서 GetCurrentValue() 함수를 호출하면, 이때 계측기의 current value를 가

져옴. 예를 들어 분평균값 요청 명령어는 (<02><02><85><CID><CMD><46><1><1>)임

            Inc(cmmd);

        end;

        with VisiMain1 do begin

            name := 'scan' + Graph11.FormatZero('%03d',scan[i].re);

            sql2 := 'Insert into ' + name + ' values (';

            sql3 := Format('%.14f',[data1[0]]) + ','     // Value00

                  + Format('%.14f',[data1[1]]) + ','     // Valu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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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rmat('%.14f',[data1[2]]) + ','     // Value02

                  + Format('%.14f',[data1[3]]) + ','     // Value03

                  + Format('%.14f',[data1[4]]) + ','     // Value04

                  + Format('%.14f',[data1[5]]) + ','     // Value05

                  + Format('%.14f',[data1[6]]) + ','     // Value06

                  + Format('%.14f',[data1[7]]) + ','     // Value07

                  + Format('%.14f',[data1[8]]) + ','     // Value08

                  + Format('%.14f',[data1[9]]) + ','     // Value09

                  + Format('%.14f',[data1[10]])+ ')';    // Value10

// data1 real array 값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됨

            sql1 := sql2 + Format('%.9f',[ctime-2])+ ',' + sql3; // Times

            Query50.Close;

            Query50.sql.Clear;

            Query50.sql.Add(sql1);

            Query50.ExecSQL;

            Application.ProcessMessages;

            sql1 := sql2 + Format('%.9f',[ctime])+ ',' + sql3;   // Times

            Query51.Close;

            Query51.sql.Clear;

            Query51.sql.Add(sql1);

            Query51.ExecSQL;

            Application.ProcessMessages;

        end;

    end;

end;

function THisData.HistoricalWithout_1(Port:Byte; CID:Byte; CMD:Byte; SBC:Byte;

                            D1:Byte; D2:Byte; var Buff:array of Real): Boolean;

begin

    Result := ScanRequ1.HistoricalWithout(port,CID,CMD,SBC,D1,D2,buff);

end;

function TScanRequ.HistoricalWithout(Port:Byte; CID:Byte; CMD:Byte; SBC:Byte;

                            D1:Byte; D2:Byte; var Buff:array of Real): Boolean;

var

    i,j,cnt: Integer;

    temp: array [0..512] of Byte;

begin

    Result := False;

    if (SBC<>$46)  and (SBC<>$42) and (SBC<>$45) then begin

        Exit;

    end;

    if (D1<1) or (D2<1) or (D2<D1) then Begin

        Exit;

    end;

    cnt := 4 * ((D2 - D1) + 1);

    if (cnt<=0) or (cnt>240) then begin

        Exit;

    end;



- 241 -

    temp[0] := CID;

    temp[1] := CMD;

    temp[2] := SBC;

    temp[3] := D1;

    temp[4] := D2;

    Result  := False;

    if PortSending(Port,temp,5) = true then begin

        if PortReceive(Port,temp,cnt) = True then begin

            i := 0;

            j := 0;

            while i < cnt do begin

                Buff[j] := Scanutil1.GetBufferToValue(

                             temp[i],temp[i+1],temp[i+2],temp[i+3]);

                i := i + 4;

                j := j + 1;

            end;

            Result := True;

        end;

    end;

end;

위 프로그램에서 평균값 요청한 후 감시기가 정상 응답하면 True가 되어 평균값을 

사용하는 부분과 NAK 응답하면 False가 되어 현재값을 평균값으로 사용하는 부분

에 각각 breakpoint를 걸어 감시기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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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실험결과 HistoricalWithout_1 함수에서 화살표(⇒) 부분 즉, 통신실패(NACK)로 인해 

False가 되어 현재값을 평균값으로 저장하는 부분이 수행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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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WIRE MESH SENSOR PROGRAM 사용 설명서 

차례

1 프로그램 구조

가. 측정(Measurement)

나. 결과확인(Result)

다. 시스템 변수설정(System Parameter Setup)

2 기능키 설명 ( Description of Function Key)

가. Measurement

1)  Image View

2)  Data View

3)  Data Display

4)  Bar-graph Indicator

5)  Reference Measurement

6)  Fram Frequency

7)  Current Time

8)  File Path

9)  Reservation

10) Measurement

11) Average Bubble Rate

12) Start

13) Stop

나. Result

1) Image View

2)  Data View

3) Slice Image View

(1) Measurement/ Excitation

(2) Electrode

(3)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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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

(1) Source File Path

(2) Measurement Parameter

(3) Delay Time Set

(4) Frame Positon

(5) Still/Up/Down

(6) Average Bubble rate

(7) Start

(8) Stop

5) File Translation

(1) Source File Path

(2) Measurement Parameter

(3) Bubble Rate Path

(4) Frame Fraction Path

다. System Parameter Setup

1) Threshold Value

2) Text Display

3) Gradation Color

4) Login/Password

3. 측정순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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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의 기본 구조.

  본 프로그램은 그림 1-1과 같이 기능상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측정

(Measurement), 결과확인(Result), 시스템변수설정(System Parameter Setup) 이다.

가. 측정(Measurement)에는 다음의 3 가지의 모드가 있다. 

1) Reference Measurement Mode

   Wire-mesh sensor로 실험할 경우 기포율 계산에 기준이 되는 기준값        

   (Threshold Value)을 측정하는 것으로 공기만 있을 경우와 물만 있을 경우  

   각각 측정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c:\Wire mesh\Water.wsd     c:\Wire mesh\Water.txt

     c:\Wire mesh\bubble.wsd    c:\Wire mesh\bubble.txt

   위치에 저장되며 측정할 때 마다 파일이 교체된다. 측정하지 않을 경우 기  

   존의 파일을 이용해 기포율을 계산하게 된다.

2) Reservation Mode 

   예약기능으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정해진 시간만큼 측정할 때 사용한다.

3) Measurement Mode

   예약기능 없이 바로 측정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나. 결과확인(Result)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다. 

1) Result View Mode 

   측정 결과를 Frame 단위 Image 또는 Raw data로 확인하는 것이다. 

2) File Translation Mode

   측정한 데이터를 Frame 단위 기포율로 변환하거나 Voltage 단위로 변환하는  

   모드이다. 저장은  Text Format 으로 저장되며 Excel 프로그램으로 읽는 것  

   이 가능하다.

다. 시스템변수 설정(System Parameter Setup)

1) User Parameter Setup

   사용자 변수 설정으로 Image 및 Raw Data Display시 색을 설정한다.

   색 설정을 단계별로 할 수 있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과 끝을 설정하고 중간 값은 해당 비율로 분할하는 Gradation 기능이   

   있다. Gradation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구간에 해당하는 색을 지  

   정해야 한다. 

   ex) Gradation option  check on 

       

   ex) Gradation option  check off

       

2) Engineer Parameter Setup

   기타 운전 변수로 프로그램 Channel 확장이나 신호 패턴 변환할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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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림 1-1. 

2. 기능키 설명 ( Description of Function Key)

가. Measurement

1) Image View

   측정되는 수평단면을 Frame 단위로 Display 하며 각각 Wire의 Cross        

   Section은 하나의 Pixel이 된다. 해당 Pixel은 기포율로 환산하여 해당하는  

   색으로 Display된다.

2) Data View

   측정되는 수평단면을 Frame 단위로 Display 하며 각각 Wire의 Cross        

   Section은 하나의 Pixel이 됨 해당Pixel은 기포율로 환산하여 그림 1-2와같  

   이 십진수로 Display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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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Data Display

3) Data Display Image View 

일 경우 Data Display를 

On 으로 설정을 하면 해당 

값이 색과 숫자로 동시에 

Display된다.

     

                      

4) Bar-graph Indicator

   측정 할 경우 남은 시간을 나타낸다.

   Default는 10 초.(그림 1-3) 

   (단위 초(Sec)).

5) Reference Measurement

   기포율 계산할 경우 계산식에 사용하게 될 상수(Threshold)를 측정하는 것  

   으로 그림 1-1에서 Reference Measurement 아래 Start/Stop 스위치를 클릭  

   하면 아래 그림 1-4와 같은 창이 나타남. Water는 물만 있을 경우 Bubble은  

   공기만 있을 경우 각각을 클릭하여 측정하며 측정한 값은 기포율 계산을 위  

   한 상수로 사용한다. 

    
그림 1-4. Reference Measurement

 □□ 측정된 결과는 C:\WIRE MESH의 
하위 폴더에 저장됨. 저장은 TXT 파일과 WSD 파일 형태로 저장되며 Excel   

    프로그램으로도 읽기가 가능하다.

측정시마다 다시 Refresh 된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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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C:\WIRE MESH\bubble.wsd 

    C:\WIRE MESH\bubble.txt 

    C:\WIRE MESH\water.wsd 

    C:\WIRE MESH\water.wsd

6) Frame Frequency

   측정시 Frame Frequency를 나타낸다.

   측정 주파수:30,160,320,640,1280,1600,3200,3800,3900Hz.

7) Current Time

   현재의 시간을 나타낸다.  ex) 오전 9:30:15.456  2007-01-12

8) File Path

   측정한 결과를 저장할 위치를 선택함 만약 파일위치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C:\Result 의 하위폴더에 저장 된다.

   하위 폴더에는 아래와 같이 세 개의 파일이 생성된다.

  .WSD는 Binary Type으로 측정결과를 나타낸다(Excel프로그램으로 읽기 가    

   능).

  .TXT는 Text Type으로 측정결과를 나타낸다(Excel프로그램으로 읽기 가능).

  .CFG는 측정시 설정하 던 변수를 나타낸다(Excel프로그램으로 읽기 가능).

ex)C:\Result\20060604192311_30.wsd

ex)C:\Result\20060604192311_30.txt

ex)C:\Result\20060604192311_30.cfg

9) Reservation

   정해진 특정 시간에 측정 하고자할 때 Star Time을 설정하고 Time을 설정하  

   면 정해진 Start Time에 설정한 Time 동안 측정이 이루어진다.

   그림 1-5와 같이 측정시간 설정은 Dial로 되어 있으며 마우스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고 숫자를 Digital Display창에 바로 입력할 수 있다.

그림 1-5.

10) Measurement

    예약기능 없이 시작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측정을 시작하고자할 때         

    Measurement 기능을 사용한다. 그림 1-6과 같이 측정시간 설정은 Dial로   

    되어 있으며 마우스를 이용하여 설정할 수 있고 숫자를 Digital Display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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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바로 입력할 수 있다.

         
그림1-6

11) Average Bubble Rate

    Frame에 대한 평균 기포율을 나타내며 아날로그 지시계와 Digital 지시계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 기포율 단위는 % (Percentage)로 나타낸다.

   
그림 1-7

12) Start

    Start 버튼을 클릭하면 측정이 시작된다.

    측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클릭을 하게 되면 아무런 반응이 없다.

13) Stop

    Stop 버튼을 클릭하면 측정이 종료되며 측정 종료를 클릭하지 않을시      

    자동적으로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종료된다.

나. Result

1) Image View

   측정되는 수평단면을 Frame 단위로 Display 하며 각각의 Wire Cross        

   Section은 하나의 Pixel이 된다. 해당 Pixel은 기포율로 환산하여 설정해놓  

   은 색으로 Display 된다.

2) Data View

   측정되는 수평단면을 Frame 단위로 Display 하며 각각의 Wire Cross        

   Section은 하나의 Pixel이 된다. 해당Pixel은 기포율로 환산하여 십진수로  

   Display 된다.

3) Slice Image View

   기존의 Image View 는 수평 단면을 Display 한다. 그러나 Slice Image View  

   는 수직단면을 설정한 Frame 만큼 Display한다.

   Frame 수는 1∼80 Frames 까지 선택가능하며 보고자 하는 수직단면에 해당  

   하는 Electrode를 선택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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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ult(그림 1-9)

그림 1-8. Slice Image View

7.1.1.1.1 Measurement/ 

Excitation

수신/송신 Electrode 

선택 스위치

7.1.1.1.2 Electrode

1~16번까지의 

Electrode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7.1.1.1.3 Frame

한 화면에 나타내는 

총 프레임수를 설정한다.

( Default: 35 Fr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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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ource File Path

    확인하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다.

    문서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한다.

(2) Measurement Parameter

    측정시 설정했던 변수가 Display 된다.

    측정된 Channel, Frame Frequency,

    측정시간이 표시된다.

    변수를 정확히 읽었을 경우

    Read Success Led가 점등되며

    실패할 경우 멸등된다.

☯ 측정변수는 xxx.cfg 파일에 저장된다.

(3) Delay Time Set

 측정된 데이터를 검색할때 자동으로 프레임을 카운트하면서 Display 

 된다. 그때 프레임 카운트 지연시간을 설정하는 것이다.

 시간을 1초로 설정할 경우 1초마다 하나의 프레임이 Display 된다.

☯ 단위는 Millisecond(mS)이다.

(4) Frame Position

 측정된 결과를 확인할 때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원하는 위치  

   의 프레임을 확인하고자할 때 숫자를 기입하거나 Dial을 돌려 원하는 위  

   치의 프레임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5) Still/Up/Down

    그림 1-9와 같이 Frame을 카운트할 때 Up 카운트 하면서 Display를 할지 

    혹은 Down 카운트를 하면서 Display를 할지 아니면 Still (정지를) 할지 

    진행 방향을 선택한다.(초기 Default 는 UP 카운트이다)

(6) Average Bubble rate

    한 Frame에 대한 평균 기포율을 나타낸다.

    기포율은 Percentage로 나타낸다.

    Bubble Rate=(Water - Measured Value)/(Water - Bubble) X 100

    ex) Water =8V , Measured Data=5V, Bubble = 4V

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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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bble Rate = (8-5)/(8-4)X100= 75%

 평균 기포율 계산할 때 각각의 모서리에 10개의 Cross Point는 제외       

    된다. 총 40개 제외됨으로 256-40=216개를 평균하여 평균 기포율을 계산  

    한다.

(7) Start

 Result View에서 Star 키를 누르면 Display가 시작이 되며 자동으로 

   Up Count 된다. 진행되는 도중에 클릭을 하게 되면 아무런 향이 없다.

(8) Stop

 종료하고자 할 때 사용을 하며 Result View 는 더 이상 재상할 프레임이 

 없다면 자동 종료된다.

5) File Translation

측정된 데이터를 기포율 또는

측정 Voltage로 저장이 가능하다.

사용자가 보기 쉽게 프레임 간

간격을 띄우며 각각의 프레임위쪽에

해당프레임 번호가 쓰여 진다.

(1) Source File Path

   변환 하고자 하는 파일의 위치를

   선택한다. 아이콘을 클릭하여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다.

(2) Measurement Parameter

    측정시 설정한 주파수 측정날짜

    채널수를 표시한다. 변수를 정확히

    읽었을 경우 Read Success Led가

    점등된다.

(3) Bubble Rate Path

   측정된 데이터를 기포율로 변환하여 

   저장하는 것으로 변화된 데이터의 

   저장위치를 지정하는 것이다.

그림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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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rame Fraction Path

   측정된 데이터를 Text 파일형식으로 프레임간 간격을 띄워 저장된다.

다. System Parameter Setup

1) Threshold Value

   Image Display할 때 색을 설정하는 것으로 각각의 단계별로 값을 정하고 색  

   을 정하면 설정한 값에 해당하는 색을 Display 하게 된다.

ex) index 0   Value:0    Color: Red

    index 1   Value:30   Color: Blue

    index 2   Value:60   Color: Black

    일때 Data가 30이면 Blue로 Display가 되며

    Data가 60이면 Black이 된다.

※ 사용하지 않는 Cross Poin 총 40개 Points는 127설정하여 

              Display하기 때문에 Threshold Value 설정하고 최종 값은 

   Value : 127  Color : 사용자임의 색.

    위와 같이 반드시 설정해야한다.

※ 기포율은 100%가 최대이기 때문에 설정 시 

100 이내에서 값을 설정해야한다.

2) Text Display

   Data View 나 Data Display 기능을 사용할 때 Text의 자색과 배경색을 설  

   정하는 것이다.

3) Gradation Color

   Threshold Value 값에 따라 Color Ramp색이 변하는데 그때 중간 값 설정 없  

   이 자동으로 중간 값을 Display 하는 기능이다.

ex) index 0   Value:0    Color : Red

    index 1   Value:100   Color: Blue

   위와 같이 설정하 을 경우 Data가 50이면 Red와 Blue를

              50:50로 배합된 색이 Display 되며 혹은 Data가 10이면 Red 

              와 Blue가 10:90로 배합된 색을 나타낸다.

4) Login/Password

   기타 운전 변수로 프로그램 Channel 확장이나 신호 패턴 변환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설정할 필요 없다. 잘못 설정시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 (비 번호: 2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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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순서 및 방법     

가. Sensor Interface Module과 센서 그리고 컴퓨터 등 연결 상태 확인.

나. Wire Mesh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다. Reference Measurement 창에 Start 버튼을 클릭한다. 

1) Reference Measurement를 클릭하면 그림 1-11와 같은 창이 나타난다.

그림 1-11.
        

2) 위와 같은 창이 나타나면 먼저 Bubble을 클릭한다. 클릭함으로 Bubble 

Reference 측정이 시작되며 측정은 약 10초 내외에서 이루어진다. 

3) 이후 Water를 클릭하여Water Reference를 측정한다. 

4) Bubble 및 Water 파일은 C:\Wire Mesh 폴더에 저장되며 Wire Mesh 폴더는 자

동 생성된다.

라. Measurement

1) 측정 데이터 저장위치를 선택한다.

2) 측정 프레임 주파수를 선택한다.

3) 옆에 그림에서와 같이 측정모드를 Reservation 

       또는 Measurement 중에서 선택하고 측정 시간을

   설정한 후 Start 버튼을 클릭하면 설정한 시간만큼 측정이 실행된다.

4)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측정이 끝나고 측정중간에 

   Stop 버튼을 클릭하면 측정이 멈추게 된다.

※ 측정완료 후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약 1~15초정도의 저장시간이 소요된다.

마. Result View(그림 1-12)

1) Source File Path

   확인할 측정데이터 파일을 선택한다.

2) Delay Time을 선택한다.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의 시간을 나타낸다)

3) Start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측정데이터가 Display 

   된다.



그림1-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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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File Translation

1) Source File Path 변환 하고자 하는 

   파일의 위치를 선택한다.

2) 변환된 파일저장위치를 선택한다.

3) Start 버튼을 클릭하여 변환을 시작한다.

   변환할 데이터가 없으면 자동 종료되며 

   Stop 버튼을 클릭할 경우 바로 종료된다.

그림1-12(c).그림1-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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