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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방사선차폐 사용후핵연료 융해시스템의 제작 및 설치

II. 목적 및 필요성
크립톤, 제논 등 핵분열생성기체는 핵분열생성물중 가장 많이 발생되는 핵종
이며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라 증가한다. 핵분열생성기체는 대부분 핵연료 조직
내에 잔류되어 핵연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며 일부는 방출되어 봉내압
을 증가시킨다. 핵연료의 고연소화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의 발생량 및 방출율
등에 관한 자료는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고방사성 시료인 사용후
핵연료 내 잔류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및 동위원소 분포에 관한 자료를 생산 할
수 있는 방사선차폐시설 및 측정기술이 요구된다.
III. 내용 및 범위
-차폐글로브박스 및 부속장치의 제작 및 설치
-차폐글로브박스의 차폐해석
-사용후핵연료융해 시스템 설치
-차폐글로브박스의 성능평가
-융해시스템 운영절차

IV. 활용계획
본 시스템은 고방사성 시료의 취급 및 사용후핵연료 내 잔류핵분열기체의 측
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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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Title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of Radiation Shielded Spent Fuel Fusion System

II. Objective and importance
The fission yield of fission-product gas, krypton and xenon, is the highest
among the fission products and their generation amount lineally increase
with burnup of fuel. Most of the generated fission gases are retained in the
fuel matrix in supersaturated state, thus alter the original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fuel. And some of them are released into free volume of a
fuel rod and that cause internal pressure increase of a fuel rod. Furthermore,
as extending fuel burnup, the data on fission gas generation(FGG) and fission
gas release(FGR) are considered very important for fuel safety investigation.
Consequently,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n experimental facility for handling
of highly radioactive sample and to develop an analytical technology for
measurement of retained fission gas in a spent fuel.
III. Scope and contents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of a shielded glove box and its accessories
for handling of spent fuel segment
-Shielding analysis of a shielded glove box
-Installation of spent fuel fusion system
-Performance test of the fabricated glove box
-Operation procedure of the fusion system

IV. Proposal for application
The analytical facility and technology will be commissioned for handling of
highly radioactive material and applied for determination of retained fission
gas in a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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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원자로 내에서 핵연료의 중성자 조사 시 발생되는 Xe, Kr 등 핵분열생성기체
의 발생량은 총 핵분열생성물의 약 15 ～ 30%에 달한다. 이렇게 발생된 핵분열
생성기체는 대부분 핵연료 내에 잔류되어 핵연료의 성능을 변화키며 일부는 핵
연료봉내 자유공간으로 방출되어 핵연료봉 내압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핵분열생
성기체의 총발생량, 핵연료봉내 방출율 및 핵연료 내 잔류율 등은 신규 개발한
핵연료 및 상용 핵연료의 허가 연소도 결정 시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
다[1,2,3]. 또한 핵연료의 연소도에 따른 핵분열생성기체의 분포 예측모델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핵분열생성기체의 거동에 관한 실험적 자료가 요구된다. 현재 한
국에서도 상용 원자력발전소의 핵연료봉내 방출 핵분열생성기체의 조성 및 동위
원소 분포 측정기술은 잘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조사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
기체의 양 및 조성에 관한 정량분석 기술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후
핵연료의 실험적 측정에 의한 핵분열생성기체 발생량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핵분열생성기체의 방출율은 코드계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기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핵연료 내에 존재
하는 핵분열생성기체를 적절한 방법으로 추출해야 한다. 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
생성기체의

추출법에는

질산,

황산-인산의

혼합산

등을

사용한

산용해법,

NaNO3-Na2O2 등에 의한 molten salt 용해법, 레이저 용해법 및 금속 조연제를
사용한 불활성기체융해법등이 있다[2,3]. 산용해법은 실험장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장치 구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등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산용
해시 발생되는 NOx, SOx와 같은 부식성 off gas를 제거하고 핵분열생성기체를
포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약과 장치를 사용해야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진공분위
O

기에서 NaNO3-Na2O2-NaOH와 함께 용융염을 만들어 약 550 C에서 용융시키는
molten salt 용해법은 장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시료의 용해온도가 낮고, 부식성
의 off gas가 발생하지 않으며, 방출기체량의 측정이 간단하다. 그러나 사용후핵
연료 용해시간이 약 10 시간 정도로 길며, 많은 양의 질산염을 사용해야 하므로
폐기물 발생량이 많아진다. 불활성기체융해법은 알곤 혹은 헬륨분위기의 흑연도
가니에서 사용후핵연료를 금속 조연제와 함께 고온 융해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
O

법은 수초 이내에 약 3000 C까지 온도 상승이 가능한 electrode furnace(혹은
impulse furnace)를 사용한다. 이 방법은 사용후핵연료 사용량이 1.0 g 이하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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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융해시간이 수분 이내로 짧으며 off gas 처리가 필요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용으로 시판되는 금속 시료의 수소 혹은 질소/산소분석기의 electrode furnace
를 응용할 수 있다[3].
사용후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조성의 정량분석 및 동위원소 분포측
정을 위해서는 고방사성 시료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방사
선차폐시설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용후핵연료 내 잔류 핵분열생성기체
를 정량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융해장치, 기체포집장치 및 관련 차
폐글로브박스의 설계, 제작,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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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방사선차폐글로브박스 개념설계
고방사성시료인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차폐글로브박스의
기본개념을 수립하였다. 실험실의 공간, 건물의 안전성, 기기의 유지관리 등을 고
려하여 차폐글로브박스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내부에 설치할 기기 및 장치를 최
소화하였다. 또한 고방사선 환경인 글로브박스 내부에 설치될 기기 및 장치의 구
조를 단순화하고 방사선에 약한 전자부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개념으로 설계하
였다.

제 1 절 차폐글로브박스 설계
1. 고방사성 시편 취급 시설의 방사선 안전개념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시편을 취급하기 위한 차폐글로브박스의 설
계는 다음과 같은 방사선안전개념을 반영해야 한다[4-6].
•방사선에 대해 충분한 차폐능을 갖는 물질로 차폐되어야 한다.
•방사성물질은 그 특성에 따라 단일 또는 다중으로 격리된 차폐공간 내
에서 취급 되도록 한다.
•격리된 차폐 공간 내에서 취급되는 방사성 물질의 외부 누출 방지설비를
갖춘다.
•차폐글로브박스 내부는 부압을 유지한다.
•시설 내 공기흐름은 오염이 낮은 지역으로부터 오염이 높은 지역으로 흐르
도록 한다.
•차폐글로브박스로 부터 배기되는 공기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고 방사능
준위를 확인한 후에 대기로 방출되도록 한다.
•차폐글로브박스 내부로 부터 배기되는 공기는 순환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종방출구는 Deep under pressure(DUP) line에 연결되어야 한다.
2. 핵연료융해 장치 및 부속장치의 구성개념
1) 장치배열 개념
•핵연료 융해장치 및 부속장치의 구성개념은 Fig. 1과 같다.
•글로브박스는 납차폐글로브박스와 아크릴글로브박스로 구성한다.
•핵연료융해장치, 진공청소기, 정밀저울, 시료 및 폐기물보관함 등은 고에너
지 감마선 차폐가 가능한 차폐글로브박스 내에 설치한다.

- 3 -

•융해장치의 콘트롤파트 및 기타 부속장치는 아크릴글로브박스에 설치한다.
•융해로 및 콘트롤파트의 운영 및 기타 지원 시스템을 담당하는 컴퓨터를
설치한다.
•차폐글로브박스와 아크릴글로브박스 상호간에 전기, 가스, 냉각수 등 유틸
리티라인을 연결한다.
•차폐글로브박스에는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 1쌍을 설치한다.
•아크릴글로브박스에는 고무글로브 1쌍을 부착한다.

Fig. 1. Lay-out of an acryl glove box and a shielded glove box for
dissolution of a spent f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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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차폐글로브박스제작개념
1. 차폐글로브박스 및 부속장치의 제작 및 설치
차폐글로브박스 제작 시 설치 장소, 이동경로의 건물구조, 출입문의 크기, 이
동거리 및 설치작업 공간 등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글로브박스에 설치될 핵연료
융해장치 및 기타 부속장치의 원격조작이 용이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1) 차폐글로브박스 제작 설치
•차폐글로브박스 및 관련 부속시설의 설치 위치는 Fig. 2의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7414호 이다.
•화학시험시설 7414호에 차폐글로브박스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북쪽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한다.
•설치 위치는 북쪽 복도에서 약 20 m 이상의 위치에 있다.
•차폐글로브박스 육면체의 각 차폐면은 두께 10 t의 철제프레임에 납두께
80 mm의 주조방식으로 제작한다.
•주조한 각 차폐면은 무게 약 2 ～2.5 톤의 고중량물이다.
•핵연료융해장치 및 관련 부속장치를 설치할 라이너박스는 스테인레스스틸
로 제작한다.
•라이너박스는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에 설치되며 Deep under pressure(DUP)
라인에 연결되어 24시간 부압이 유지되어야 한다.
•차폐글로브박스 지지대위에 차폐글로브박스를 안착시킨다.
•차폐글로브박스는 고중량이므로 인양시 특수 공구 및 장치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인양해야 한다.
•인양한 차폐글로브박스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한다.
•각 차폐면의 상호 체결은 볼트 및 용접방식으로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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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aboratory 7414 for installation of a shielded glove box and its
accessories.
2) 차폐글로브박스 유지관리용 도어제작
•차폐글로브박스 좌측면에는 글로브박스 내에 설치되는 융해로인 EF-500
유지관리를 위한 출입문을 설치한다.(Fig. 3)
•출입문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개폐한다.
•출입문 내부에는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하고 적당한 위치에 글로브를 부착
할 수 있는 구멍을 2개 가공한다.

Fig. 3. Concept design for left side door of a shielded glove box.
•차폐글로브박스 후면에는 글로브박스 유지관리용 도어를 부착한다.(Fig. 4)
•후면 도어의 개폐방식은 슬라이딩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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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도어 내부에는 투명 아크릴판을 부착하며 글로브를 부착할 수 있는 2
개의 구멍을 가공한다.
•후면도어 내부에는 유지관리용품을 반입, 반출 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한다.

Fig. 4. Concept design for rear side door of a shielded glove box.
3) 차폐글로브박스 내 장치 설치 및 배기개념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에 설치하는 EF-500 electrode furnace는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EF-500 하부에 회전원판을 깔고 다시 그 밑에 전, 후 작동이 가능한 레일
을 설치한다.(Fig. 5 )
•회전원판 및 레일의 적당한 위치에 고정 장치를 하여 고정 시킬 수 있도록
한다.
•회전원판 및 레일은 약 170 kg의 EF-500 무게를 지탱 할 수 있어야 한다.
•회전원판 및 레일 설치에 의한 틈새는 적당한 방법으로 밀봉하여 작은 물
체가 유실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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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stallation concept for EF-500 electrode furnace in a
shielded glove box.
•아크릴글로브박스 및 차폐글로브박스에는 미세 입자를 제거할 수 있는 필
터를 부착한다.
•필터는 흡기, 배기 부분에 2개 1쌍으로 하여 부착한다.
•아크릴글로브박스 및 차폐글로브박스의 최종 방출구는 각각 DUP line에 연
결한다.
•EF-500의 퍼지 최종방출구도 DUP line에 연결한다.
•아크릴글로브박스에는

14

3

C 및 H을 산화시켜

o

14

CO2, HTO 형태로 포집할 수

있는 산화제(CuO, 650 C) 및 흡착제(Alakali, Anhydorne) 칼럼을 각각 부착
한다.(Fig. 6)

- 8 -

Fig. 6. Concept of ventilation and volatile fission products trap for an
acryl glove box and a shielded glove box.
4) 시료 및 폐기물 보관용기 제작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에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시 고방사선량에 의한
기기의 손상 방지 및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시료 및 폐기물 보관용기를 제작
해야 한다. 시료 및 폐기물 보관용기의 제작 개념은 다음과 같다.(Fig. 7)
•시료병은 알루미늄 재질로 지름 10 mm x 높이 15 mm 크기에 뚜껑을 부
착한다.
•시료병 뚜껑은 시료보관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원격조종기로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시료병 뚜껑 외부는 요철 처리하여 원격조종기 조작이 용이하도록 한다.
•시료 및 폐기물 보관용기는 Fig. 7과 같이 스테인레스틸 프레임에 납
30 mm 두께로 주조하여 내부에 내경 120 mm x 높이 100 mm의 원통형
모양이 되도록 제작한다.
•용기의 상부에 뚜껑 개폐를 위한 레일을 장치한다.
•용기 뚜껑은 보관용기에 맞는 크기로 제작하며 상부에 원격조종기로 개폐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위치에 손잡이를 장치한다.
•용기 뚜껑의 하부에는 원격조종기에 의한 개폐가 용이하도록 구동장치를
부착한다.
•용기 뚜껑은 두께 20 mm의 스테인레스스틸로 제작한다.
•뚜껑을 용기에 덮었을 때 구동장치가 보이지 않도록 용기본체 상부에
적당한 크기의 홈을 가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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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cept design of a sample and waste storage vessel.

2. 모의차폐글로브박스 구성
핵연료융해시스템 설치 시 문제점을 체험적으로 검증하고 실제 제작 시 문
제점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의차폐글로브박스를 구성해야 한다. 모의차폐글로브박
스의 구성개념은 다음과 같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 제작은 실제 차폐글르브박스의 제작 및 운전 시 예
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의 크기 및 모양은 가능한 실제 제작할 차폐글로브박스
와 유사하도록 한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는 철제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는 하부면, 전면 및 지지대로 구성되며 좌측면, 우측면,
천정면 및 후면은 개방식으로 한다.(Fig. 8)
•모의차폐글로브박스의 전면은 가로 2000 mm x 높이 1905 mm x 두께 250
mm의 크기 이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 전면은 지지대 앞쪽에서 약 200 mm 안쪽으로 설치
한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 지지대의크기는 가로 2100 mm x 깊이 1750 mm x 높
이 900 mm의 크기이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의 전면에는 감마-베타형원격조종기 1쌍을 설치할 수
있는 2개의 구멍을 가공한다.
•구멍의 크기는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를 설치할 수 있는 크기며 두 구멍
사이는 중심에서 1025 mm 간격을 유지한다.
•원격조종기

설치를

위한

구멍은

지지대

바닥에서

2400

mm

높이

에 가공한다.
•이 위치는 원격조종기의 작동거리(700 mm) 및 정지 시 거리(696.9 mm)를
고려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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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차폐글로브박스 전면에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 1쌍을 설치한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 전면 눈높이에는 납유리 부착을 가정한 구멍을 가공한
다.
•이 구멍에 투명 아크릴판을 부착하고 납유리의 크기를 조절하여 내부 투시
도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에는 사용후핵연료 융해장치로 사용할 융해로, 진공청소
기, 정밀저울 등을 설치한다.
•융해로콘트롤 파트는 모의차폐글로브박스 외부의 지지대위에 설치하고 모
의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된 융해로와 유틸리티라인을 연결한다.

Fig. 8. Design of a mock-up for a shielded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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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방사선차폐해석
1. 방사선원
사용후핵연료 시편을 취급하는 차폐글로브박스 설계 시 사용할 사용후핵연
료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선원강도를 먼저 알아야한다.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원은 고에너지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핵분열생성물(Fission products)이다.
차폐글로브박스 내에서 취급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시편양은 최고 1.0 g으로 가정
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시편 선원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연소된 연소도, 방출 후 냉각기
간

등에

따라

방사성물질의

종류와

강도를

추정해야

한다.

선원계산은

ORIGEN-2 코드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초기농축도, 연소도, 냉각기간 등을 입력
자료로 하여 수행하게 된다. Table 1에 이들 핵분열생성물 동위원소에 대한 방사
선원의 종류와 세기 및 에너지 스펙트럼을 기술하였다[4,5].

-Radioactive source : Spent fuel mini-disk
- Burnup : 50,000 MWd/MtU
- Cooling time : 3 yrs
- Spent fuel weight : 1.0 g (φ: 0.5cm, H: 0.12cm)

Table 1. Fission product source energy spectrum
Source strength spectrum
Energy (MeV)

(Photon/sec)

0.38

(* Based on 1.0 g.U)
6.52 E + 8

0.58

1.26 E +10

0.85

4.31 E + 9

1.25

6.90 E + 8

1.75

3.30 E + 7

2.30

2.81 E + 7

2.8

8.60 E + 5

3.5

1.10 E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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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폐계산을 위한 해석모델
차폐글로브박스의 방사선차폐 해석에 대한 방사선량율 변환인자는 Table 2
에 나타내었으며, 차폐글로브박스 표면의 선량율 기준은 2.5 mrem/h로 설정하였
다. 차페글로브박스의 설계구조는 Fig. 9와 같다. 여기서 주 차폐체는 납으로 구
성되어 있고 납유리가 부착되어 있어 작업 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차폐글
로브박스의 방사선 차폐해석을 위한 계산모델은 차폐 재료와 구조로서 구성하였
다. 차폐해석 모델은 감마선원 전용 차폐해석코드인 QAD-CG에 적용할 3차원
(x,y,z) 기하학 구조로 하였다. Fig. 10은 방사선차폐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
로이 구성한 차폐글로브박스의 계산모델이다. 여기서 방사선 선량율은 차폐글로
브박스의 차폐체 외부면에서 계산결과를 산정하도록 하였다.

Table 2. Dose conversion factor for shielding calculation

Energy (MeV)

Dose conversion factor
(mrem/h/MeV/cm2.s)

0.38

5.08 E-04

0.58

8.12 E-04

0.85

1.18 E-03

1.25

1.52 E-03

1.75

1.94 E-03

2.30

2.36 E-03

2.8

2.71 E-03

3.5

3.18 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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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hielded glove box model for spent fuel mini-disk hand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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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hielding model for a shielded glove box.
3. 차폐계산 결과 및 분석
사용후핵연료 mini-disk를 취급하는 차폐글로브박스에 대한 방사선차폐 해
석을 수행하였다. 차폐해석은 계산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계산하였다. 차폐해석에 대한 기술기준 및 규정은 방사선 작업종사
자의 선량율 기준 2.5 mrem/h 이하로 계산하였다. 선량율 측정지점은 차폐글로
브박스 차폐체의 외부표면에서 방사선 선량율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의 차폐체에 대한 차폐계산결과는 Fig. 10에 제시된 차폐해석
모델과 선량율 측정위치에 대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10에 주어진 front
door 납차폐체 표면(D.P 1)에서 1.2 mrem/h로 계산되었다. 그리고 바닥 표면
D.P 2에서는 1.1 mrem/h이고 후면벽 표면에서는 0.99 mrem/h로 나타났다. 상부
천정면 외부표면에서는 0.46 mrem/h로 주어졌다. 계산된 선량율 결과는 규정에
제시된 2.5 mrem/h 값의 1/2 이하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mini-d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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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용 차폐글로브박스 차폐체의 설계에서 차폐성능이 충분히 보장되며 안전성
이 충분히 입증됨을 알 수 있다[4-5].

Table 3. Calculation results of shielding capacity for a shielded glove box
Detector point
Front door surface

Dose rate
1.2

mrem/h ( 12 μSv/h)

1.1

mrem//h ( 11 μSv/h)

Remark

( D.P 1)
Bottom wall surface

limit:

( D.P 2)
Top wall surface

0.46

mrem/h

(4.6 μSv/h)

0.50

mrem/h

(5.0 μSv/h)

0.99

mrem/h

(9.9 μSv/h)

( D.P 3)
Side wall surface
( D.P 4)
Rear wall surface

Allowable

( D.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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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mrem/h

제 3 장 차폐글로브박스 상세 설계 및 제작
제 1 절 모의차폐글로브박스
핵연료융해시스템 건조 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모의차폐글로브박스를 다
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1. 주요장치
•핵연료융해장치로는 LECO RH-600 Hydrogen determinator의 EF-500
electrode furnace를 사용한다.
•표준형 RH-600 Hydrogen determinator는 콘트롤 파트 및 EF-500 furnace
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으나 Fig. 11과 같이 EF-500을 분리하여 차폐글로브
박스에 설치할 수 있도록 주문, 제작하였다.
•EF-500의 콘트롤에는 RH-600 Hydrogen determinator의 본체를 사용한다.
•EF-500

electrode

furnace의

청소에는

기기의

부속품으로

공급된

공청소기를 사용한다.
•시료의 무게 측정은 기기의 부속품으로 공급된 정밀저울을 사용한다.
•원격조종기는 한국차폐의 KTH-100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 1쌍을 사용
한다.
•Electrode furnace의 냉각에는 별도의 chiller를 사용한다.

Fig. 11. Modified RH-600 Hydrogen determinator.

- 17 -

진

2. 모의차폐글로브박스 제작
•모의 차폐글로브박스는 철강재로 제작하였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의 전면은 내부가 빈 강판 프레임으로 제작하였다.
•Fig. 12는 제작 완료한 모의차폐글로브박스의 모양이다.
•제작한

모의차폐글로브박스에

원격조종기,

EF-500

및

기타

관련장

치를 설치하였다.
•전면 프레임의 적당한 높이에 Fig. 12와 같이 베타-감마형 원격조정기 1쌍
을 설치하였다.
•전면 프레임의 눈높이에 적당한 크기의 사각 구멍을 가공하고 여기에 납
유리를 모사한 투명아크릴판을 부착하였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 바닥면은 내부가 빈 강판 프레임으로 제작하였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의 지지대는 4개의 강판 프레임으로 제작하였다.
•지지대의 하부에는 바퀴를 부착하였으며 정지 시 바퀴를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였다.

Fig. 12. Mock-up for a shielded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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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아크릴글로브박스 제작
핵연료융해장치 콘트롤파트인 RH-600 Hydrogen determinator main body와
기타 부속 장치를 설치할 아크릴글로브박스는 다음과 같이 설계, 제작하였다.

1. 아크릴글로브박스의 구성
•아크릴글로브박스는 글로브박스 본체, 본체지지대, 컴퓨터지지대로 구성
된다.
•Fig. 13은 아크릴글로브박스 및 부속품 제작을 위한 설계도이다.
•제작한 아크릴글로브박스 및 부속품은 Fig. 14와 같다.
•아크릴글로브박스의 크기는 폭 1500 mm x 깊이 1200 mm x 높이 1200
mm 이다.
•글로브박스 본체 지지대의 크기는 가로 1500 mm x 세로 1200 mm x 높이
800 mm 이다.
•컴퓨터 지지대의 크기는 가로 800 mm x 세로 800 mm x 높이 800 mm
이다.
•아크릴글로브박스의 바닥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투명한 아크릴판을 사
용하였다.
•아크릴글로브박스의 지지프레임은 알루미늄프로파일을 사용하였다.
•글로브박스 전면의 적당한 위치에 2개의 글로브 부착용 구멍을 가공
하였다.
•글로브박스 좌측면에는 글로브박스 유지관리용 출입문을 가공하였다.
•유지관리 출입문은 원형으로 하며 원터치 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형 물품의 반입, 반출시를 고려하여 글로브박스 전면 및 좌측면 페널 전
체를 탈착, 부착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글로브박스의 우측면 및 후면에는 차폐글로브박스와 서로 연결하기 위한
유틸리티 구멍을 가공하였다.
•글르브박스의 상부면에는 흡기, 배기용 HEPA filter 장착 구멍을 가공
하였다.
•글로브박스 지지대는 목재로 제작하였으며 실험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설
합 및 공간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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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브박스 지지대의 상부면은 내약품성의 재질로 마감 처리하였다.
•글로브박스 지지대의 바닥에는 바퀴를 부착하였으며 고정할 수 있는 장치
를 구성하였다.
탈착)

1

-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Fig. 13. Design drawing for fabrication of an acryl glove box and its
support.

Fig. 14. Acryl glove box for installation of EF-500 control part.

2. 아크릴글로브박스 내 설치 기기
•아크릴글로브박스에는 핵연료융해로 EF-500 electrode furnace의 control
part인 RH-600 Hydrogen determinator의 main body가 설치된다.
•또한 핵연료 융해 시 방출되는 기체를 포집할 수 있는 시료포집병, 펌프 및
기타 배관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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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장치개조
원격조종기에 의한 조작이 용이하고 고방사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차폐
글로브박스에 설치될 기기 및 장치의 일부를 개조하였다.

1. EF-500 개조
•EF-500 시료 투입구에 0.1 g 이하 작은 파편 형태의 사용후핵연료를 용이
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Fig. 15(a)와 같이 시료 투입구 상부에 깔때기를 부
착하였다.
•기존 진공청소기 호스가 굵고 매우 유연성이 낮아서 Fig. 15(b)와 같이 유
연한 호스로 바꾸었다.
•또한 원격조종기에 의한 진공청소기 방향전환밸브 조작이 용이하도록
Fig. 15(b)와 같이 개조하였다.

(a)Sample inlet

(b)Vacuum cleaner path

Fig. 15. Modification of EF-500 for installation in a shielded glove box.

2. 정밀저울개조
•정밀저울의 반도체부품은 고방사선에 약하므로 Fig. 16과 같은 개념으로
정밀저울의 무게센서와 디스프레이 부분을 분리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에는 가능한 반도체부분은 제외하고 Fig. 17과 같이
개조하여 정밀저울의 무게센서 부분만 설치하였다.
•디스프레이 부분이 제거된 부분에는 Fig. 17(b)와 같이 두께 5 mm의 납으
로 차단하여 내부 부품을 보호하였다.
•디스프레이 부분은 Fig. 17(c)와 같이 분리하여 별도의 케이스에 장치하고
차폐글로브박스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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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Modification concept of a chemical balance.

(a)Before modification

(b)Removal of display

(c)Modification of display

Fig. 17. Modification of a chemical balance.

3. 기타
차폐글로브박스 내에 설치된 EF-500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일부 장치를 추
가로 구성하였다.
•RH-600 Hydrogen determinator의 본체에 장치되어 있는 electrode furnace
상,

하

작동버튼

"UP/DN"

및

진공청소기

작동버튼

"Vacuum"을

Fig. 18과 같이 차폐글로브박스 전면에 병렬로 제작, 부착하였다.
•RH-600 Hydrogen determinator의 주브레이크 스위치의 위치가 본체
우측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어 글로브박스에 설치시 접근이 매우
불편하므로 Fig. 18과 같이 글르브박스 외부에 병렬로 제작, 부착하였다.
•실제 차폐글로브박스 내부 기기의 작동 시 내부의 작동소리 등을 감지하여

- 22 -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Fig. 19와 같은 인터폰을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에 설치하였다.

Fig. 18. Additional switches for remote control
of RH-600 Hydrogen determinator.

Fig. 19. Sound receiver and sender for a shielded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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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차폐글로브박스 설계 및 제작
사용후핵연료 융해장치 및 관련 부속장치를 설치할 차폐글로브박스는 다음
과 같이 설계, 제작하였다.

1. 설계 참조규격
차폐글로브박스 제작관련 참조규격은 다음과 같다.
•품질관리는 최소한 T-Class에 준함
•ASTM A36/KS SS400 : Structural steel
•ASTM B29 : Standard specification for lead pig
•ASTM A240-TP304/KS STS304 : Heat resisting chromium-nickel steel
plate, sheet and strip for pressure vessel
•ASTM A480 : Flat-rolled stainless and heat-resisting steel plate,
sheet and strip
•AISC : Specification for the design, fabrication and erection of
structural steel for building
•AWS D1.1 : Structural welding
•ASME SecⅤ : Non-destructive examinations
•ASME Sec Ⅸ : Welding and brazing qualifications
•ANSI Y14.5 :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Dimensions and
Tolerancing of Engineering Drawings
•ANSI B46.1 : ANS for Surface Texture

2. 재료 및 제작/가공개념
1) 사용재료
차폐글로브박스의 제작, 설치에 따른 사용 재료는 다음과 같다.
•납차폐체는 ASTM B29 99.9% Pb를 함유한 순납 사용.
•라이너박스는 ASTM A240-TP304/KS STS304 스테인레스스틸 사용.
•납유리는 밀도 4.8 g/cc 이상 사용.
•도장재는 내방사선 에폭시 하도:IZ-197/상도:ET-562.
•체결 볼트류는 ASTM A193 B8 또는 동등한 재질 사용.
•가스켓 및 씰링류는 내방사성 재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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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가공개념
차폐글로브박스의 제작 및 가공 개념은 다음과 같다.
•차폐글로브박스 제작과 관련된 모든 용접은 ASME Sec. VIII div 1.
sec. IX 및 부록 4W-i에 따라 수행한다.
•납차폐체는 철제 프레임 내부에 납 주조방식으로 제작한다.
•조립틈새는 납 용접 등 적절한 방법으로 밀봉하여 차폐체의 모든 면에
완벽한 차폐성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가공면 내부, 외부 표면의 dents나 gouges 등은 제거하며 예리한 모서리
및 가장자리에 대해서는 최소 1/8인치의 반경을 유지하는 부드러운 형상
으로 처리 한다.
•제품의 조립도중 또는 조립후의 공장세정은 ANSI N45.2.1의 Class C
요건에 따른다.

3. 차폐글로브박스의 상세설계 및 제작
차폐글로브박스의 납차폐체는 두께 10 t의 철제 프레임에 80 mm 두께의 납
주조방식으로 제작한다. 차폐글로브박스는 전면, 후면, 좌측면, 우측면, 상부면,
하부면의 6개 면으로 구성되며 각 면은 상호 볼트 체결 및 필요에 따라 용접으
로 견고하게 체결 할 수 있는 구조이다.
•차폐글로브박스는 사용후핵연료 1.0 g을 취급 할 수 있는 충분한 차폐
능을 가진다.
•차폐글로브박스의 외형크기는 Fig. 20과 같이 가로 1,600 mm x 폭
1,500 mm x 높이 1,590 mm 정도이다.
•차폐글로브박스 좌측면 및 후면 차폐체의 적절한 위치에 유지관리용 도어
를 설치한다.
•차폐글로브박스의 도어설치 부분에는 철제 덮개를 설치한다.
•차폐글로브박스의 도어 설치부분 공간은 아크릴판을 설치하여 밀폐한다.
•후면 도어의 아크릴판에는 차폐글로브박스 유지관리 물품 반입, 반출을 위
한 도어를 설치한다.
•좌측면 및 후면 도어 내 아크릴판에 각각 1쌍의 글로브를 부착한다.
•차폐체 내부에는 라이너박스를 설치한다.
•라이너박스는 스테인레스스틸로 제작한다.
•라이너박스 내부는 핵연료융해를 위한 융해로, 정밀저울, 진공청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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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및 폐기물보관용기 및 기타 부속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을 확보 한다.
•라이너박스의 전면에는 납유리 설치 구멍을 가공한다.
•라이너박스의 좌측면 및 후면에는 도어설치 구멍을 가공한다.
•차폐글로브박스의 전면에는 내부 투시 가능하도록 납차폐와 등가 차폐능
의 납유리를 설치한다.
•차폐글로브박스 전면에는 차폐체 내부에 설치된 기기 및 기타 장치를 원
격조작 할 수 있는 원격조정기 1쌍을 구비한다.
•차폐글로브박스의 총중량은 약 17톤 정도이다.

Fig. 20. Design drawing for fabrication of a shielded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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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면차폐체
전면차폐체는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전면차폐체의 모양은 Fig. 21과 같다.
•전면차폐체의 크기는 가로 1,600 mm x 높이 1,590 mm x 두께 100 mm
이다.
•전면차폐체는 두께 10 t의 철재프레임에 두께 80 mm의 납주조 방식으로
제작한다.
•전면차폐체의 적절한 위치에 내부 투시용 납유리를 설치한다.
•납유리의 크기는 가로 500 mm x 세로 400 mm이며, 두께는 순납 70 mm
등가의 두께로 한다.
•전면차폐체는 지지대, 후면차폐체, 좌, 우측면차폐체, 상부면차폐체 등과 볼
트체결 및 용접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전면차폐체는 원격조종기 1쌍을 설치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납유리를 제외한 전면차폐체의 무게는 약 2130 kg 정도이다.

Fig. 21. Design drawing for fron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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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면 차폐체
후면 차폐체는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후면차폐체의 모양은 Fig. 22와 같다.
•후면 차폐체의 크기는 가로 1,600 mm x 높이 1,590 mm x 두께 100 mm
이다.
•후면 차폐체는 두께 10 t의 철재프레임에 두께 80 mm의 납주조 방식으로
제작한다.
•후면 차폐체에는 사용후핵연료 융해로, 관련 부속장치 및 차폐글로브
박스의 유지 관리용 문을 설치한다.
•후면 도어는 두께 10 mm의 철제 프레임에 두께 80 mm의 납 주조
방식으로 제작한다.
•후면 도어는 납차폐체와 같은 차폐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후면 도어의 크기는 가로 630 mm x 높이 830 mm x 두께 100 mm
이다.
•문의 개폐방식은 슬라이딩 구조로 한다.
•문 내부에는 투명한 아크릴판을 부착하여 차폐글로브박스 내부 투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아크릴판의 적절한 위치에 유지관리용 출입문을 가공한다.
•아크릴판의 적절한 위치에 글로브 1쌍을 부착한다.
•후면 차폐체의 적절한 위치에 내부 투시용 거울을 부착한다.
•후면 차폐체는 지지대, 전면차폐체, 좌, 우측면차폐체, 하부면차폐체, 상부
면차폐 등과 볼트체결 및 용접으로 상호 조립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후면 도어를 제외한 후면 차폐체의 무게는 약 1952 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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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Design drawing for rear panel.

3) 좌,우 측면 차폐체
좌, 우측면 차폐체는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좌, 우측면차폐체의 모양은 각각 Fig. 23, Fig. 24와 같다.
•좌, 우 측면 차폐체의 크기는 각각 가로 1,500 mm x 높이 1,590 mm x
두께 100 mm 로 한다.
•좌, 우 측면 차폐체는 두께 10 mm의 철제프레임에 납 두께 80 mm로 주
조한 구조이다.(Fig. 25)
•우측면 차폐체에는 케스크어댑터를 부착하여 고방사성 시료를 반입/반출
할 수 있는 구멍을 가공한다.
•좌측면 차폐체에는 유지관리용문을 설치한다.
•좌측면 차폐체에 설치한 유지관리용문은 차폐체와 등가의 차폐능을 유지
해야 한다.
•유지관리용문의 크기는 가로 430 mm x 높이 610 mm x 두께 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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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유지관리용문의 개폐방식은 슬라이딩 구조로 한다.
•유지관리용문 내부에는 내부 투시가 가능하도록 아크릴판을 부착한다.
•아크릴판의 적절한 위치에 글로브 1쌍을 부착한다.
•좌, 우 측면차폐체의 적절한 위치에 내부 투시용 거울을 부착한다.
•좌, 우측면차폐체는 지지대, 전면차폐체, 후면차폐체, 하부면차폐체, 상부
면차폐 등과 볼트체결 및 용접으로 상호 조립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좌측면차폐체의 무게는 약 1949 kg이다.
•우측면차폐체의 무게는 약 2233 kg이다.

Fig. 23. Design drawing for left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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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Design drawing for right panel.

(a)Preparation for lead molding

(b)after lead molding

Fig. 25. Fabrication of a shielding panel by lead molding process.

4) 하부면 차폐체
하부면 차폐체는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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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면차폐체의 모양은 각 Fig. 26과 같다.
•하부면 차폐체의 크기는 가로 1,600 mm x 폭 1,500 mm x 두께 100
mm 로 한다.
•하부면 차폐체는 두께 10 mm의 철제프레임에 납 두께 80 mm로 주조한
구조이다.
•하부면 차폐체에는 융해로 작동을 위한 전기, 가스, 냉각수 등이 통과 할
수 있는 구멍을 가공한다.
•하부면 차폐체는 지지대, 좌, 우측면 차폐체, 전면 차폐체, 후면 차폐체 및
상부면 차폐체와 상호 볼트체결 및 용접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원격조종기로 하부면 차폐체에 설치한 융해로 및 관련 부속장치를 용이하
게 조절할 수 있는 보조장치를 구성한다.
•하부면 차폐체의 무게는 약 1979 kg이다.

Fig. 26. Design drawing for bottom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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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부면 차폐체
상부면 차폐체는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상부면차폐체의 모양은 각각 Fig. 27과 같다.
•상부면 차폐체의 크기는 가로 1,600 mm x 폭 1,500 mm x 두께 100
mm 이다.
•상부면 차폐체에는 전등 설치용 원형홀, 급기, 배기 파이프 및 차압계 설치
용 파이프 등을 설치한다.
•상부면 차폐체는 두께 10 mm의 철제프레임에 납 두께 80 mm로 주조한
구조이다.
•상부면 차폐체는 바닥면 차폐체, 좌, 우측면 차폐체, 전면 차폐체, 후면
차폐체 등과 볼트체결 및 용접으로 상호견고하게 조립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상부면차폐체의 무게는 약 2317 kg이다.

Fig. 27. Design drawing for roof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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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라이너박스
차폐글로브박스의 납차폐체 내부에 융해로 및 기타관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라이너박스를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납차폐체 내부에 설치되는 라이너박스는 제염이 용이한 구조 및 형상으로
한다.
•라이너박스의 외부 크기는 Fig. 28과 같이 가로 1368 mm x 세로 1268
mm x 높이 1430 mm의 크기이다.
•Fig. 29는 제작한 라이너박스의 모양이다.
•라이너박스는 그 내부에 설치되는 융해로 및 관련 장치의 운영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이너박스 제작에는 두께 4 t의 헤어라인 처리된 스테인레스 철판을 사용
한다.
•라이너박스 내부에 설치되는 융해로 및 관련 부속장치의 유지, 보수 등을
위하여 좌측면 및 후면 도어 개폐부분에 적절한 크기의 투명 아크릴판을
설치한다.
•아크릴판의 적절한 위치에 1쌍의 글로브를 부착한다.
•글로브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라이너박스 내부에는 EF-500 electrode furnace, 진공청소기, 정밀저울, 시
료 보관용기, 폐기물보관용기 등이 설치된다.
•라이너 박스는 융해로 및 관련 부속장치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 가스, 수도
및 기타 유틸리티 라인을 설치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이너박스의 유틸리티 통과 구멍은 방사선을 효율적으로 차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이너박스 상부에는 내부 조명 및 필터를 설치할 수 있는 구멍을 가공
한다.
•라이너박스 후면에 차폐글로브박스 유지관리용 도어 설치를 위한 구멍을
가공 한다.
•라이너박스 좌측면에 EF-500 및 차폐글로브박스 유지관리용 도어 설치를
위한 구멍을 가공 한다.
•라이너박스는 흡기, 배기장치 및 필터를 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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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Design drawing for liner box.

Fig. 29. Liner box under fabrication.

7) 공기여과시스템
차폐글로브박스의 공기여과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제작한다.
•공기 여과 시스템은 급기, 배기 필터박스, fan, duct 등으로 구성하여 핫셀
공조시스템에 관한 관련법규의 기준 및 규정을 만족하도록 한다.
•급기 및 배기 구조는 차폐글로브박스 내에서 후면 우측 바닥으로 급기 되
고 이와 대각선 방향인 전면 좌측 천정으로 배기되는 구조로 한다.
•급기, 배기 여과에는 HEPA 필터를 사용한다.
3

•HEPA필터의 성능은 공기 유량 50 m /hr, 여과효율 99.995%, 압력하강
250 Pa을 만족하도록 한다,
•급기, 배기 등의 공조시스템에 damper, fan 및 차압계 등을 설치한다.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에 설치되는 융해로의 최종 방출구는 HEPA filter에
직접 연결 되는 구조로 한다.
•차폐글로브박스의 최종배기는 DUP line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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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 line에 “T"자를 연결하여 스테인레스스틸 튜브를 연결하고 나머지 부
분은

자바라 형식의 호스로 연결한다.

•DUP line에 연결하는 “T"자 연결 스테인레스스틸 튜브의 적절한 위치에
on/off 식 차단밸브를 부착하여 필요시 차단 할 수 있도록 한다.

8) 납유리
차폐글로브박스 전면 차폐체에 설치되는 납유리는 다음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납유리의 크기는 세로 400 mm x 가로 500 mm x 70 mm 납(99.9%)차폐
등가 두께로 납차폐체와 같은 차폐능을 유지한다.
•납유리의 밀도는 4.8 g/cc 이상이어야 한다.
•납유리의 전면 및 후면에는 납유리 보호를 위해 적절한 재질의 투명 보호
막을 부착한다.
•납유리는 Fig. 30과 같이 스테인레스스틸 프레임 내부에 조립하며 단차 가
공하여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한다.
•납유리는 탈착, 부착이 가능하도록 하며 차폐글로브박스 전면으로 돌출되
게 조립한다.
•납유리 부착 위치는 운전자가 용이하게 차폐글로브박스 내부를 볼 수 있
는 위치로 하며 가능한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한다.
•납유리 부착 후 납유리 조립 프레임의 틈새는 실납으로 완전히 밀봉하고
실리콘으로 마감처리 한다.
•납유리 및 프레임의 총무게는 약 336 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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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Design drawing for lead glass frame.

9) 케스크어댑터
시편, 반입 및 반출을 위한 케스크어댑터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하도록
제작한다.
•차폐글로브박스의 우측면 차폐체에는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시료
의 반입/반출이 가능한 케스크어댑터를 설치 한다.
•케스크어댑터의 크기는 그림 31과 같이 가로 580 mm x 세로 610 mm x
두께 200 mm로 한다.
•케스크어댑터의 형상은 기제작한 시료 이송용기와 밀착 접합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4-5].
•케스크어댑터는 차폐글로브박스 우측면 외부의 정확한 위치에 볼트체결
및 용접방식으로 부착한다.
•케스크어댑터는 시료 이송용기를 장착하여 차폐글로브박스 내부, 외부로
고방사성 시편을 반입, 반출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차폐글로브박스 우측면벽에 설치되어 있는 시편 반입 및 반출 구멍과 케
스크어댑터의 구멍이 정확하게 일치되도록 제작한다.
•케스크어댑터는 차폐글로브박스 우측면벽에 설치되어 있는 텝을 이용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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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스크어댑터는 차폐글로브박스와 같은 차폐능을 갖도록 제작한다.
•케스크어댑터는 두께 10 mm의 강판 프레임에 납두께 80 mm로 주조한
구조이다.
•케스크어댑터 도어 작동부분의 차폐 및 밀봉이 완벽하게 유지되도록 제작
한다.
•케스크어댑터 도어 개폐 장치 조작이 용이하게 하며 안전장치를 구비한다.
•케스크어댑터는 시료 이송용기와 결합 및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고중량의 케스크어댑터 개폐 시 개폐로 이탈에 따른 추락 사고를 방지
하기 위해 개폐제한 장치를 부착한다.
•차폐글로브박스 우측면 차폐체 내부의 케스크어댑터 구멍 위치에는 아크
릴 재질의 원통형 차단문을 구성하여 이중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케스크어댑터 도어에는 시건장치를 하여 관계자 이외에 개폐할 수 없도록
장치한다.

Fig. 31. Design drawing for cask 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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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차폐글로브박스 지지대
차폐글로브박스 지지대(이하 지지대)는 다음과 같은 개념으로 제작한다.
•지지대는 차폐글로브박스를 지지하고,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
로 한다.
•지지대의 크기는 Fig. 32와 같이 가로 1,600 mm x 폭 1,500 mm x 높이
880 mm의 구조물로 제작 한다.
•지지대의 가로 및 폭의 크기는 차폐글로브박스 보다 크게 하여 카버를 설
치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지지대의 상부에는 두꺼운 철제 프레임을 격자형식으로 제작하여 20톤 이
상의 중량을 지지 및 설치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지지대 내부에는 차폐글로브박스 운영을 위한 전기 분전함을 설치한다.
•지지대의 전면에는 개폐가 용이한 구조의 여닫이식 문을 부착한다.
•지지대의 좌측면 적절한 위치에는 차폐글로브박스 내부로 전기, 가스, 냉
각수, 신호선 등 유틸리티 배관이 통과될 수 있는 구멍을 가공한다.
•EF-500 및 기타 배관이 완전히 조립된 후에는 틈새를 납으로 밀봉하는
구조로 한다.
•지지대는 철판 및 형강 자재를 사용하여 용접 및 볼트 체결 구조로 제작
한다.
•지지대 측면에는 먼지 및 이물질 유입을 방지 할 수 있는 덮개를 부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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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2.. Design drawing for base frame.

11) 지하보강 지지대
차폐글로브박스 설치에 따른 건물 바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보
강 지지대는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지하보강 지지대는 Fig. 33과 같이 차폐글로브박스가 설치되는 조사후시
험시설 7414호 지점의 지하 콘크리트슬라브면을 지지하는 구조로 설치
한다.
•지하보강 지지대는 차폐글로브박스 및 관련 장치 설치에 따른 무게(약
20톤)를 충분히 지지 할 수 있는 강도와 구조를 갖도록 제작, 설치한다.
•지하지지대는 차폐글로브박스가 설치되는 정확한 위치의 지하에 설치한
다.
•지하지지대의 크기는 차폐글로브박스의 외부 크기(가로 1800 mm x 깊이
1700 mm)를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한다.
•지하지지대의 강도와 구조에 대해서 시설팀 관계자의 자문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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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출입구의 크기를 고려하여 지하보강 지지대 구조물을 제작 한다.
•지하지지대의 재료는 구조용 탄소강관 KSD3566을 사용 한다.
•강관기동은 두께 5.1 mm, 지름 139.8 mm의 원통형 철재 기둥 9개를
등 간격으로 설치한다.
•원통형 강관기둥에 횡방향 보강재를 X자형으로 서로 연결하여 설치한다.
•원통형 강관 기둥을 지하높이 약 1560 mm에 맞게 견고하게 고정 설치
한다.

Fig. 33. Design drawing for basement support.

12) 원격조종기
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되는 원격조종기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원격조종기의 제작에 있어 품질등급은 S Class를 적용한다.
•원격조종기 제작도면은 Fig. 34와 같다.
•원격조종기는 사용 중 기계적 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구조로 설계
및 제작 한다.
•X, Y 방향의 구동모터를 MASTER 손잡이에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X 방향의 운동은 무부하 상태에서 초당 3.5° 이하로 가변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Y 방향의 운동은 무부하 상태에서 초당 4° 이하로 가변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Z 방향의 운동은 무부하 상태에서 초당 20 mm 이하로 가변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원격조종기를 인출 및 삽입할 때 slave arm은 seal thru tube와 일
직선이 유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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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기를 삽입하는 튜브의 높이는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에 설치될
기기 혹은 장치의 크기, 작동 특성, 작동범위 및 작동반경 등을 고려
하여 결정한다.
•Master 부분에는 master와 slave의 x, y, z 운동에 대한 counter weight
와 balance 장치를 부착하여 각 동작에 대한 균형을 유지시킨다.
•Master handle은 mechanical pistol grip 장치로서 ratchet를 이용한 grip
의 잠금 장치를 한다.
•원격조종기는 master arm에서 x, y, z, twist, azimuth 및 elevation
motion을 slave arm에 1 : 1로 원활히 전달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원격조종기는 임의의 위치에서 각 motion에 대하여 1 개의 locking 장치
로 locking 과 unlocking이 가능하며 용이하게 작동되도록 한다.
•원격조종기 slave arm이 수직인 상태에서 tong에 4.5 kg의 하중이 작용
할 때 z motion이 유지 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Slave boom tube가 수직인 상태에서 load hook을 사용하여 23 kg의 하
중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모든 부품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스틸 혹은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하며
buffing 및 anodizing 처리를 한다.
•Z motion의 마찰저항은 boom tube를 일정한 속도로 올리거나 내릴 때
1.02 kg 이하가 되도록 하며 올리거나 내릴 때의 힘 차이는 0.12kg 이하
로 설계, 제작 한다.
•원격조종기의 각 motion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a) X motion(master arm 수직상태에서 motor로 slave arm 이동시)
오른쪽 : 25°±2.5°, 왼쪽 :

25°±2.5°

b) X motion(master와 slave arm이 수직상태에서 수동으로 slave
arm 이동시)
오른쪽 : 45°min. 왼쪽 :

45°min.

c) Y motion(master arm이 수직상태에서 motor로 slave arm 이동
시)
앞쪽 : 80°±5°, 뒤쪽 :

25°±5°

d) Y motion(master와 slave arm이 수직상태에서 수동으로 slave
arm 이동시)
앞쪽 : 30°±5°, 뒤쪽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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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Y motion(설치 또는 인출시 수동 및 motor로 slave arm
이동시)
앞으로 : 90°min.
f) Azimuth rotation(중립위치에서)
오른쪽 : 175°±5°, 왼쪽 : 175°±5°
g) Wrist joint twist(중립위치에서)
시계방향 : 164°min. 반시계방향 : 164°min.
h) Wrist elevation(수평아래 38°의 중립위치에서)
위쪽 방향 : 78°min. 아래쪽 방향 : 78°min.
i) Tong opening

최대 : 65mm±3mm

•Wall tube에는 원격조종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boot를 설치하며
boot를 설치하기 위한 boot holder를 가공 한다.
•Wall tube의 내면은 표면 조도 1 ㎛ 이내로 연마하며, 내경의 편심도는
0.25 mm 이내이고, 직진도는 0.8 mm 이내로 한다.
•원격조종기 slave arm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booting assembly를
설치한다.
•원격조종기에 부착하는 부트는 주릅 20개 이상이며 원격조종기의 크기
에 잘 맞고 탈착 및 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원격조종기에 부착하는 부트는 차폐글로브박스 운전자가 용이하게 차폐
글로브박스 내부를 투시할 수 있는 투명도를 유지 한다.
•원격조종기에 설치한 부트는 차폐글로브박스 부압 유지 시 적절한 팽창
을 유지하여 원격조종기 내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부트의 재질은 조명, 부압, 고방사선 등 차폐글로브박스의 환경 및 설치
기기 및 장치와의 접촉 등을

고려하여 내방사성 및 내마모성이면서 연

신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원격조종기의 slave로 부터 tong를 탈착 및 부착 할 수 있는 tong
jaw removal fixture를 구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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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Design drawing for beat-gamma manip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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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차폐글로브박스 설치 및 성능시험
제 1 절 차폐글로브박스 설치
1. 차폐글로브박스의 주요 구성
•납주조 방식으로 제작한 외형크기 가로 1,600 mm x 폭 1,500 mm x
높이 1,590 mm 및 총중량 약 17 톤의 육면체로 구성된 납차페체
•납차폐체 전면에 설치한 가로 500 mm x 세로 400 mm x 납 70 mm
등가 두께의 납유리
•철제로 제작한 외형크기 가로 1368 mm x 세로 1268 mm x 높이 1430
mm의 육면체로 구성된 라이너박스
•납차폐체 하부에 설치되는 가로 1,600 mm x 폭 1,500 mm x 높이 880
mm의 차폐글로브박스 지지대
•가로 580 mm x 세로 610 mm x 두께 200 mm의 시편 반입, 반출용
케스크어댑터
•전면 상부에 설치되는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 1쌍
•차폐글로브박스 설치면을 보강하는 지하지지대
•RH-600 Hydrogen determinator main body 및 기타 장치 설치용의 아
크릴글로브박스

2. 차폐글로브박스 설치
1) 차폐글로브박스 설치 준비
(1) 설치위치 확보
차폐글로브박스의 설치 위치는 Fig. 2의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7414호이다. 동 실험실에는 Fig. 35와 같이 조사재료의 수소분석 및 핵분열기체
의 조성 및 동위원소 분포측정을 위한 기기 및 기타 관련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
다.
신규 제작한 차폐글로브박스를 7414호 실험실에 설치하기 위해 조사재
료의 수소화 측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Fig 35의 아크릴글로브박스를 제염, 철
거하였다. 기존 아크릴글로브박스의 제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은 철
저하게 점검하여 재사용 및 폐기물로 분류,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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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Hydrogen analysis system installed in 7414 laboratory.

기존 아크릴글로브박스를 철거한 7414호 실험실에 Fig. 36과 같이 차폐글
로브박스 및 관련 콘트롤파트를 설치할 아크릴글로브박스의 설치위치를 확정하
였다. 글로브박스의 설치 위치 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시료 이송용기의 접근성 및 작업공간
•공기조화계통의 위치
•아크릴글로브박스 및 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될 기기간의 전선, 신호선,
가스 배관 및 냉각수 배관 등의 거리
•기존 실험실 출입문 개폐의 용이성
•실험실에 기존 설치된 실험대, 기기 및 기타 관련 장치 적절한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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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Installation location of a shielded glove box and its accessories in
7414 laboratory.

(2) 차폐글로브박스 이동경로 지하보강
차폐글로브박스는 지지대, 라이너박스, 납차폐체로 구성되어 있다. 6면
체로 조립된 납차폐체의 크기는 가로 1600 mm x 깊이 1500 mm x 높이 1600
mm이며 무게 약 17톤이다. 이와 같은 고중량의 납차폐체를 조사후시험동 화학
시험시설 북쪽 인수구역 출입문을 통하여 화학시험시설 7414호에 설치할 계획이
다.
화학시험시설 7414호는 화학시험시설 인수구역 출입문에서부터 동쪽 4번
째 실험실이며 출입구에서부터 약 20 미터의 거리에 있다. 따라서 약 17톤의 고
중량 납차폐체 이동경로인 복도 지하면 보강이 요구된다. 납차폐체 이동경로인
복도 및 7414호 실험실에 Fig. 37과 같이 철제 지지대를 설치하여 보강하였다.
이 철제 지지대는 이송작업 완료 후 철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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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Basement support for a shielded glove box transportation path.

(3) 차폐글로브박스 설치면 지하보강
차폐글로브박스 및 관련 장치 설치 후 차폐글로브박스의 전체 중량은
약 17톤 이상이 된다. 이와 같은 고중량 구조물이 일정 면적에 장기 집중 하중되
는 점을 고려하여 바닥면 지하를 Fig. 38과 같이 보강하였다.
•지하보강에 대해 시설팀 관계자의 자문을 구하고 지하보강에 참조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가 설치될 지역의 지하면 정확한 위치에 가로 1800
mm x

세로 1700 mm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지하보강 작업 위치의 지하 높이는 약 1,560 mm 정도이고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다.
•지지용 철골구조물은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동쪽 창고의 가로
500 mm x 세로 500 mm 지하 출입구를 통하여 반입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 설치 작업전 미리 설치위치의 지하에 지지용 철골구
조물을 설치하여 건물 바닥면을 보강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 지지대 안착위치와 동일선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바닥
에 지지용 철골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철골구조물은 지름 약 58 mm의 원통형이며 1개당 30 톤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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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구조물은 9개의 철제 원통형 지지대를 등 간격으로 설치하여 차폐
글로브박스의 중량을 받고 있는 콘크리트 바닥면을 지지하는 구조로
하였다.
•철골구주물은 각 원통형 폴 상부에 달려 있는 스크류를 돌려 바닥과
천장이 동일한 힘을 받도록 설치하였다.
•각 원통형 폴은 X 자형 보강 프레임으로 상호 체결하여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였다.

Fig. 38. Basement support for a shielded glove box
installation site.

2) 차폐글로브박스 설치
(1) 차폐글로브박스 반입
차폐글로브박스의 크기는 가로 1,600 mm x 세로 1,700 mm x 높이
1,650 mm 이며 중량은 약 17톤 정도이다.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북쪽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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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출입문은 가로 1,650mm x 높이 2,100 mm 로 납차폐체 및 라이너박스 외부
의 가장 작은면에 비해 약 50 mm 정도 크다. 따라서 고중량의 구조물을 출입문
의 정중앙으로 정확하게 반입해야 한다. 차폐글로브박스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반입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 이송차량에서 조사후시험동 화학시험시설 북쪽 인수구역
출입문 입구까지 Fig. 39와 같이 지게차로 이송하였다.
•인수구역출입문 정중앙으로 차폐글로브박스를 정확하게 투입하고 하부면
에 4개의 대차를 삽입하였다.
•출입문턱을 통과할 수 있는 보조 받침대를 설치하고 건물 외부에서
지게차로 밀면서 건물 내부에서 소형 유압식 인양기로 보조 인양하여
출입문을 통과하였다.
•출입문 통과 후 Fig. 40과 같이 차폐글로브박스에 와이어를 체결하여 7414
호 실험실 입구 까지 체인을 당겨서 이동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 와이어인양기는 이동통로 복도 양쪽의 벽체에 고정하였다.
•차페체 지지대는 유압식 이송용기로 설치 위치에 반입하였다.

Fig. 39. Transportation of a shielded glove box to entranc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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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Introducing shielded glove box into the
corridor of building by chain wire pulling.

(2) 차폐글로브박스 설치
가) 인양 및 견인 장치 설치
7414호 실험실 입구에 도달한 차폐글로브박스의 실험실내 견인 및
인양에는 체인블록 및 와이어를 사용하였다.
•Fig. 41과 같이 7414호 실험실 내부 첫 번째 상부보에 10 톤
성능의 고정장치 및 체인블록을 설치하였다.
•7414호 실험실 내부 동쪽 끝 바닥면에 인양을 위한 고정장치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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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nchor fixing

(b)Chain block

Fig. 41. Installation of anchor and chain blocs for lifting of a shielded
glove box.

나) 차폐글로브박스 설치
차폐글로브박스 설치 시 이동장치로 사용할 차폐체 지지대를 먼저
7414호 실험실에 반입하였다. 고중량의 납차폐체는 Fig. 42와 같이 대차
및 와이어방식으로 7414호 실험실내로 이동하였다. 이동거리는 차폐글로
브박스 인양을 위한 체인블록이 설치된 지점까지이다.

Fig. 42. Introducing of a shielded glove box into
the 7114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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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글로브박스를 10톤 성능의 체인블록 두 개가 설치된 지점까지 이
동한 후 차폐체지지대 높이 이상으로 인양하였다.
•상부면 및 상부보에 설치된 2개의 10톤 체인블럭으로 차폐체를 인양
하였다.
•차폐체 바닥면에 50 톤 성능의 유압실린더 4개를 설치하였다.
•Fig. 43과 같이 차폐체 100 mm 인양 시 하부에 나무 받침대를 견고
하게 받치면서 인양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인양하여 차폐체가 900 mm 이상 인양
되었을 때 지지대를 납차폐체 하부에 삽입하고 그 상부에 차폐글로브
박스를 안착 시켰다.
•Fig. 44와 같이 차폐글로브박스 지지대 하부에 4개의 소형대차를 삽입
하여 차폐글로브박스 설치지점까지 안전하게 이동하여 안착시켰다.

Fig. 43. Lifting of shielded glove box by support inse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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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Installation of shielded glove box on the top
of base frame.

•차폐체를 지지대위에 안착한 후 실험실 주변을 정리하여 차폐글로브
박스 설치 위치를 확보하였다.
•소형 유압식 인양기 및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차폐글로브박스를 설치위
치에 정확히 안착시켰다.
•차폐글로브박스 설치위치에 안착시킨 후 적절한 기구를 사용하여 지지
대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대차를 제거하고 설치위치에 정확히 안착
되도록 조정하였다.

다) 부속장치설치
차폐글로브박스 및 지지대가 설치위치에 정확하게 안착된 후 여러
가지 부속장치를 설치하였다.
(가) 도어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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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어를 지게차 및 이송대차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설치장소로 운반
하였다.
•도어 운반경로의 출입문 문턱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운반하였다.
•도어는 고중량물로 Fig. 45와 같이 지게차 및 천정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였다.
•도어 하부에는 linear motion guide & block을 설치하여 개페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였다.
•Fig. 46의 유지관리 도어에는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함부로 개폐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후면 및 좌측면 유지관리 도어내부에는 Fig. 46과 같이 글로브가
부착된 아크릴판을 부착하여 차폐글로브박스 내부 유지관리가 용
이하도록 하였다.
•조명등 카버를 지게차 및 천정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설
치하였다.

Fig. 45. Attachment of a maintenance door to shielded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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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utside of door

(b)Inside of dor

Fig. 46. Rear side door.
.

(a)Outside of door

(b)Inside of dor

Fig. 47. Left side door.

(나) 케스크어댑터
•우측 차폐면에 Fig. 48과 같이 시료의 반입, 반출이 가능한 납주조
형태의 케스크어댑터를 설치하였다.
•케스크어댑터는 지게차 및 이송대차로 반입하였다.
•케스크어댑터 운반경로의 출입문 문턱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운반하였다.
•케스크어댑터의 크기는 가로 580 mm x 세로 610 mm x 두께
200 mm 스테인레스스틸 재질이다.
•케스크어댑터는 시료 이송용기와 정확하게 밀착하여 사용후핵연료
반입, 반출시 방사능의 누출이 없어야 한다.
•케스트어댑터의 시편 반입 및 반출을 위한 개폐장치는 작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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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잠금장치를 하였다.
•케스크어댑터는 시편 운반용기와 결합 및 분리가 용이한 구조로
하며 작업자 피폭 없이 시편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하도록 설치
하였다.
•케스크어댑터가 부착되는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에 Fig. 49와 같이
뚜껑이 달린 아크릴제의 원통형 보조문을 부착하여 케스크 외부
도어 개방 시 대기와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48. Attachment of cask ada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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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Additional door attached inside of shielded
glove box.

(다) 환기계통
•환기계통 filtering system은 inlet & outlet filter box, fan, duct
등으로 구성하여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의 급기 및 배기 등
공조시스템을 관련법규의 기준 및 규정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설치하였다.
•Inlet 및 outlet filter는

HEPA filter를 사용하고 급기 및 배기

등의 공조에는 Fig. 50과 같은 Fan, 차압계 등을 설치하였다.
•특히 융해로 최종 방출구는 HEPA filter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
로 제작 및 설치하였다.
•Inlet 및 outlet filter는 차폐글로브박스 내부 및 외부에 1개씩 한
쌍 2개의 필터로 구성하였다.
•Inlet 및 outlet filter에는 유량조절 밸브를 부착하여 흡기 및
배기 유량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환기계통 배기구의 최종 방출구는 DUP line에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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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Ventilation for shielded glove box.

(라) 전기 및 계장장치 설치
•라이너박스 내부 및 차폐글로브박스 외부의 적절한 위치에 전등,
콘센트 등 전기 및 계장장치를 설치하였다.
•글로브박스 내부 조명은 Fig. 51의 LED 방식으로 하였다.
•대용량의 융해로 전원은 복도 분전함에 220V, 50 A 용량의
브레이크를 설치하고 그 전원을 7414호 벽면에 인입하였다.
•7414호의 차폐글로브박스 설치 후면 벽에 Fig. 52와 같이 220V,
50A의 브레이크 및 릴레이로 구성된 분전함을 설치하였다.
•전기장치는 지지대 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계장장치는 납유리
아래 부분에 작업자의 조작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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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LED for lighting of shielded glove box.

Fig. 52. Brak and relay box for high electrical power supply

(마) 원격조종기 설치
•원격조종기는 고중량이며 정밀한 기기장치이므로 해체 및 운반 시
주의를 요한다.
•모의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
1 쌍을 해체하여 7414호로 운반하였다.
•원격조종기는 지게차 및 이송대차를 이용하여 운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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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기 운반경로의 출입문 문턱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운반하였다.
•Fig. 53과 같이 원격조종기를 호이스트로 인양하여 전면차폐체
상부에 설치하였다.
•원격조종기 설치시 비계를 설치하여 높은 위치의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쪽 원격조종기 설치가 완료된 후 다른 한쪽의 원격조종기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설치하였다.
•원격조종기를 각 위치에 설치한 후 결합 부분의 각 틈새를 밀봉
하였다.
•원격조종기의 설치가 완료된 후 부트를 설치하였다.
•부트는 원격조종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주름관 20개
이상의

부트를

사용하여

원격조종기의

조종이

하였다.

Fig. 53. Installation of a pair of beta-gamma manipulator.

- 62 -

용이하도록

(바) 납유리 부착
•납유리 이동 및 부착 시 파손에 절대 주의해야 한다.
•납유리 운반경로의 출입문 문턱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는 받침대
를 사용하여 운반하였다.
•납유리는 포장된 상태로 지게차 및 이송대차로 반입한 후 설치 위
치에서 포장을 해체하여 설치준비를 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의 주요 설치 작업이 완료된 후 Fig. 54와 같이
전면 프레임에 납유리를 설치하였다.
•납유리는 지게차 및 천정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납유리 프레임에
설치하였다.
•납유리 부착 후 틈새부분은 납실로 충진하고 실리콘 팩킹하여
마감 처리하였다.

Fig. 54. Attachment of lead glass on front side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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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핵연료 융해 시스템 설치
1. 핵연료융해로 설치
1) 기기의 특성
사용후핵연료융해에는 LECO RH-600 Hydrogen determinator를 응용
할 것이다. 이 기기는 재료 시편의 수소 함량을 측정하는 정밀 분석기기로
기기의 작동 및 분석결과를 처리하는 기기본체와 시편 융해로인 EF-500
electrode furnace로 구성되어 있다. 시편은 헬륨분위기의 흑연도가니에서
고온 융해되며 이때 방출되는 수소를 기기본체에 내장된 비분산형 적외선
검출기로 측정하게 된다.

2) 융해로의 특성
시편 용해를 위한 융해로는 구리 재질의 상부전극(Upper electrode),
및

하부전극(Lower

electrode)으로

구성된

LECO

EF-500

전극로

(Electrode furnace, 혹은 impulse furnace)이다. 이 전극 내부에 냉각수를
흘려주면서 상부, 하부 전극 사이에 흑연도가니(LECO 782-720, High
temperature carbon crucible)를 삽입하고 여기에 700 A 이상의 고전류를
o

인가하면 불활성기체분위기에서 수초 내에 최고 3000 C까지 도달 할 수
있는 로이다.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한 시료 융해를 불활성기체융해라고 한
다.
UO2 융해 시 예상되는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다[3].

UO2 + C + M=UMC+CO---(1)
여기서
C: 흑연도가니 성분
M: 금속조연제
o

발생된 CO는 650 C의 CuO 칼럼에서 산화되어 CO2가 되며 이것은 알
카리흡수제에 의해 흡수 제거된다. 그러나 크립톤, 제논 등 핵분열생성기체
는 운반기체인 헬륨으로 운반, 포집하여 잔류핵분열기체 측정에 사용하게
된다.
표준형

LECO

RH-600

Hyd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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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or는

콘트롤파트와

furnace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석기기를 사용후핵연료 융해에
응용하기 위해 표준형 LECO RH-600 Hydrogen determinator를 콘트롤파
트와

electrode

furnace(EF-500)로

분리,

개조하여

Fig.

55와

같이

electrode furnace 부분만 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되는 전극로(EF-500)에는 고에너지 감마선에 약한 전자부품의 사용을
최소화하였으며 내방사선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3) 융해로 설치
•차폐글로브박스 내에서 원활하게 작동 할 수 있도록 전극로(EF-500)의
각종 부품을 개조하였다.
•전극로(EF-500)는 차폐글로브박스 내에 설치하고 RH-600 Hydrogen
determinator의 본체는 아크릴글로브박스에 설치하여 상호 연결하였다.
•원격조종기에 의한 운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극로(EF-500) 프레임
의 높이를 약 7 Cm 정도 절단하고 전극 하부 네모서리의 받침대를
제거 하였다.
•전극로(EF-500) 후면에 위치한 전원콘센트 및 냉각수 배관의 위치를
전극로(EF-500)

좌측면으로

이동시켜

차폐글로브박스

후면

공간

활용을 용이하게 하였다.
•전극로(EF-500)의 좌측, 우측 철판을 제거하고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교
체하여 기기 내부 상태를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극로(EF-500)와 콘트롤파트에 상호 연결되는 가스배관은 차폐글로브
박스 지지대의 좌측면 및 라이너박스 내부 좌측면을 통과하여 swage
lock 타입으로 체결하였다.
•가스배관에는 운반기체인 고순도 헬륨과 pneumatic 기체인 질소가 통
과 하게 된다.
•가스배관은 기체의 흡착을 방지하기 위해 전해연마된 1/8“ 스테인레스
스틸 배관을 사용하였다.
•가스배관에는 1/8" 튜브 8개가 설치되었다.
•기체 최종 방출구는 배기 헤파 필터 속으로 직접 연결하였다.
•전극로(EF-500)의 주전원 코드는 지름 약 19 mm이며 대용량의 전류가
통과하므로 전선을 중간 단선 없이 차폐글로브박스 지지대 후면 철판
및 라이너박스 후면 유틸리티 구멍을 통하여 직접 연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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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 배관은 내부에 철심이 들어 있는 내압호스를 사용하였다.
•컴퓨터신호선, 정밀저울신호선 등은 단선 없이 아크릴글로브박스의
좌측면, 차폐글로브박스 후면 및 라이너박스 후면 유틸리티구멍을
통하여 연결하였다.
•기기의

최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RH-600

Hydrogen

determinator 본체와 전극로(EF-500)의 거리는 183 cm 이내로 유지
해야 한다.
•고장수리 및 기기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EF-500 하단 네모서
리에 360도 회전 가능한 소형 베아링을 부착하였다.

Fig. 55. EF-500 installed in shielded glove box.

2. 융해로 부속품 설치
•EF-500 시료 투입구에는 0.1 g 이하의 작은 사용후핵연료 파편을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깔때기형 투입구를 설치하였다.(Fig. 55)
•EF-500 전극 청소시 먼지발생에 의한 오염확산을 막기 위해 EF-500 하부
전극(Lower electrode) 모양에 맞게 아크릴 선반을 부착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극 청소 시 발생되는 먼지가 선반위에 대부분 집적 되
도록 하였다.
•EF-500 전극로에는 오토크리너가 장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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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크리너의 상, 하부에는 브러시가 연결되어 있으며 작동 시 회전 운동으
로 상부, 하부 전극을 청소하게 된다.
•오토크리너는 진공청소기와 연결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미세입자를 여과 할
수 있는 필터가 내장되어 있다.
•진공청소기에는 배기방향을 전환 할 수 있는 전환 밸브가 장치되어 있다.
•전환밸브는 원격조종기로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막대를 장치
하였다.
•진공청소기의 주름관을 고정할 수 있는 고정대를 설치하였다.(Fig. 56)
•진공청소기 주름관 끝에 Fig. 56과 같이 테프론 재질의 원형 아답타를 부착
하여 오토크리너 부러시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Fig. 56. Vacuum cleaner installed in shielded glove box.

3. 기타 부품 설치
•Fig. 57과 같이 시료 및 폐기물 보관함을 설치하였다.
•Fig. 58과 같이 시료의 무게를 0.0001 g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밀저울을 설
치하였다.
•정밀저울의 무게센서 부분과 디스프레이 부분을 분리, 개조하여 설치하였다.
•무게 센서부분은 차폐글로브박스 내에 설치하였으며 디스프레이 부분을 제
거한 전면에 납판을 부착하여 방사선을 차폐하였다.
•디스프레이부분은 별도 제작한 케이스에 넣어 Fig. 59와 같이 차폐글로브
박스 전면에 설치하였다.
•정밀저울 신호선은 절단 없이 차폐글로브박스를 통과하여 디스프레이에 연
결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 내 작동기기의 상태를 현장감 있게 확인하기 위해 Fig. 59
와 같이 인터콤 장치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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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콤 송신기는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에 설치하고 수신기는 차폐글로브박
스 외부에 설치하였다.
•RH-600 본체에 부착되어 시스템 작동에 사용되는 “UP”, “DN”버튼을 추가
로 제작하여 차폐글로브박스 전면 가까이에 부착하여 원격조정기 작업 시
용이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 전면에 RH-600의 주전원을 원격으로 On/Off 할 수 있는
원격조정 스위치를 설치하였다.

Fig. 57. Steel box for sample and waste storage.

Fig. 58. Chemical balance in installed in shielded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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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Control switches and others installed on the
front of shielded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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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아크릴글로브박스 및 콘트롤 파트 설치
1. 아크릴글로브박스 설치
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되는 기기의 콘트롤 파트 및 기타 장치 설치를
위한 아크릴글로브박스는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다.
•전기, 선호선, 가스 및 냉각수 등 유틸리티 배관을

짧게 하기 위해

아크릴글로브박스를 가능한 차폐글로브박스의 좌측면 가까이에 설치
하였다.
•아크릴글로브박스 내부 각 면을 실리콘으로 밀봉하여 누설을 방지
하였다.
•아크릴글로브박스 상부에 inlet 및 outlet filter를 설치하였다.
•필터는 HEPA 필터를 사용하였으며 아크릴글로브박스 내부 및 외부에
각각 한 쌍 2개의 필터를 설치하였다.
•Inlet 및 outlet filter의 끝에 밸브를 부착하여 공기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Outlet filter의 끝은 DUP line에 연결하였다.
•아크릴글로브박스 전면 중앙부에는 내부 차압을 확인 할 수 있는 차압계
를 설치하였다.
•아크릴글로브박스 전면에 글로브 1쌍을 부착하였다.
•아크릴글로브박스 내, 외부에 220 V 및 110 V 멀티콘센트를 설치
하였다.
•아크릴글로브박스와 차폐글로브박스 사이의 전기, 가스, 신호선 등은 아
크릴글로브박스 좌측면 혹은 후면 포토를 통하여 연결하고 밀봉하였다.

2. 콘트롤파트 및 기타 부속장치설치
•차폐글로브박스 및 컴푸터와 연결되는 모든 유틸리티라인의 길이를 가
능한 짧게 하기 위해 Fig. 60과 같이 RH-600 Hydrogen determinator
main body를 아크릴글로브박스 내부의 우측에 설치하였다.
•기타 부속장치는 RH-600 Hydrogen determinator의 좌측에 설치하였다.
•RH-600 Hydrogen determinator의 최종 방출구는 기체포집병에 swage
lock 타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체포집병의 방출구 및 by pass line은 "T"자로 연결하여 차폐글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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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의 최종방출구 HEPA filter로 연결하였다.
•최종방출라인은 실제 사용후핵연료 실험 시 오염가능성이 높으므로 주
의해야 한다.
•아크릴글로브박스 내부, 외부로 통과하는 전기, 신호, 가스배관 등 모든
유틸리티라인은 아크릴글로브박스 후면 및 좌측면에 가공되어 있는
구멍 혹은 배관을 통하여 연결하였다.

Fig. 60. RH-600 Hydrogen determinator main body and its
accessories installed in the acryl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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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성능검사
1. 공기조화계통 성능
차폐글로브박스의 흡기 및 배기라인에 내부, 외부 1쌍의 HEPA filter를 부착
하였으며 외부 HEPA filter 전단에 유량조절 밸브를 설치하여 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배기라인의 외부 HEPA filter에는 별도의 팬을 설치하여 필요시
강제 송풍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팬 후단은 Deep under pressure line(DUP)에
연결하였다. 이 DUP line의 전단에 별도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다.
차폐글로브박스 내 기기의 콘트롤파트 및 기타 부속장치가 설치된 아크릴
글로브박스도 차폐글로브박스와 마찬가지로 HEPA filter를 설치하고 DUP line
에 연결하였다. 이 DUP line의 전단에 별도의 밸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아크릴글로브박스에는 송풍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차폐글로브박스의 흡기구와 배기구를 완전히 열고 DUP line에 연결하였을
때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의 부압은 약 50 mm H2O를 유지하였다. 또한 송풍기를
작동시켰을 때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의 부압은 약 60 mm H2O로 10 mm H2O 정
도 부압이 증가하였다.

2. 조명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고방사성 시료를 취급하는 차폐글로브박스의 조명은
조도가 좋고, 사용수명이 길며, 발열량이 적고 고장이 적은 특성을 가져야 한
조명에는 다이오드를 이용한 light

emitting diode(LED) 방식을 채용하였다.

LED 조명의 수명은 약 35000시간으로 백열등이나 삼파장 등에 비해 수명시간
약 20배

이상 길며 하루 8시간 사용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 또한 LED 조

명은 발열량이 적어 차폐글로브박스와 같은 좁은 공간에서 연속 조명 시 온도상
승의 염려가 없다.
차폐글로브박스 내 라이너박스 천정에 Fig. 61과 같이 국산 LED 조명등인
EZ LED-Full-A type 2 대를 설치하였다. 이 LED 조명등 1 대는 11개의 LED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명등은 차폐글로브박스 상부에서 교환 할 수 있는 구조
로 되어 있다. 2개의 조명등을 켰을 때 납유리를 통하여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의
모든 조작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조도를 유지하였다.

- 72 -

Fig. 61. Light emitting diodes installed
in the liner box..

3. 원격조종기
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한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 1쌍은 차폐글로브박스
내 모든 원격조작에 사용된다. 이 원격조종기에는 각각 주름 20개의 비닐부트가
부착되어 있다. 차폐글로브박스의 부압 유지 시 이 비닐부트가 팽창하여 원격조
종기의 오염을 방지하게 된다. 차폐글로브박스의 배기구를 공기조화계통에 연결
하였을 때 비닐 부트가 정상적으로 팽창되었다.
차폐글로브박스 내 주요 설치 기기 및 장치는 EF-500, 진공청소기, 정밀저
울, 시료 및 폐기물 보관용기이다. 차폐글로브박스 내 주요 작업은 시료 및 폐기
물의 반입, 반출, 무게달기, EF-500으로 시료 투입, 흑연도가니 취급, EF-500
electrode 청소, 진공청소기 작동 및 기타 차폐글로브박스 유지관리에 관한 작업
이다. 이러한 작업은 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되어 있는 한쌍의 베타 -감마 원격
조종기로 수행된다.
차폐글로브박스 내에 기기 및 장치가 설치된 상태에서 원격조종기 작동 결
과 왼쪽 원격조종기는 수직상태로 상부 작동 시 전면에 설치된 EF-500에 의해
방해를 받았다. 오른쪽 원격조종기는 차폐글로브박스 내 상, 하, 좌, 우 작업범위
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차폐글로브박스 내 주요 작업은 오른쪽
종기에 의해 수행되며 왼쪽 원격조종기는 보조 역활을 하게 된다.

원격조

원격조종기가

접근 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한 작업은 보조기구를 사용할 예정이다.
원격조종기의 높이(elevation), 방위각(azimuth), 비틀림(twist)의 조정 및 상
하 이동(Z-motion)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또한 주부(master) 움직임에 따라
종부(slave)가 x, y, z 방향으로 1 : 1 대응하여 동작되었다. 구동 모터에 의한 x
방향 작동결과 주부(master)를 기준으로 종부가(slave)가 좌우로 15o까지 회전되
었다. Y 방향으로도 구동모터에 의해서 관통튜브(thru tube)를 기준으로 slav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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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에서 수평까지의 범위로 작동되었다.
집게(tong)는 2.5 kg 의 중량을 취급할 수 있으며 6 cm 이상 벌릴 수 있다.
집게의 잠금과 풀림을 주부 손잡이에서 라체트로 on/off 할 수 있었다. 원격조종
o

o

기 제작 사양에 의하면 주부와 종부의 높이 각도는 +35 에서 -135 이상, 비틀림
o

o

각도는 ±350 이상, 방위각(azimuth) 각도는 ±175 이상이며 master tube는 그
o

상부의 힌지를 기준으로 ±60 각도로 회전 가능하다.

4. 차폐능검사
차폐글로브박스의 설치완료 후 밀봉선원을 사용하여 차폐글로브박스 각 면
의 차폐능 검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1) 검사장비 및 인력
•검사업체; 국제비파괴검사(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 970-9번지
•검사인력; 방사성동위원소취급일반면허 소지자
•검사선원; 모델 No IRS100, Ir-192 50 Ci 밀봉선원(2009년 11월27일 기
준)(Table 4)
•검사장비; 검교정된 장비로 측정단위 0.01 μR/hr의 엑스/감마 서베이미
터, 제작회사 IJRAD, 형식 및 기기번호 RSM-300, 3000074(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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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ertificate of Ir-192 sealed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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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ertificate of survey meter 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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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ertificate of survey meter calibration(continued)

2) 차폐능 검사 절차
차폐능 검사는 차폐글로브박스에 모든 장치들이 설치되고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에 부트가 부착된 후 밀봉상태에서 실시하였다. 차폐능검사 절차
는 다음과 같다.
•검사에 사용되는 모든 장비를 확인하고 검사에 필요한 치구 및 방호장
비를 준비한다. 특히 검사 장소에는 방사선 구역임을 표시하고 검사자
외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차폐능 측정용 밀봉선원은 고선량의 감마선원이므로 취급에 주의해야
하며 밀봉선원 개폐 조작은 10 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원격 조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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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차폐글로브박스의 모든 개구부를 닫는다.
•차폐글로브박스의 전면, 좌, 우측면, 하부면, 후면 및 상부면을 Fig. 62
와 같이 약 30 Cm x 30 Cm 간격으로 구획하여 측정위치를 표시한다.
•밀봉선원의 가이드라인 끝 부분을 차폐글로브박스의 유틸리티 구멍을
통해 밀어 넣는다.
•약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원격조종기로 Ir-192가 들어있는 차폐체 셔
터를 열고, Ir-192 선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글로브박스 내부의 시료
위치까지 밀어 넣는다.
•먼저 밀봉선원을 차폐글로브박스 내부 중앙 위치에 놓는다.
•이 상태에서 글로브박스 외부 측정 표시면을 Fig. 63과 같이 검사장비
(엑스/감마 서베이

미터)로 측정한다.

•각 검사부위에서 5초 이상 정지 상태에서 선량값을 측정한다.
•납유리 부착 프레임, 유지관리용 도어, 케스크어댑터 주변 및 유틸리티
개구부등 틈새 부분에 대해 측정 횟수를 높인다.
•중앙부분에서의 측정이 끝나면 밀봉선원을 가능한 차폐글로브박스 표면
에 가까이 위치하여 표면선량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천정면은

밀봉선원을

원격조종기의

최고

높이까지

올려

천정면의

차폐능을 측정한다.
•측정이 끝난 후 원격조종하여 Ir-192 밀봉선원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차페체에 넣고 셔터를 닫는다.
•글로브박스 내부의 가이드라인을 회수한다.

Fig. 62. Location of shielding perform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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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Testing of shielding performance.

3) 차폐능검사 결과
차폐글로브박스의 차폐능은 연소도 50 GWd/tU, 냉각시간 3년인 사용후
핵연료 1.0 g(1 Ci)이 글로브박스 내부에 존재할 때 글로브박스 외부의 모든
표면에서 표면선량이 2.5 mR/h 이하이어야 한다[4-5]. 차폐해석결과에서 제시
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차폐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틸프레임에 70 mm의
납 두께가 요구되었다. 본 차폐글로브박스의 차폐면은 10 t의 철제프레임에
납 두께 80 mm가 되도록 주조하였다.
차폐글로브박스의 차폐능 측정결과 및 측정위치를 Table 6 ～ Table 18에
나타내었다.
•차폐글로브박스의 건전성 평가 및 판정은 각 검사 부위별 표면선량 측
정값을 기준으로 하며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검사선원을 차폐글로브박스 내부 중앙에 두고 각 차페면에 대해 측정
한 표면선량값이 2.5 mR/hr 이하 이어야 한다.
•검사선원을 차폐글로브박스 내부 벽면에 붙인 상태에서 각 차폐면에
대해 측정한 표면선량값이 20.0 mR/hr 이하 이어야 한다.
•약 50 Ci의 Ir-192 밀봉선원을 밀착한 상태에서 차폐능 측정결과 원격
조종기 부착 튜브 및 납유리 부분에서 15.0 mR/hr ～ 19.5 mR/hr로
높게 측정되었으나 기준 이하로 검출되었다.
•그러나 사용한 밀봉선원이 50 Ci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차폐능을 가
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약 50 Ci의 Ir-192 밀봉선원을 차폐글로브박스 중앙부에 위치하였을
때 각 차폐면에서 합격기준인 2.5 mR/hr 이하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차폐글로브박스의 차폐능은 설계 사양을 만족한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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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port

of

shielding

performance

test

results

for

important points of shielded glove box with Ir-192
source contacted on the surface of test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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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hielding performance test points for front lead shiel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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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port for shielding performance test results of front lead
shield panel with Ir-192 source located at center of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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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Shielding performance test points for right lead shiel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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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port for shielding performance test results of right lead
shield panel with Ir-192 source located at center of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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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Shielding performance test points of left lead shiel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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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port for shielding performance test results of left lead
shield panel with Ir-192 source located at center of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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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Shielding performance test points of rear lead shiel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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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Report of shielding performance test results of rear lead
shield panel with Ir-192 source located at center of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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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Shielding performance test points of bottom lead shiel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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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Report for shielding performance test results of bottom lead
shield panel with Ir-192 source located at center of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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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Shielding performance test points of roof lead shield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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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Report for shielding performance test results of roof lead
shield panel with Ir-192 source located at center of glove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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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연료융해시스템 성능
차폐글로브박스 및 아크릴글로브박스 내에 핵연료융해시스템으로 응용할
RH-600 Hydrogen determinator, EF-500 electrode furnace 및 기타 부속장치 설
치 완료 후 기기의 성능을 점검하였다.
•설치 완료한 핵연료융해시스템은 Fig .64와 같다.
•기기제작회사에서는 RH-600 Hydrogen determinator main body와 EF-500
electrode furnace 사이의 간격을 183 Cm이하로 유지하도록 권고하였다.
•따라서 아크릴글로브박스와 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된 RH-600 Hydrogen
determinator main body 및 EF-500의 전원 공급케이블 및 신호선은 단선
혹은 연장선을 사용하지 않고 기기제작회사에서 공급한 것을 그대로 사용
하였다.
•그러나 가스배관, 냉각수 배관 및 컴퓨터 통신케이블은 기기의 설치 위치상
연장선을 사용하였다.
•가스배관은 유니온을 사용하여 배관하였으며 통신케이블은 연장 shielding
선을 USB 연결 코넥터로 연결하였다.
•기기의 주전원은 차폐글로브박스 전면 납유리 우측 하부의 원격 스위치를
통하여 릴레이로 공급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크릴글로브박스 내부에 설치된 RH-600 Hydrogen determinator
main body 우측 후면의 주전원 브레이크는 항상 “On” 상태로 유지하게 된
다.
•헬륨 및 질소를 공급한 상태에서 차폐글로브박스 전면 납유리 우측하부에
설치된 전원공급 스위치를 눌러 전원을 공급하고 RH-600 Hydrogen
determinator를 약 4 시간 예열한 후 기기의 성능을 점검하였다.
•운반기체인 헬륨의 유량은 450 mL/min으로 정상이었다.
•차폐글로브박스 전면 납유리 우측 하부에 설치된 "UP/DN" 스위치 조작에
의해 시료 투입구 개폐, lower electrode 작동 및 오토크리너 작동이 순차적
으로 정상 작동되었다.
•차폐글로브박스 후면에 설치된 chiller에 전원을 넣고 EF-500에 냉각수
통과 시 기포 발생이 없으며 정상적인 냉각수 흐름을 보였다.
•기기작동 절차에 따라 Lower electrode에 흑연도가니를 올리고 EF-500
가동 시 분석설정 명령에 따라 out gassing 950 A, 1회 15초간 2회 수행하
였으며 analyze 750 A를 나타내었다. 또한 integration 시작 약 33 초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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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값 “0”으로 정상작동 되었다.
•EF-500에 시료 투입과 동시에 미리 진공 배기한 내용적 1000 mL의 시료
포집병을 열고 140 초간 시료 포집시 RH-600 Hydrogen Determinator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Fig. 64. The spent fuel fusion system which is installed in 7414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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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운전절차
제 1 절 시료준비 및 이송
1. 시료 선정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시료로서

핫셀의

제한된

구역에서만

취급가능하며 시료의 이력이 매우 복잡하고 시료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
이와 같은 고방사성 시료를 대상으로 한 시험 혹은 실험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실험계획 시 실험
목적에 합당하며 잘 정의된 시료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잔류핵분열기체 측정을 위한 시료 선정 시 핵연료의 조성, 농축도,
조사 원자로의 종류, 연소도, 연소주기, 냉각시간 등 핵연료 특성 및
연소이력이 확실한 핵연료봉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실험결과의 상호
연계 활용을 위해 선정한 동일 핵연료봉에 대해 사용후핵연료 내
잔류핵분열기체 측정과 함께 핵연료봉내 방출핵분열기체 측정, Micro
XRD 측정 및 LA-ICP-MS 측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4-5].
조사핵연료 내 핵분열기체의 잔류특성은 핵연료의 연소도, 조사온도,
농축도 및 조사특성 등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압경수로형
핵연료봉의 전장은 약 4 m가 되며 핵연료봉의 축방향 위치에 따라
연소도 및 조사 온도가 다를 수 있다. 또한 1개 조사 소결체 내에서도
반경방향에 따라 다른 연소특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1개 핵연료봉의
조사핵연료

내

잔류핵분열기체

분포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핵연료봉의 축방향 위치 및 1개 조사 소결체의 반경방향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료를 선정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차폐글로브박스 및 그
내부에 설치한 장치의 운전에 관한 것이므로 상세한 시료 채취계획은
유보한다.

2. 시료준비
조사핵연료 내 핵분열기체의 잔류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가능한 적은
양의 시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과제에서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시료 사용량은 약 0.05 g으로 결정하였다. 조사핵연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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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고압의 원자로내 조사에 의해 핵연료피복관에 융착되어 있다.
잔류핵분열기체 측정을 위한 시료 준비 시 핫셀 내에서 조사핵연료를
마이크로 절단기로 절단하게 된다. 이때 절단기에 사용하는 톱의 두께 및
원격조종기에 의한 취급 등에 의해 시편의 최소 크기가 제한된다. 따라서
피복관이 융착된 최외부를 제거한 후 목적하는 시료의 무게를 고려하여
Fig. 65와 같이 조사핵연료 소결체의 중심, 가운데 및 최외부의 3개
영역으로 나누어 시료를 절단한다.

Fig. 65. Sampling positions of an irradiated UO2 pellet.

절단한 조사핵연료 시료는 절단 과정에서 사용한 냉각수가 조사핵연료 자
체붕괴열에 의해 건조되도록 방치해둔다. 절단한 시료가 완전히 건조되면
미리 무게 달아둔 알루미늄 재질의 소형 시료 용기에 담고 뚜껑을 닫는다.
이 시료용기에는 시료를 확인 할 수 있는 표시를 미리 해두어야 한다. 이
렇게 준비한 시료를 비닐팩에 밀봉하여 보관한다.

3. 시료이송
차폐글로브박스의 차폐능 및 7414호 실험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1회 시험
에 적절한 양의 시료를 이송해야 한다. 본 차폐글로브박스의 차페능이 사용후
핵연료 1.0 g 기준으로 설계, 제작되었으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1회 이송량을
결정한다. 가능한 1회 이송량을 0.5 g 이하고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이송한
시료는 가능한 빨리 측정을 끝내고 그 폐기물을 다시 조사후 핫셀로 이송하
여 폐기한다.

1) 이송용기의 운반(이송용기보관 지점-조사후 인터벤션구역(8000구역))
•인터벤션구역 출입구에서부터 시료를 반출할 납핫셀 입구 바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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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확산방지용 비닐필름을 접착한다.
•이송 중 용기가 전복되지 않도록 이송용기의 상하 높이조절용 승강
핸들을 돌려 운반용기의 높이를 낮추고 용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장치를 채운다.
•이송용기의 전면 및 오염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비닐필름으로 접착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한다.
•조사후시험시설

인터벤션

구역에서

화학시험시설

이송경로

사이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문턱 이월 받침대를 설치한다.
•이송용기를 인터벤션구역의 납핫셀로 이송한다.
•이송용기가 고중량이므로 신중하게 이동해야 하며 특히 문턱 이월시
안전에 주의한다.
•특히 인터벤션 입구에서는 이송용기 작동공간이 좁기 때문에 고중량의
이송용기를 잘 운전할 수 있는 요령이 필요하다.

2) 이송용기와 핫셀의 결합
•이송용기를 인터벤션 구역의 납핫셀에 정확하게 조준하여 위치시킨다.
•이송용기를 납핫셀 접합부에 접속시키고 결속용 볼트를 체결하여 잘
접합시킨다. 이때 작업자의 차폐 안전성을 확보하기 접합부에서 미세한
틈새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송용기를 접속한 후 시료 수납 바스켓 밀대를 이송용기에 결합시킨다.
•먼저 이송용기의 도어를 열어본다. 이때 이송용기 도어 안전핀이 완전히
납핫셀 접합부에 정확하게 접촉하여 눌려있지 않으면 도어가 열리지
않는다.
•도어가 열리지 않으면 이송용기를 다시 잘 조준하여 납핫셀 표면에 정확
하게 접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송용기의 도어를 연 후 납차폐 핫셀의 도어를 연다. 납차폐핫셀 도어
에는 열림 제한 안전장치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어의 무게가
고중량이므로 접속면 이탈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다.
•이송용기 및 납차폐핫셀의 도어가 열렸으면 이송용기의 시료 수납
바스켓 밀대를 천천히 납차폐핫셀 내부로 밀어 넣는다.
•시료수납 바스켓이 핫셀에 도달하면 핫셀 작업자는 원격조종기를 이용
하여 비닐팩에 보관되어 있는 시료를 그대로 수납용기에 올려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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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용기에 시료 수납이 완료되면 밀대를 천천히 당겨 이송용기 내부로
반입한다.
•시료가 이송용기에 완전히 반입되면 먼저 납차폐핫셀의 도어를 밀착
하여 닫는다.
•납핫셀 도어를 닫은 후 시료 이송용기의 도어를 완전히 밀착하여 닫고
이송용기의 도어 이동판을 접어서 제 위치에 결합시킨다.
•도어가 완전히 닫힌 후 이송용기에 체결된 볼트를 해체하여 이송용기를
접합부로부터 분리한다.
•시료 수납밀대를 분해하여 보관하고 시료 이송용기를 인터벤션구역
복도로 이송한다.
•이송용기에 시료가 수납된 상태에서 이송용기 각 부분 특히 도어 부분에
대해 표면선량을 측정하여 방사선 누설여부를 확인한다.
•오염 확산 및 방지를 위해 이송용기 표면에 부착한 접착비닐을 제거하고
각 부위 특히 핫셀 접촉 부위를 제염한다.
•이송용기 각 부위를 스미어테스터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시 제염한다.

3) 시료운반(인터벤션구역에서 7414호 실험실)
•이송용기의 상, 하 높이 조절핸들을 돌려 이송용기 케스크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시료 반입을 위한 이송용기 운반절차의 역순으로 이송용기를 7414호
실험실로 이송한다.
•이송용기 내에 고방사성시료인 사용후핵연료가 들어 있으므로 안전사고
및 방사선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한다.

4) 차폐글로브박스로 시료 반입
•이송용기를

7414호

잔류핵분열기체측정용

차폐글로브박스

우측면의

케스크어댑터에 정조준하여 위치시킨다.
•이송용기 바퀴의 잠금 장치를 잠금 위치로 놓는다.
•이송용기의 케스크 높이 조절용 핸들을 돌려 케스크의 높이를 차폐
글로브박스 케스크어댑터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맞춘다.
•이송용기의 Y축 핸들을 조절하여 케스크를 케스크어댑터에 밀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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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송용기 케스크와 케스크어댑터가 정확하게 일치해야한다.
•필요하면 이송용기의 X축 조절핸들 및 틸트 장치를 사용한다.
•이송용기 케스크와 케스크어댑터가 밀착되면 결속용 볼트를 체결하여
이송용기 케스크가 케스크어댑터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한다.
•이송용기의 시료 시료수납 바스켓 밀대를 연결한다.
•이송용기 및 케스크어댑터 도어 받침대를 풀어 수평으로 한다.
•먼저 케스크어댑터 도어를 조심스럽게 연 후 이송용기의 케스크도어를
연다.
•만약

이송용기의

케스크도어가

잘

열리지

않으면

케스크어댑터의

도어를 닫고 다시 이송용기 케스크와 케스크어댑터가 정확하게 접합
되도록 한다.
•원격조종기로 차폐글로브박스 케스크어댑터 내부의 아크릴원통형문을
연다.
•시료 밀대를 천천히 차폐글로브박스 내부로 밀어 넣는다.
•원격조종기로

시료

수납바스켓에

있는

시료를

집어

시료보관함에

넣는다.
•케스크어댑터 내부의 아크릴원통형문을 닫고 케스크어댑터 및 시료이송
용기 케스크의 도어를 닫는다.
•이송용기 케스크와 케스크어댑터 체결볼트를 풀고 이송용기의 높이를
최대한 낮춘다.
•케스크어댑터 표면 및 이송용기케스크 표면을 제염하고 스미어테스터
하여 오염여부를 확인한다.
•이송용기를 케스크어댑터로부터 분리하고 이숑용기 높이 조절핸들을
조절하여 최대한 낯춘다.
•이송용기를 안전한 장소에 이동하여 바퀴 잠금 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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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용후핵연료 융해절차
1. 시료무게측정
•정밀저울의 영점을 맞춘다.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시료보관함에 있는 시료병 한 개를 끄낸다.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정밀저울 오른쪽문을 열고 시료병을 올려놓는다.
•정밀저울 디스프레이의 숫자가 안정된 후 무게를 기록한다.
•EF-500에 시료 투입 후 빈병의 마개를 닫고 같은 방법으로 빈병의 무게를
측정한다.
•빈 시료병의 무게는 시료 반입전 미리 측정하지만 시료 투입과정에서의
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측정하게 된다.
•계산한 무게를 RH-600 Hydrogen determinator에 입력한다.

2. EF-500 작동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무게측정이 끝난 시료병을 정밀저울에서 끄낸 후 왼
쪽 원격조종기로 옮겨 잡는다.
•왼쪽 원격조종기로 시료병의 몸통을 단단히 잡고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시
료병 마개를 연다.
•차폐글로브박스 납유리 하부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UP/DN" 버튼을 눌
러 EF-500의 시료투입구를 연다.
•시료병을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옮겨 잡고 시료 투입구 상부로 이동하여
시료병 입구가 아래로 향하게 뒤집어 시료를 투입한다.
•시료의 무게가 0.05 g 정도의 작은 파편이므로 분실에 주의 한다.
•EF-500 "UP/DN" 버튼을 한번 더 눌러 EF-500 lower electrode를 내린다.
•EF-500 "UP/DN" 버턴을 한 번 더 누르면 오토크리너가 작동하여
electrode furnace 내부를 청소하게 된다.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미리 준비한 흑연도가니를 EF-500 lower electrode에
조심스럽게 올린다.
•흑연도가니에는 주석 조연제가 들어 있으므로 쏟아지지 않게 조심한다.
•EF-500 "UP/DN"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lower electrode가 닫히면서
EF-500이 작동되며 기기의 작동 매뉴얼에 따라 시료가 융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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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염 및 폐기물처리
•실험이 끝나면 EF-500의 “UP/DN"버튼을 눌러 lower electrode를 내린다.
•오른쪽 원격조종기로 lower electrode에 놓여 있는 흑연도가니를 집어 오
른쪽에 있는 폐기물보관함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흑연도가니 운반과정에서 흑연도가니 내에 있는 고방사성의 융해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지에 물을 묻혀 lower electrode 주변을 2 ～ 3회 충분히 닦아낸다.
•제염에 사용한 휴지는 비닐백에 보관한다.
•오토크리너를 수동 작동시킨 상태에서 진공청소기 호스로 lower electrode
및 주변을 청소한다.
•EF-500 전면 바닥 및 주변을 제염지로 제염한다.
•이송용기를 접속절차에 따라 케스크어댑터에 접속하고 시료반입과 역순
으로 사용후핵연료 융해물을 이송용기로 반출한다.
•이송용기로 반출한 사용후핵연료 융해물은 고준위폐기물이므로 조사후시
험시설 핫셀로 반환한다.
•차폐글로브박스 내부 제염에 사용한 제염지중 오염이 낮은 것은 비닐백에
잘 밀봉한 후 후면 유지관리문으로 반출하여 중저준위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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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차폐글로브박스 유지 및 보수
1. 차폐글로브박스 내부 제염
•차폐글로브박스는 사용후핵연료 혹은 조사피복관 등 고방사성시료를 취급
하게 되므로 사용전, 후 철저한 제염이 요구된다.
•차페글로브박스 내부 제염은 반드시 사용한 고방사성 시료를 제거하고 실
시한다.
•저오염지역에서 고오염지역의 순서로 제염 작업한다.
•EF-500 lower electrode에는 아크릴제의 오염 확산 방지막을 설치하고 그
상부에 알루미늄호일을 깔아둔다.
•일정 횟수 실험 후 알루미늄호일을 폐기물로 처리하고 새것으로 교환한다.
•왼쪽 유지관리문을 열고 아크릴판에 부착된 글로브를 통하여 오염 확산
방지막 주변 및 오토크리너 부러시 부분을 제염한다.
•제염시 제염지, 증류수, 제염제 및 알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염시 발생된 폐기물은 비닐백에 밀봉하여 방사성폐기물로 처리한다.

2. 공조시스템 필터교체
•차폐글로브박스의 흡기 및 배기 배관에는 각각 내, 외부에 1쌍의 HEPA
filter가 부착되어 있다.
•흡기배관의 HEPA filter는 차폐글로브박스로 유입되는 공기를 정화하며,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에서 오염된 공기는 배기배관에 부착된 HEPA filter로
정화하여 최종적으로 deep under pressure(DUP)라인으로 방출된다.
•HEPA filter는 방사능계측 결과 기준치 이상이거나 일정시간 이상 사용
하면 새것으로 교체해야 한다.
•HEPA filter 교체전 공기조화 장치 주위의 오염도를 측정한다.
•공조조화시스템의 필터 교체 시 오염 확산 및 공기흐름 역류에 주의한다.
•HEPA filter 교체가 요구되면 차폐글로브박스의 천정에 올라가 먼저 흡기
배관에 부착된 댐퍼를 닫아 외부공기와 차단한다.
•흡기배관의 외부 HEPA filter를 탈착하여 미리 준비한 비닐백에 밀봉하고
새로운 HEPA filter를 공기 흐름 방향을 확인하여 부착한다.
•흡기배관의 댐퍼를 적당하게 열고 천정에서 내려와 후면 유지관리 문을
개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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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지관리문 내부의 아크릴판에 부착된 원통문을 열고 미리 준비한
HEPA filter를 투입한다.
•아크릴판에 부착된 글로브를 통하여 흡기배관의 내부 HEPA filter을 탈착
하여 비닐백에 밀봉처리하고 새 HEPA filter를 부착한다.
•배기배관 필터는 오염도가 높으므로 HEPA filter 교체에 주의 한다.
•배기배관의 외부 HEPA filter 교체를 위해 댐퍼를 차단한다.
•외부 HEPA filter를 조심스럽게 탈착하고 신속하게 비닐 밀봉하여 폐기물
로 처리하고 새로운 HEPA filter를 부착한 후 댐퍼를 적절하게 개방한다.
•차폐글로브박스 좌측면 유지관리 도어를 열고 내부 아크릴판에 부착된
글로브를 통하여 내부 HEPA filter에 연결된 1/8“ 최종방출배관을 이탈
시킨 후 HEPA filter를 탈착하여 비닐밀봉 처리한다.
•신속하게 새로운 HEPA filter를 공기흐름 방향이 맞게 배기배관에 부착
시키고 1/8“ 최종방출관의 끝 부분을 HEPA filter 내부에 위치시킨다.
•교체한 HEPA filter는 모두 필터폐기물로 별도 처리한다.

3. 조명교체
•차폐글로브박스의 조명은 1대에 13개의 light emitting diode(LED)가
부착된 LED 조명등 2대로 유지한다.
•LED 조명등의 제품사양에 의하면 조명 수명은 하루 8시간 사용 시 약
13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먼저 LED의 전원을 차단하고 차폐글로브박스 상부 천정면에 올라가
납벽돌을 좌우로 이동하여 조명등 입구를 개방한다.
•조명등 내부에 설치된 납판넬을 들어내고 조명등을 반출한다. 조명등은 차
폐글로브박스 내부와 차단되어 있으므로 정상적이면 오염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조명등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오염 확산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조
명등이 오염되었다면 차폐글로브박스 내부에 설치된 강화유리재질의 조명
등 카버 누설이 의심되므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명등을 새로운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고 다시 납벽돌로 밀봉한다.
•다른 쪽의 조명등도 같은 방법으로 교체한다.
•조명등을 교체한 후 전원을 넣어 조명등 작동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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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격조종기 사용절차 및 유지관리
차폐글로브박스 내 모든 조작은 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된 1쌍의 베타-감마
형 원격조종기에 의해 수행된다. 이 원격조종기의 정격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격조종기의 정확한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또한 원격조종기의 주기적 점검
및 고장수리 등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원격조종기의 사용절차, 유지관
리 및 고장수리에 대해서는 부록 “원격조종기사용법”에 수록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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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Ι
원격조종기 사용 및 유지관리 절차

원격조종기 사용 및 유지관리 절차

1. 원격조종기의 주요부 명칭
본 차폐글로브박스에 설치된 베타-감마형 원격조종기의 주요부 명칭은
그림 1과 같다.
8
7

9

6

5
4
3
2
1

10
11
12
13

MASTER ARM

1
2
3
4
5
6
7

Gun
Switch
Master
Master
Spring
Master
Weight

THRU TUBE

8
9
10
11
12
13

wrist joint
boom tube
balance
trunk tube
balance

SLAVE ARM

Lead shield
Slave trunk tube
Intermediate tube
Slave boom tube
Slave wrist joint
Tong

그림 1. 원격조종기 주요부 명칭.

2. 원격조종기의 동작구성도 및 작동방법
원격조종기의

동작은

크게

arm

motion(X,

Y,

Z

motion)과

tong

motion(elevation, twist, azimuth motion)으로 구분된다. 이 여섯 가지 motion 중
에서 wire로 작동하는 것은 arm의 z-motion과 tong의 elevation, twist, azimuth
motion이며, 이들 motion의 동작 구성도는 그림 2～7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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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ong motion의 동작구성도.

그림 3 Elevation & twist motion의 동작구
성도.

그림 4. Azimuth motion의 동작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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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pring balance의 동작구성도.

그림 6. Counter wire의 동작구성도.

그림 7. Z-motion의 동작구성도.

3. 원격조종기의 동작
원격조종기의 arm motion은 X, Y, Z의 세 가지가 있으며, 그림 8에서 표시
한 바와 같이 작업자의 시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움직이는 동작이 X-motion, 전후로
움직이는 동작이 Y-motion이, 상하로 움직이는 동작이 Z-moti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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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otion

(a) X-motion (b) Y-motion (c) Z-motion
그림 8. 원격조종기의 arm motion.
또한 X 및 Y motion은 전동기 작동이 가능하며, 그림 9의 X, Y 전환버튼으
로 전동기 작동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적색 버튼은 (+)방향으로, 녹색 버튼은 (-)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

그림 9. Gun에 부착된 전동기 조작부.
원격조종기의 tong motion도 세 가지 방향의 동작으로 구분되며, 그림 10에
서 보는 바와 같이 slave boom tube를 기준으로 tong이 상하로 회전하는 elevation
motion, slave wrist joint를 기준으로 tong이 회전하는 twist motion, 그리고
intermediate tube를 기준으로 slave boom tube가 회전하는 azimuth motion 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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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levation motion

(b) twist motion

(c) azimuth motion
그림 10. 원격조종기의 tong motion.
4. wire 및 tong의 tension 조절방법
작업자에 의해 가해진 힘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wire는 적절한 tension
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Tension이 과하게 작용된 경우 wire 파손의 원인이
되고, 반대의 경우 wire가 wheel로부터 이탈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Tension 조절 장치로서 turnbuckle을 사용하며, turnbuckle은 모두 우나사
를 적용하므로 그림 11의 조절 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wire의 tension이 증가
하고, 왼쪽으로 돌리면 tension이 감소한다. Turnbuckle은 wire의 tension뿐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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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finger의 tension과 간격을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며, 그림 12의 조절레버
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finger의 유격이 감소하고, 왼쪽으로 돌리면 유격이 증가
한다.

조절 볼트

그림 11. Wire tension을 조절하는 Turnbuckle.

체결용 볼트
Gun
Trigger

조절 레버
그림 12. Tong tension을 조절하는 레버.
5. Motion lock system
하중을 가하지 않으면 원격조종기는 그림 13과 같은 상태로 복원된다. 그
러나 핫셀 등에 설치 또는 인출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motion을 정지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모든 motion을 정지시킬 수 있는 motion
lock system이 장치되어 있다. Motion lock system은 모두 gun의 주위에 장치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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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locking lever

X, Y-motion
locking button

Tong motion
locking lever

그림 13. Motion lock system.
각 motion locking system의 사용은,
a) X, Y-motion : button을 당기면 locking되고, 누르면 해제된다.
b) Tong motion : lever를 누르면 locking이 되고, 올리면 해제된다.
c) Other(Z-motion, elevation/twist/azimuth motion): lever를
당기면 locking이 되고, 밀면 해제된다.
그림 13은 모든 motion이 lock 위치에 있는 상태이다.

6. 원격조종기의 설치
원격조종기를 설치하기 전에 wall tube를 깨끗이 청소하고 간섭을 일으킬
만한 장애물을 제거한다. 원격조종기를 설치할 때에는 slave arm이 thru tube와
일직선이 되도록 extend시켜 locking한 후, crane 등을 이용하여 wall tube 속으
로 밀어 넣고 체결용 볼트로 고정한다. 그림 14는 원격조종기가 설치된 사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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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외부

(b)내부
그림 14. 원격조종기 설치예.

7. 각 motion에 대한 wire의 교체 방법
1) Tong motion의 wire 교체 방법
Tong motion이라 함은 작업자가 gun의 trigger를 당겼을 때, tong에 부
착된 finger가 대상물을 잡거나 놓는 동작을 말한다.
•Master arm 상부의 drum hole과 bracket의 hole을 이용하여 master
boom tube를 안전핀(Φ6 X L50, 1EA)으로 그림 15와같이 고정시킨다.
•Master boom tube를 끝까지 올린 후 상단의 hole에 고정핀(Φ6 X L150,
2EA)을 관통시켜 고정시킨다.
•Master 및 slave쪽 wrist joint에 안전핀(Φ3 X L80)을 그림 16과 같이
고정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의 고정핀을 설치하면 원격조종기의 azimuth motion과
tong motion을 제외한 모든 motion이 locking 상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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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핀

drum

그림 15. Master arm 상부에 고정핀을 삽입한 모습.

W rist joint

고정핀

그림 16. Master/slave wrist joint에 고정핀을 삽입한 모습.
2) Gun 부분의 파손된 wire(BM01M)를 교체할 경우
•그림 17과 같이 slave arm이 낙하하지 않도록 끈 등을 이용하여 고정
시킨다.
•Spring balance를 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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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과 같이 Wire No. BM01 ～ M05까지의 turnbuckle을 풀고 각
wire에 무게추를 매단다.
•Master wrist joint와 boom tube의 고정 볼트와 핀을 제거하고 Master
wrist joint를 내린다. 이때, 반드시 master wrist joint에 고정핀을 체인
사이로 삽입하여 wrist joint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파손된 wire를 제거하고, wire No. BM01M을 감는다.

Slave trunk tube

Intermediate tube
Slave boom tube
고정용 끈
Slave wrist joint

그림 17. 고정용 끈으로 slave arm을 고정한 모습.

Turnbuckle

무게추
Master trunk tube

그림 18. Wire No. BM01~BM05까지의 turnbuckle을 해제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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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buckle
Master boom tube

고정핀 위치
Master wrist joint

그림 19. Master wrist joint를 해제한 모양.
3) Slave 부분의 파손된 wire를 교체할 경우
•그림 18과 같이 wire No. BM01 ～ BM-05의 turnbuckle을 풀고 각
wire에 무게추를 매단다.
•Slave wrist joint와 boom tube의 고정 볼트와 핀을 제거하고 그림
20과 같이 slave wrist joint를 내린다. 이때, 반드시 slave wrist
joint의 고정용 hole에 두 개의 고정핀을 체인사이로 삽입하여 slave
wrist joint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파손된 wire를 제거하고, wire No. BM01S를 감는다.

Slave trunk tube

Intermediate tube
Slave boom tube
고정핀 위치
Slave wrist joint

그림20 Slave wrist joint를 해제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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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levation 및 twist wire의 교체방법
•Master arm 상부의 drum hole과 bracket의 hole을 이용하여 master
boom tube를 안전핀(Φ6 X L50, 1EA)으로 고정시킨다.
•Master boom tube 상단의 hole에 고정핀(Φ6 X L150, 2EA)을 관통시켜
고정시킨다.
•Master 및 slave wrist joint에 안전핀(Φ3 X L80)을 고정시킨 후, spring
balance를 제거한다.
•그림

18과

같이

wire

No.

BM01~BM05의

turnbuckle을

풀고

각

wire에 무게추를 매단다.

1) Master 부분의 파손된 wire를 교체할 경우
•그림 18과 같이 Master wrist joint의 볼트와 핀을 제거한다.
•그림 19와 같이 master wrist joint를 내린 후, 두 개의 고정핀을
삽입하여 wrist joint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한다.
•파손된

wire를

제거하고,

wire

No.

BM02M,

BM03M,

BM04M,

BM05M을 체결한다.
2) Slave 부분의 파손된 wire를 교체할 경우 :
•그림 20과 같이 slave wrist joint의 볼트와 핀을 제거하고 wrist joint
를 내린다. 이때, 반드시 slave wrist joint의 고정용 hole에 두개의 고
정핀을 체인사이로 삽입하여 slave wrist joint가 회전하는 것을 방지한
다.
•파손된 wire를 제거하고, wire No. BM02S, BM03S, BM04S, BM05S,
를 감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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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zimuth motion wire의 교체방법
Azimuth motion은 slave arm의 intermediate tube를 기준으로 slave arm
tube가 회전하는 것으로, 이러한 azimuth motion을 위해 사용되는 wire는 wire
No. BM07M, BM08M, BM07S, BM08S의 네 개이다.
1) Master쪽의 wire(wire No. BM06M, BM07M) 교체
•그림 21의 Spring balance box를 해체한 후, master trunk tube에
설치된 두개의 고정핀을 해제한다.
•Wire No. BM06M을 교체할 경우에는 drum의 상부에, wire No.
BM07M을 교체할 경우에는 drum의 하부에 체결한 후 turnbuckle을 연
결한다.

Wire No. BM07M
Wire No. BM06M
Spring balance box

체결용 볼트

Drum

그림 21. Azimuth motion용 wire 및 drum(master arm 부분).
2) Slave쪽의 wire(wire No. BM06S, BM07S) 교체 :
•Turnbuckle을 연결한 후, master에서 slave 쪽으로 wire를 연결한다.
•Wire No. BM06S를 교체할 경우에는 drum의 상부에, wire No.
BM07S를 교체할 경우에는 drum의 하부에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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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No. BM06S
Wire No. BM07S
Drum

그림 22. Azimuth motion용 wire 및 drum(slave arm 부분).
10. Spring balance용 wire의 교체 방법
Spring balance는 wire No. BM08과 spring balance box내에 설치된 판
스프링을 이용하여 작동된 arm을 복원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spring
balance의 wire(BM08)가 끊어지면 master arm과 slave arm이 자유낙하 하여
master 및 slave arm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wire의 손상이 우려
되는 경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 Spring balance 부분의 해제
•모든 운동방향의 motion을 locking하고, slave arm이 낙하하지 않도록
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그림 22에 표시된 1번 볼트를 반바퀴 정도 풀고, 2번 볼트를 반시
계 방향으로 클러치를 해제할 만큼 돌린다.
•스프링의 장력이 없어질 때까지 2번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린 후 클
러치를 걸고 2번 볼트를 고정시킨다. 여기서, 2번 볼트를 작업할 때 렌
치를 이용하여 적당한 힘으로 spring의 힘을 제어하지 않으면 spring이
고속으로 풀리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Spring balance box의 cover를 열고 그림 24와 같이 가공된 홈에
체결된 wire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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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balance box
2번볼트
1번볼트

그림 22. Spring balance box.

Wire No. BM08
Wire 체결용 가공 홈
2번 볼트

Box cover

그림 23. Spring balance box 내에 wire No. BM08이 체결된 모습.
2) Master boom tube 내 bracket 부분의 해제
•모든 운동방향의 motion을 locking하고, slave arm이 낙하하지 않도록
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Master

trunk

tube의

상부

홈에

그림

24의

bracket이

보이도

록 master boom tube의 높이를 조절한다.
•Bracket에 체결되어 있는 clip(그림 24의 원의 안쪽)을 살짝 들어
올리면 wire No. BM08은 쉽게 해제된다.
•Wire No. BM08은 상기 과정을 참고로 하여 연결한다.

- 15 -

그림 24. Master trunk tube내에 설치된 bracket.
11. Z-motion용 wire의 교체방법
Z-motion은 slave trunk tube를 기준으로 intermediate tube와 slave
boom tube가 상하로 움직이는 것으로, 이러한 Z- motion을 위해 사용되는 wire
는 wire No. BM09M, BM12, BM13, BM14의 네 개다. Wire No. BM10과 BM11
은 master trunk tube와 master boom tube를 연결하기 위해 적용되었고, wire
No. BM15는 intermediate tube와 slave boom tube를 연결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1) Wire No. BM09의 교체
•Wire의 한쪽 끝을 master arm 상부 드럼 중 slave drum의 아랫부분
에서부터 세 바퀴 반을 감는다.
•Master쪽에서 slave쪽으로 wire No. BM09를 연결한 후, 그림 26
과 같이 slave arm의 고정용 turnbuckle에 체결한다.
Master drum
Wire No. BM14

Wire No. BM13

Wire No. BM12

Wire No. BM09
Slave drum

그림 25. Wire No. BM09의 master쪽 체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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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e No. BM09

고정용 turnbuckle

그림 26. Wire No. BM09의 slave쪽 체결부분.
2) Wire No. BM10과 BM11의 교체
•그림 27에서 지시된 master arm의 상부의 고정용 볼트에서 clip
된 부분을 먼저 삽입하여 볼트를 끝까지 체결한 후, wire를 연결한다.
•그림

28의

bracket이

보일

때까지

master

arm을

bracket에 clip된 wire를 체결한다.

고정용 볼트

M aster arm 상 부

그림 27. Master arm 상부의 wire(No. BM10, BM11) 체결위치.

B ra c k e t
M a s te r tru n k tu b e

그림 28. Master arm 내부의 wire(No. BM10, BM11) 체결위치.
3) Wire No. BM12의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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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고,

그

그림 25(5-12)에서 직경이 작은 드럼의 윗부분에서부터 Wire의 한쪽
끝의 반 바퀴 감고, wire를 연결한다.
4) Wire No. BM13M의 교체
Wire의 clip된 한쪽 끝을 master arm 상부 드럼 중 master drum(그림
25 참조)의 아랫부분에서부터 세 바퀴 반을 감고, wire를 연결한다. 다른 쪽 끝은
master boom tube 안의 bracket 위부분에 고정한다.

Wire No. BM13
Master trunk tube
Wire No. BM14

그림 29. Wire No. BM13, BM14의 master trunk tube 내의 체결 위치.
5) Wire No. BM14의 교체
Wire의 clip된 한쪽 끝을 master arm 상부 드럼 중 master drum의 윗
부분(그림 25 참조)에서부터 반 바퀴 감고, wire를 연결한다. 다른 쪽 끝은 그림
29에서 표시된 master boom tube 내부의 bracket 아랫부분에 고정한다.
6) Wire No. BM15의 교체
Elevation

및

twist

wire의

교체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wire

No.

BM01~BM05를 해제하고, wire No. BM12의 tension 제거한 후, Slave boom
tube 내의 bracket(그림 30 참조)에 clip된 한쪽 끝을 연결하고, wire를 연결한다.
Wire No. BM15의 연결 작업은 모든 wire의 tension이 제거된 상태에서
수행되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wire를 교체할 경우, wire No. BM15를 가장 먼
저 연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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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la v e tru n k tu b e

W ire N o . B M 1 5

그림 30. Slave arm 내부의 wire(No. BM15) 체결위치.
12. 원격조종기 wire system의 분해 및 조립
1) 원격조종기 wire system의 분해
•원격조종기를 wall tube에서 꺼내어 거치대로 옮긴다.
•Tong motion wire의 교체방법'의 1～3번에 따라 각각의 고정핀을 설치
하여, azimuth와 tong motion을 제외한 모든 motion을 locking한다.
•Control 단자를 분리한다.
•Gun의 tension 조절용 레버를 완전히 풀고, trigger내에 있는 bracket으
로부터 wire를 빼낸 후, 체결용 볼트를 풀고 gun을 해제한다.
•Spring balance용 wire의 교체방법‘을 참조하여 Spring balance를 해제
한다.
•Wire No. BM01～BM05의 turnbuckle을 풀고 각각에 무게추를 매단다.
•Wire No. BM01～BM05의 풀린 부분에 있는 turnbuckle을 완전히 때내
고, 각 clip을 절단한다.
•Master wrist joint의 볼트 및 핀과 아래쪽 무게추를 제거한 후, master
wrist joint를 돌려 빼내면 그림 31과 같이 wrist joint가 해제된다.
•Slave wrist joint의 볼트 및 핀과 위쪽 무게추를 제거한 후, slave
wrist joint를 돌려 빼내면 그림 32와 같이 wrist joint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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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Master boom tube로부터 분리된 master wrist joint.

그림 32. Slave boom tube로부터 분리된 slave wrist joint.
•Master arm 하단의 wire locking block을 해제한다.
•Wire

No.

BM06과

BM07에

연결된

turnbuckle을

풀고

BM06G,

BM06F, BM07G, BM07F의 wire를 해제한다. 각 Wire의 해제방법은
Azimuth motion용 wire의 교체방법’을 따른다.
•Spring balance용 wire의 교체방법에 따라 wire No. BM08을 해체한다.
•Z-motion용 wire의 교체방법에 따라 wire No. BM09를 해체한다. 이렇
게 wire No. BM09를 해제한 상태에서 slave trunk tube와 slave boom
tube를 묶어둔 끈을 풀면 slave boom tube가 자유낙하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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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trunk tube
Wire & wheel
Wire locking block

그림 33. Wire locking block.
•Z-motion용 wire의 교체방법에 따라 wire No. BM10과 BM11을 풀고,
drum에 있는 고정핀을 제거하면 master boom tube가 낙하한다.
Master

trunk

tube의

옆쪽

hole에

bracket이

보일

때까지

내린

후, 좌우 양쪽의 clip을 제거하여 wire No. BM10과 BM11을 해체한다.
이렇게 두 wire를 해제하면 master boom tube 내의 H형 bracket이 빠
져나온다.

그림 34. Master boom tube 내의 H형 bracket.
•Z-motion용 wire의 교체방법’에 따라 Master arm 상부의 작은 드럼 위
쪽에 있는 12번 wire를 풀고, intermediate tube carriage의 볼트를 빼내
면 12번 wire가 해제된다.
•Master trunk tube의 상부 정면 홀에 bracket이 보일 때까지 올린 후,
bracket 상부에 연결된 볼트를 풀면 wire No. BM13이 해제된다. 여기
서 wire No. BM13은 상부의 큰 드럼의 아래쪽에서 출발하여 master
boom tube carriage(bracket)의 위쪽으로 연결되고, wire No. BM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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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에서 출발하여 master boom tube carriage(bracket)의 아래쪽으로
연결된다.
•상기 작업에서 bracket의 하부에 연결된 볼트를 풀고, 그림 35(a)
의 cover를 연 후 (b)의 이탈방지용 볼트를 적당히 풀면 14번 wire를
wheel에서 이탈시킨다. 만약 wire를 wheel에서 이탈시키지 않으면 clip
에 걸리어 wire가 해제되지 않는다.

Master trunk tube

cover

Master boom tube
(a) 전기장치 cover

이탈방지용 볼트

M a s te r b o o m tu b e

(b) 이탈방지용 볼트
그림 35. 전기장치 cover 및 이탈방지용 볼트.
•Z-motion용 wire의 교체방법’에 따라 slave arm의 아래쪽에 있는
bracket에 연결된 clip을 빼내고, slave arm 상부에 있는 hole에
bracket이 보일 정도로 slaver arm을 상승시킨 후 bracket에 체결되어
있는 clip을 빼내면 wire No. BM15번 wire가 해제된다. 15번 wire가
해제되면 slave boom tube는 자유 낙하 하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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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격조종기 wire system의 조립
Wire의 조립은 분해의 역순으로 행하되, wire를 각종 tube속으로 넣는
작업은 다음을 따른다.
A. Master boom tube에 wire를 넣는 경우.
•Wire No. BM01M~BM05M을 master wrist joint에 연결한 상태에서
그 끝을 leader의 뒷부분에 붙인다. 이때 wire간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 wire clamp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Leader

Wire clamp

Wrist joint

그림 36. Wire에 leader를 부착(master).
•그림 37과 같이 Leader의 앞부분을 master boom tube 속으로
밀어 넣는다.
•그림 38에 표시된 원이 있는 부분의 hole로 Leader를 꺼내고
다시 tube를 통해 아래로 내린다. 이때 leader가 hole로 빠져나올 때
는 wheel 사이로 나와야 한다.
•Leader의 앞부분이 master boom tube로 다시 나오면 그림 39
와 같이 연결되고, leader를 계속 당기면 wire가 wheel의 적절한 위
치에 장착된다.
•Wire가 모두 나오면 leader를 제거하고 무게추를 달아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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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기 장 치 co ver

M a s te r b o o m tu b e

Leader

그림 37. Wire에 leader를 부착.

Boom 튜 브 의
안 쪽 으 로 올 라 감

T ru n k 와 B o o m 튜 브
사 이 로 내 려 옴

그림 38. Leader의 이동경로(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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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Leader를 연결한 상태.

W ris t jo in t

W ire c la m p

그림 40. Wire에 leader를 부착(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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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

B. Slave boom tube에 wire를 넣는 경우.
•Wire No. BM01S~BM05S를 slave wrist joint에 연결한 상태에서
그 끝을 leader의 뒷부분에 붙인다. 이때 wire간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 wire clamp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Master 작업과 마찬가지로 Leader의 앞부분을 slave boom tube 속
으로 밀어 넣는다.
•그림 41에 표시된 부분의 hole로 Leader를 꺼내고 thru tube
를 통해 화살표 방향으로 wire를 넣는다. 이때 leader가 hole로 빠져
나올때는 wheel 사이로 나와야 한다.
•Leader의 앞부분이 thru tube를 통과한 후, leader를 계속 당기면
wire가 wheel의 적절한 위치에 장착된다.
•Wire가 모두 나오면 leader를 제거하고 무게추를 달아둔다.

Boom튜브의
안쪽으로 올라감

Trunk와 Inter.튜브
사이로 내려옴

Trunk튜브의
바깥으로 올라감

그림 41. Leader의 이동경로(sl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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