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ERI/RR - 3761/2014

원자력기술협력사업
A Project of Nuclear technology Cooperation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
Development and Manufacture of the Nuclear 

Laboratory  Equipment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제  출  문

한국원자력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기관고유사업 “원자력기술협력사업,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

원” 과제의 연차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과  제  명 :

사업책임자 :

참  여  자 :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

염 기 언

문 제 선

정 변 영

김 은 태

이 인 배



- i -

요  약  문

Ⅰ. 제목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

Ⅱ. 업무의 목적 및 중요성

원자력 연구 •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연구기기를 개발 및 제작 • 보

수하여 적시 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연구 활동을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연구효율을 높이는데 중요성이 

있다.

Ⅲ.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본 과제에서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뢰작업에 대한 기술상담

    2. 기술자료 조사

    3. 연구기기의 생산설계 및 제도

    4. 외주제작품에 대한 제작시방서, 생산도면, 제작원가추산서 작성검토

    5. 연구기기의 개발 및 제작 • 보수 

선반가공, 밀링가공, CNC가공, 3D 프린팅 W ire-cut 가공, 판금 및 

용접가공, 조립가공, 열처리 및 표면처리 등.

    6. 공무관리

    7. 품질보증 및 작업관리

Ⅳ. 업무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과제에서는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Gas bubbler, 웜기어 호

이스트 시험모듈, 이종금속 HIP 접합시편 canning, 바이오 회절장치 저온챔

버, 냉중성자 NDP 유도관 빔 셔터, 광자극발광 스펙트럼 측정장치 등 1,060

건의 원자력연구기기를 제작하였고, 에너지 분산형 원소분석기 수리, 상부 

사출주조장치 개조, 3축분광장치 세그먼트 차폐체 수리, 하나로 공기압축기 

분해/보수, 충격파 진동장치 수리 등 253건의 연구기기를 보수하여 적시적

소에 공급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을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결

과를 얻었으며, 또 각 연구실에서는 우리 과제를 최대로 활용함으로써 시간

과 예산의 절약뿐 아니라 연구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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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의뢰받은 작업내용 중 제작시간과 장비, 인력 등의 제약을 받는 

품목 (518건 ; PAMOS 전해환원 글로브 박스 가열로 및 외부 반응기, TaC

원료 공급 및 증착장치, 모의핵연료 제조용 NAUTA MIXTER, 고온 용융

용 실험용 다중배열 전해정련 장치, PRIDE 모의 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

장치, 다목적 진공 소결로, 고분해능 검출기 이송시스템 제작등)에 대해서는 

외주제작 처리를 하였는데, 외주제작 시에는 생산도면과 제작시방서를 작성

하고 제작비 추산원가를 산출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외주제작 구매업무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업무실적을 올렸다.

업  무  실  적

업         무         구         분 실  적  건  수

연 구 기 기 의

개 발  및  제 작 

   설   계    및    제    작 1,060

   보                  수 253

 외  주

 제  작

 생 산 도 면 작 성

 제 작 시 방 서 작 성

 제 작 비 추 산 가  산 출   

518

생 산 설 계  및  공 무 관 리 (3,757)

공 정 관 리  및  품 질 관 리 (1,165)

합                                계 1,831

   합계건수에는 생산설계 및 공무관리, 공정관리 및 품질보증 건수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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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Development and manufacture of the nuclear laboratory equipment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purpose is to support the researches through development, 

manufacture and maintenance  of various devices and equipments to be 

used for the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The importance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researches and  

the development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scope and content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1. Technical consultation for the requested works.

    2. Survey of the technical information.

    3. Design and drawing production of the requested equipment.

    4. Cost estimation, production of specifications and drawings for  

       items manufactured outside KAERI.

    5. Manufactur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the laboratory 

       equipment.

       Lathe, milling & CNC work, W ire-cut EDM, sheet metal and  

welding work, assembly work, heat and surface treatment, etc.

    6. Management of technical affairs.

    7. Quality assurance and process management.

Ⅳ.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is project supported performance of the researches and the 

developments efficiently through supply of 1,060 items such as Test 

module for melting aluminum target, Gas bubbler Test module for 

hoist-worm gear, Canning for HIP specimens of different materials,  

Low temperature chamber for bio-diffraction instrument, Beam shu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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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NDP guideline, Measuring device for OSL spectrum and etc, and by 

maintenance of 253 devices such as fixing energy dispersive elemental 

analyzer, retrofit of upper part of an injection molding machine, shielding 

segments of Cold-TAS, maintenance for HANARO air compressure, 

vibration equipment for shock wave and etc. The results contributed to 

the cost and time saving and the increase of research efficiency of many 

research department.

  The effective process system for the 518 externally manufactured  

items, (furnace and external reactor for PAMOS electrolytic restoration 

glove box, layer deposition machine and feeding machine for TAC, 

NAUTA MIXER for fabricating nuclear fuel mock-up, electrolytic 

refining equipment for high temperature melting test, a powder mixing 

device for producing PRIDE nuclear fuel mock-up, sintering furnace for 

multiple purpose, transport system of a high resolution detector and 

etc.)were newly established,

 Manufacture specifications & production designs were prepared and 

manufacture costs were also estimated for the externally ordered items.

  As a result, the accomplishments in 3 year row from 2012 to 2014 are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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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Achievement

Contents of W orks
A chievem ent

   Events

D evelopm ent 

and

 

M anufacture of

Laboratory

Equipm ent

D esign and M anufacture 1,060

M aintenance 253

 Externally

 

M anufacturing

 A rticle

 Production design

 M anufacturing

   Specification

 Cost Estim ation

518

Production D esign and 

T echnical Affairs
(3,757)

Process M anagem ent and

Q uality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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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 -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    1

Chapter 1 Main discourse ·····················································································    5

  Section 1 Duty and processing contents ························································    7

     1 Duty contents ·······························································································    7

     2 Processing contents ····················································································    9

  Section 2 Principal manufacture of research equipments ························    10

     1 Internal manufacture ················································································    10

       A. Test module for melting aluminum target ····································    10

       B. Beam shutter for NDP guideline ················································    17

       C. Gas bubbler  ···························································································   23

       D. Measuring device for OSL spectrum  ············································   27

       E. Capturing device for air condition  ··················································   32

       F. Reactor vessel surveillance transport container ··························    37

       G. Manipulator shoulder control test module ······································   45

       H. ISO 9001 certification for nuclear lab. equipment development

          & fabrication renewal surveillance ···················································   52

     2 External manufacture ·················································································   68

       A. Furnace and external reactor for PAMOS electrolytic restoration

          glove box ·································································································   68

       B. Layer deposition machine and feeding machine for TAC  ·······   75

       C. NAUTA MIXER for fabricating nuclear fuel mock-up ···········    81

       D. Electrolytic refining equipment for high temperature melting

  test ·············································································································   93

       E. Powder mixing device for producing PRIDE nuclear fuel

   mock-up ································································································   99

       F. TOF-NDP vacuum chamber ························································   105

       G. Equipment for testing and inspecting standard rods for 

  measuring device of eddy current at nuclear fuel cover ··   111

       H. Bed mock up for hydrogen occlusion, storage and 

   desorption  ··························································································   116

       I. Module for generating the second high frequency wave



- vii -

          of optical fiber laser ········································································   125

       J. Multipurpose vacuum sintering furnace ···································   140

       K. PRIDE equipment for producing eutetic salt ingot and

          dehydrating LiCl-KCl ······································································   148

     3 CNC & CAM ·······························································································   155

     4 Establishment of 3D printing environment and AM ·······················   161

     5 Contents for manufacture and maintenance ········································  166 

       A. Research equipments manufacture ·················································   166

       B. Research equipments Processing manufacture ······························  222

  Section 3 Results and investigation ·································································  231

     1 Results of duty ····························································································  231

     2 Investigation of duty results ····································································  235

Chapter 3 Conclusion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  239



- viii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본론 ···············································································································    5

    제 1 절 업무 및 가공내용 ···············································································    7

       1. 업무내용 ····································································································    7

       2. 가공내용 ····································································································    9

    제 2 절 주요제작 연구기기 ·············································································   10

       1. 자체제작 연구기기 ··················································································   10

          가.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제작 ··········································   10

          나. 중성자 유도관 빔 셔터 제작 ······················································    17

          다. Gas bubbler(유동·유출 감시)설계 제작 ·····································   23

          라. 광자극발광(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 제작 ·················   27

          마. 공기 포집기 제작 ··············································································   32

          바 감시캡슐 운반용기 제작 ···································································   37

          사. 조작기 쇼율더 케이블 구동부 시험모듈 제작 ····························   45

          아. 원자력기기장치개발 및 제작 “ISO 9001 인증” 심사 ··············   52

       2. 외주제작 연구기기 ··················································································   68

          가. PAMOS 전해환원 글로브 박스 가열로 및 외부 반응기 제작   68

          나. TAC 원료 공급 및 증착장치 제작 ···············································   75

          다. 모의핵연료 제조용 NAUTA MIXER 제작 ·································   81

          라. 고온 용융용 실험용 다중배열 전해정련 장치 제작 ···········   93

          마. PRIDE 모의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장치 제작 ···············   99

          바. TOF NDP 장치 제작 ································································   105

          사. 원전연료피복관 와전류시험장비 표준봉검사 및 시험벤취 제작111

          아. 수소 흡탈장 열량계 베드 모형 제작 ············································ 116

          자. 광섬유 레이저의 제2고조파 발생장치 모듈화 시스템 제작 ··   125

          차. 다목적 진공 소결로 제작 ······························································   140

          카. PRIDE LiCl-KCl 탈수화 및 공융염 잉곳 제조장치 제작 ·····   148

       3. 컴퓨터 수치제어를 이용한 가공 ··························································   155

       4. 3D 프린팅 환경구축과 적층제조기술 ·················································   161

       5. 연구기기 제작 및 보수업무내용 ························································   166

          가. 연구기기 제작 ················································································   166



- ix -

          나. 연구기기 가공 및 보수 ···································································· 222

    제 3 절 업무결과 및 고찰 ···············································································  231

       1. 업무결과 ····································································································  231

       2. 업무결과에 대한 고찰 ············································································  235

제 3장 결론  ···············································································································  239



- x -

표   목   차

표  1.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부품리스트 ··········································   12

표  2.  중성자 유도관 빔 셔터 부품리스트 ····························································  19

표  3.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 부품리스트 ············································  30

표  4.  단계별 주요 장비 및 조작 조건 ··································································  35

표  5.  제원      ········································································································  39

표  6.  개선사항 목록 ··································································································  68

표  7.  연구기기의 제작 및 보수업무 실적 ··························································  232

표  8.  원자력기기장치 제작·보수 실적 ································································  236

표  9.  사업별 자체제작 실적 및 제작재료비 현황 ············································  236

표 10.  가공분야별 업무실적 ····················································································  237

표 11.  공무관리 및 작업관리 ··················································································  237



- xi -

도   면   목   차

도면 1-1.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제작 ··················································   14

도면 1-2.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제작 ··················································   15

도면 1-3.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제작 ··················································   16

도면 2-1. 중성자 유도관 빔 셔터 제작 ··································································   22

도면 3-1. Gas bubbler(유동·유출 감시) 설계 제작 ·············································   26

도면 4-1. 광자극발광(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 제작 ··························   31

도면 5-1. 공기 포집기 제작 ······················································································   36

도면 6-1. 감시 캡슐 운반용기 제작 ········································································   44

도면 7-1. 조작기 쇼울더 케이블 구동부 시험 모듈 제작 ··································   51

도면 8-1. PAMOS 전해환원 Golove Box, 가열로 및 외부 반응기 제작 ······   74

도면 9-1. Tac 원료 공급 및 증착 장치 제작 ·······················································   80

도면 10-1. 모의핵연료 제조용 NAUTA MIXER 제작 ······································   92

도면 11-1. 고온 용융용 실험용 다중배열 전해정련 장치 제작 ························   98

도면 12-1. PRIDE 모의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장치 제작 ···························   104

도면 13-1. TOF NDP 장치 제작 및 설치 ··························································   110

도면 14-1. 원전원료피복관 와전류시험장비 표준봉검사 및 시험벤취 제작 ··  115

도면 15-1. 수소 흡탈장 열량계 배드 모형 제작 ················································   124

도면 16-1. 광섬유 레이저의 제 2 고조파 발생장치 모듈화 시스템 제작 ····   139

도면 17-1. 다목적 진공 소결로 제작 ····································································   147

도면 18-1. PRIDE용 LiCI-KCI 탈수화 및 공융염 잉곳 제조장치 제작 ······   154



- xii -

그   림   목   차

그림  1.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제작품 ··············································   13

그림  2.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설치 상태 ········································   13

그림  3.  중성자 빔 셔터 공압시스템 ····································································   20

그림  4.  중성자 유도관 빔 셔터 ············································································   20

그림  5.  중성자 유도관 빔 셔터 ············································································   21

그림  6.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의 구성 ····························································   28

그림  7.  Green LED와 차단필터로 구성된 자극광원(a), Green Laser(b) ···   29

그림  8.  대기중 방사성 Kr 및 Xe의 분석 절차도 ············································   34

그림  9.  Capsule holder 잠입시험 ·········································································   40

그림 10.  Top cover 조립 시험 ···············································································   40

그림 11.  수직 및 수평낙하시험 ··············································································   41

그림 12.  경사낙하시험 및 관통시험 ······································································   42

그림 13.  낙하 전·후 누설 시험 ··············································································   42

그림 14.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성 ······································································   46

그림 15.  조작기 쇼울더 구동부 ··············································································   47

그림 16.  4축 CNC turning center를 이용한 가공품 ·········································   48

그림 17.  4축 CNC turning center를 이용한 가공품 ·········································   48

그림 18.  4축 CNC turning center를 이용한 가공품 ·········································   49

그림 19.  조작기 쇼울더 구동부 모듈 조립 상태 ················································   50

그림 20.  인증서명패 ··································································································   56

그림 21.  영문 인증서 ································································································   57

그림 22.  시정조치요구/보고서-1 ············································································   58

그림 23.  시정조치요구/보고서-2 ············································································   59

그림 24.  감사보고서-1 ······························································································   60

그림 25.  감사보고서-2 ······························································································   61

그림 26.  감사보고서-3 ······························································································   62

그림 27.  감사보고서-4 ······························································································   63

그림 28.  감사보고서-5 ······························································································   64

그림 29.  감사보고서-6 ······························································································   65

그림 30.  감사보고서-7 ······························································································   66

그림 31.  감사보고서-8 ······························································································   67

그림 32.  무편광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2고조파 발생 모듈의 광학계  126



- xiii -

그림 33.  선편광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2고조파 발생 모듈의 광학계  126

그림 34.  무편광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2고조파 발생 모듈의 SHG-stage 127

그림 35.  선편광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2고조파 발생 모듈의 SHG-stage 127

그림 36.  MakerBot Replicator2X ·········································································   162

그림 37.  Projet 3500HDMax ·················································································   163



- 1 -



- 2 -



- 3 -

제 1 장   서    론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과제에서는 연구원의 모든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각종 실험 장치와 연구기기의 생산설계 • 제작 및 보수와 관련된 기

술개발 및 개발⋅ 제작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구개발 장치와 기기를 개발 및 제작하여 적시적소에 공급하고,

   연구 • 실험도중 수시로 연구기기를 설계변경 하거나 개조 및 보수 • 보

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에 따른 

시간과 제작비의 절약효과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본다.

  2012〜2014년도에 수행한 업무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기관고유 및 중

장기과제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 분야의 연구기기를 설계 • 제작하였고 

하나로 운전, 고속중성자 검출, 동위원소 생산, Fission Mo. 생산공정개발을 

위한 장치 설계·제작을 통하여 효율적인 연구수행에 작은 밀알의 역할을 다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정밀 3D 프린터의 도입, 환경구축을 통하여 

AM(Additive Manufacturing)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제조혁신의 토대를 마련

하였다. 또한, ATC(automatic tool change)기능이 탑재된 MCT(machining 

center)를 활용하여 정밀가공 및 컴퓨터 수치제어 프로그램화 된 작업에 한

층 더 힘을 쏟았으며, 첨단 고 정밀가공이 요구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술축적과 설계 및 가공기술의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연구원 원자력시설에 관한 안전경영과 관련하여 기동지원팀을 운영

하여 안전경영에 대한 긴급제작 지원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예년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품질과 정밀도 요구가 다양해지고 긴급 의뢰 작

업이 증가한 반면에 인력보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각 가공분야별로 

업무가 누적되는 등 업무수행에 애로사항이 되기도 하였으나 전문 기능 인

력을 위촉연구원으로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보다 발전적인 

지원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업운영 및 관리체계를 현실성 있게 꾸준히 연구하

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원자력연구기기 개발⋅ 제작 업무수행 방법을 요약하면 각 연구

개발 과제에서 각종 연구기기의 제작 및 보수에 대한 의뢰 작업의 용도와 

기능을 파악하는 충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처리방법에 따라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으로 분류하여 지원하였는데 의뢰건수로 비교할 때 자체제작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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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작의 비율은 각각 58%, 28% 로 비교적 자체제작건수가 많은 실정이다.

  자체제작의 경우, 의뢰부서와 기술협의 내용에 따라 관련 기술 자료를 수

집해서 의뢰자가 요구하는 기능에 충족할 수 있는 생산설계 및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소요재료와 공구류 등이 준비되면 가공 공정별로 공정계획을 수립

하고 제작에 착수한다.  

  그러나 연구개발 사업에 따른 제작업무는 다품종 소량생산 이라는 특수성

을 고려하여 작업과정은 품목마다 다르고 매건 마다 제작공정이 일정하지 

않게 진행되며, 작업이 완료되면 자체시험, 검사 및 시운전을 한 후 제품을 

의뢰자에게 공급하고 소요제작비를 산출하여 계정 대체하는 과정 등을 거쳐 

작업이 종결된다.

  외주제작의 경우, 우리과제에 의뢰되는 작업 중에서 전문 제작업체에서 

제작을 해야 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제작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서는 

제작도면과 제작시방서를 작성하고 제작비 기초원가 산출을 위한 제작비 추

산가격을 산출근거와 함께 상세히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구매요구한 후 계약

이 체결되면 제작공정중의 제작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제품이 납품되면 관련 

기술검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외주제작발주와 관련된 제반문서작성이 가능한 연구 부서에서는 관

련문서를 작성한 후 제작비추산가 및 산출근거 등을 검토 • 확인함으로써 연

구부서의 외주제작 발주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 되도록 지원하였다.

  2012〜2014년도에 수행한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과제의 업무내용을 간

략하게 분석해보면 정규직원의 참여인력은 4.5MY이며, 지원건수는 년평균 

610건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대형장치 제작과 고정밀, 고난이도의 

안전경영관련 기기장치 제작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축적된 가공

기술 및 현장경험을 기초로 한 가공방법과 CNC장비 및 CAM의 활용으로 

무난히 해결할 수 있었다. 

  특히, 기기장치 개발 • 제작에 대한 품질보증계획서 및 절차서, 기술업무 절차

서를 정비하고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과정을 거쳐 "기기장치개발 • 제작"에 대한 

ISO 9001 인증(’06. 09 .22)을 획득 • 운영하고 있으며 ’14년도에는 3-2차 사후관

리 심사(‘14.09..25)를 통과함으로써 품질보증등급(Q, T Class)을 개발 •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3D 프린터의 도입으로 기존의 가공방식과 차별화 된 적층제

조프로세스를 도입하였으며, 절삭방식과 적층 방식의 융합으로 수준높은 기

기장치개발을 위한 토대를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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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1절 업무 및 가공내용

     1. 업무내용

       본 과제에서는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기를 생산설계, 

제작 • 보수 및 개발하여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공작업무 내용으로 연구과제

의 의뢰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하에서 진행되었다.

  동일한 품목을 다량 생산하는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는 제작품에 대한 설

계를 완료하면 주문량에 의해서 제품을 양산하는 체제이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는 품목마다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1개 품목을 제작하는 과정은 소재의 성형에서부터 절삭 가공, 밀링

가공, 형삭가공, 연삭가공 등과 판금, 용접 및 조립가공 등 각 공정을 경유

하여 각종 부품의 형상을 얻게 된다.

  이러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는 다시 반복생산과 일 품목 생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전자는 수요예측에 따른 생산 계획에 따라 필요한 제품을 생산

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완전한 수주 생산의 경우로 1개 품목마다 새로운 제

조공정에 따라 제품을 생산해야 하므로 자료조사와 생산설계 및 제작도면 

작성은 물론 모든 제작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소품종 다량생산 체제와 비교하여 볼 때 각종 공작기계의 활용 범위가 

다양해지고 가공에 소요되는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되며 제품의 생산원가도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3가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의 절감과 품

질의 향상, 재료의 관리 등 종합적인 생산관리를 체계적이고 융통성을 강조

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여 왔다.

  의뢰되는 작업내용 중에서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연구기기(고정밀 가공

품, 방전가공제품, 특별한 code 또는 품질보증 등급을 적용하는 제품, 전문

가공이 필요한 제품이거나 이와 관련된 장치류, 전자회로와 관련된 장치류 

등), 대형 가공물 또는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장치와 우리과제 시설로

는 가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기 및 부품에 대해서는 외주가공 • 제

작을 하였는데 외주제작품에 대해서는 제작도면과 제작시방서 및 제작원가 

추산서를 작성하여 제작 구매요구서에 의해 계약부서에 구매요구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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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외주제작 업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우리과제에서 수행한 업무내용을 업무성격에 따라 분류

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기기의 개발 및 제작 분야

           (1) 각종 방사선 및 원자력 연구 실험장치

           (2) 각종 기계부품, 운반기구 및 구동장치

           (3) 각종 용접구조물, 지지대 및 판금작업

           (4) 각종 개발 특수소재의 시편 및 ITER 표준시편

           (5) 각종 방사선 차폐물

           (6) 각종 동위원소의 운반용기

           (7) 각종 압력 및 진공용기

           (8) 핵연료 및 동위원소 취급 장치

           (9) 각종 구동 조정장치 및 측정 장치

           (10) 각종 부품의 표면처리 및 열처리

           (11) 기타 기기 류

       나. 외주구매 제작 분야

           (1) 설계 자료조사 및 물가자료조사

           (2) 제작도면 작성 및 제작시방서작성

           (3) 제작원가 추산서 및 원가산출근거목록작성

           (4) 제품에 대한 기술검사 및 제작감독업무

           (5) 제조원가 계산서 및 산출근거의 검토 • 확인업무

       다. 설계, 공무 분야

           (1) 의뢰 작업에 대한 기술상담 및 자료조사

           (2) 제작재료의 품목 및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

           (3) 연구기기의 생산설계, 공작도면 작성 및 시제품 개발

           (4) 제작비 산출 및 통계

           (5) 공작 재료창고 운영, 공기구 및 자산관리

           (6) 기타 공무업무

       라. 작업 및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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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작공정 기술개발

           (2) 기기장치에 대한 품질보증(ISO 9001 적용)

           (3) 완제품에 대한 검사와 시운전

     2. 가공내용

       각 연구실에서 의뢰되는 작업은 제작 및 보수에 대한 기술협의와 자

료 조사가 완료되면 생산설계와 공작도면을 작성한 후에 기계 가공, 판금 

및 용접가공, 소성가공, 다듬질가공, 조립가공, 열처리 및 표면처리가공 등으

로 구분하여 진행을 하였으며, 가공내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계가공

(1) 선삭 가공(Turning)

(2) 밀링 가공(Milling)

(3) 평삭 가공(Planing)

(4) 형삭 가공(Shaping)

(5) 연삭 가공(Grinding)

(6) 드릴링 가공(Drilling)

(7) 기어 가공(Gear Cutting)

(8) 태핑 가공(Tapping)

(9) 보링 가공(Boring)

(10) 슬로팅 가공(Slotting)

나. 판금 및 용접 가공

(1) 판금, 제관 및 소성가공

(2) 가스 용접가공/아-크 용접가공

(3) 저항 용접 및 TIG 용접

(4) Plasma 절단가공

(5) 납땜가공

(6) 기타 구조물 가공

다. 적층가공

(1) FDM : Fused Deposition Modeling

(2) MJM : Multi Jet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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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주요제작 연구기기내용

1. 자체제작 연구기기

가.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제작

핵의학 영상검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몸속에 투입한 뒤 방출되는 감마

선 등을 특수카메라로 측정해 병이 퍼진 부위나 손상된 조직을 찾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신체를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질환 위치와 정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의료 수준이 상승할수록 수요도 증가한다. 핵의학 영상검사에 활용되고 있

는 대표적인 방사성 동위원소가 Tc(테크네튬)-99m이다. Mo(몰리브덴)-99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공 방사성 동위원소인 Tc-99는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질환 등의 

검사에 사용된다. X선 진단장비와 유사한 140keV의 저에너지 감마선을 내며 반

감기는 6시간으로 짧기 때문에 뛰어난 영상 품질을 보여줌과 동시에 환자의 피

복이 적은 장점이 있어 Tc-99m을 이용한 진단이 해마다 3천만 건 이상 이뤄지

고 있다. 이는 전체 핵의학 진단의 80%를 차지하는 수치로 수요가 매년 3∼5% 

증가하는 추세지만 원료물질인 Mo-99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급 불

균형으로 인해 환자의 고통과 경제적 손실이 지속되고 있다. 

Mo-99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의료용 동위원소 수출로 새로

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핵분열성(Fission) Mo 생산 공정 개발이 되고 있

다. 현재 Mo-99를 생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천연원소인 Mo-98에 중성자를 

쏘여 Mo-99를 만들고 이것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Tc-99를 이용하는 방법

이다. 이 같은 중성자 조사법은 수율이 2%이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생산량의 

5%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이 FM(Fission Mo)공정으로, 우라늄이 원자

로에서 핵분열 반응을 일으키면서 생산해내는 Mo-99를 얻을 수 있어 현재 캐나

다, 벨기에, 네덜란드,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연구로에서 이 방법을 이용

해 생산 중이다.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5는 함량 20%를 기준으로 고농축우라

늄(HEU)과 저농축우라늄(LEU)으로 나눠지는데 글로벌 핵비확산 분위기에 따라 

HEU를 통한 Mo-99 생산 비율이 현재 90% 수준에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원심분무를 이용한 우라늄 분말 제조기술을 활용해 농축도를 낮추고 

성능을 높인 고밀도 우라늄 타겟 제조에 성공했으며, 적절한 화학처리와 다단계 

흡착 및 이온교환을 통한 기술을 적용해 기존 공정의 단전이었던 슬러지 형태의 

폐기물을 고체와 액체 형태로 나눠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공정도 개발하였다. 

(1) 설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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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제작의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은 알루미늄/우라늄-알루미늄 합

금 타겟을 용해하여 진단용 방사성 동위원소 Tc-99m의 모 핵종인 Fission 

Mo-99를 추출하는 장치 중 핵심 장치로서 용해조/필터 및 반응조를 포함한다. 

(나)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은 타겟 용해를 위한 용해조, 고

체폐기물 분리를 위한 필터, 용액 조성변경을 위한 반응조, 연결용 밸브, 프레임, 

용액을 환류 시키고 반응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응축기(용해조의 일부) 등으로 구

성된다. 

(다) 구성재질은 염기성 및 산성용액에 견딜 수 있도록 STS 304 또

는 STS 316를 주재료로 이용하여 제작한다. 

(라) 용해조 벽면 하부/상부 및 용해조 뚜껑은 수냉식 냉각을 위한 

이중구조로 구성되어야 하며, 냉각수 출입을 위한 포트 각 2개씩 총 6개의 냉각

수 포트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용액주입, 세척액 주입 및 가스 출입, 압력계

부착을 위한 포트 5개 및 열전쌍 장착을 위한 측면 포트 2개를 합하여 총 7개의 

포트가 확보되어야 한다. 

(마) 용해조 내부 하단에는 삽입된 타겟의 지지를 위한 지지대가 설치

되어야 한다. 

(바) 용해조 하부의 크기는 약 1.1L가 되어야 하며, 이 때 약 20cm의 

판형타겟이 95%이상 잠겨야 한다. 필터유닛의 크기는 1.1L 이상이 되어야 하며, 

하부 반응조의 크기는 4L 이상이 되어야 한다. 

(사) 밸브는 구성하는 모든 부품이 금속 또는 내 부식성/내 방사성 물

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용해조-밸브-필터유닛-밸브-반응조의 각 연결부위 및 장착된 모

든 액체 및 기체의 출입 포트들은 가스 또는 액체의 유출이 없도록 설계 및 제작

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 실링을 위해 사용되는 가스켓은 실험용약 및 방사선에 견딜 수 

있도록 내 화학성 및 내 방사선 성능이 검증된 재료로 한다. 

(차) 용해조/필터유닛/반응조의 결합 및 분리, 각 밸브의 조작 및 필터

의 주기적 교체가 간단하여 모의핫셀의 매니퓰레이터를 이용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카) 냉각수 포트는 냉각수 순환을 위한 칠러와 연결이 수월해야하며, 

출입하는 냉각수의 온도측정을 위한 열전쌍 부착이 가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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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및 제작

상기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은 도면 

1-1.과 같이 설계∙ 제작 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은 필터, 밸브, 표적케이스, 용해조, 

코일, 오링, 스프레이 노즐로 구성되며, 부품리스트는 표 1.과 같다.

Item No. 품 목 재 질 수량

1 필터 STS304 1

2 볼밸브 STS304 1

3 표적케이스 STS304 1

4 용해조 하부 STS304 1

5 코일 STS304 1

6 용해조 상부 STS304 1

7 용해조 커버 STS304 1

8 홀더 STS304 1

9 콘덴서플랜지 STS304 1

10 핀 STS304 1

11 오링_커버용 STS304 1

12 오링_필터용 STS304 1

13 스프레이 노즐 STS304 1

표 1.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부품리스트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의 필터는 STS304 재질의 mesh형태

로 되어있고, 볼 밸브는 1/2 인치를 사용하였다. 용해조는 판재를 롤링하여 용접

하는 형태로 제작을 하였다. 이중 자켓 안에 코일은 피치를 최소한으로 하여 제

작하여 냉각 효율을 좋게 제작하였다. 용해조 커버는 캠 형식으로 제작하여 매니

퓰레이터로 조작이 용이하게 설계하였다. 스프레이 노즐은 3개를 설치하였고, 

120 분사각도를 가진 노즐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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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제작품

그림 2.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설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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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성자 유도관 빔 셔터 제작

중성자 유도관 빔 셔터는 냉중성자 실험동에 중성자 유도관 사이에 설치

되며, 실험에 필요한 중성자의 선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성자 유도관의 진공을 

유지하고 차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중성자 빔 셔터는 카드뮴(Cd) 

플레이트와 리튬플루오르를 이용하여 중성자 빔을 차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

나, 셔터의 설계 결함으로 셔터의 이동이 보장되지 않고, 셔터의 크기가 작아서 

실험에 필요한 중성자의 선량을 확보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장치개발팀에서는 중성자 유도관의 진공을 유지하면서, 셔터의 

이동이 보장되며, 중성자 선량을 확보 할 수 있는 중성자 빔 셔터를 설계, 제작 

하였다.

(1) 설계요건

중성자 빔 셔터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중성자 차폐를 위하여 리튬플루오르 플레이트를 차폐체로 사용

하여야 한다.

(나) 중성자 빔 셔터는 1x10-2 torr 의 진공을 유지 하여야 한다.

(다) 중성자 빔 셔터의 제어는 차폐 콘크리트 밖에서 수행 할 수 있

어야 한다.

(라) 중성자 빔 셔터의 제어는 공압을 이용하여야 한다.

(마) 재료는 A6061, STS304를 사용하고, 그 외의 재료에 대해서는 

의뢰부서와 협의 후 진행 하여야 한다.

(바) 공간이 한정적이므로, 그 부피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사) 중성자 유도관과의 접합부는 ELASTOSIL을 이용하여 밀봉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형상을 가져야 한다.

(2) 중성자 빔 셔터 기본규격 및 사양

(가) 중성자 빔 셔터는 shutter box, beam shutter, magnetic holer로 

구성되어 있다.

(나) Shutter box는 beam shutter가 움직일 수 있는 가이드의 역할

과 동시에 case body로써, A6061 재질을 사용하였고, 진공을 유지 할 수 있도록 

Viton O-ring을 이용하여 밀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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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eam shutter는 차폐체인 리튬플루오를 고정 할 수 있는 역할

을 하여, shutter box에 설치되는 가이드를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무급유 부시

를 사용한다. 또한, magnetic holder의 자기력으로 shutter가 움직일 수 있도록 

상·하부에 magnetic base를 설치한다.

(라) Magnetic holder는 shutter box 외부 공압실린더 끝단에 설치되

어, 자기력으로 shutter box 내 설치되어 있는 beam shutter를 이동 시키는 역할

을 한다.

(마) Shutter box와 중성자 유도관의 접합부에는 홈을 가공하여, 

ELASTOSIL이 침투되어 응고 될 수 있도록 한다.

(바) 공압실린더는 복동 실린더로 shutter box 외면 상·하부에 설치

하였으며, 실린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절절히 조절하여야 한다. 

실린더의 이송속도는 10mm/sec로 저속이송을 통하여 beam shutter가 shutter 

box 내부에 충돌하여 리튬플루오르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차폐 콘크리트 외부에서 중성자 빔 셔터를 제어 할 수 있도록 

공압 제어 스위치(mechanical switch)를 설치해야 한다.

(아) 부시의 경우, 중성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무급유 부시를 사

용해야 한다.

(자) 공압튜브는 의뢰 부서에서 제공하며, 튜브 사이즈에 맞춰서 공

압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차) 공급 공압은 5〜10 bar 이며, 연결 시 의뢰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카) 설치 전 검사를 통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의뢰부

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3) 설계 및 제작

상기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중성자 빔 셔터는 도면 2-1 와 같이 설

계･제작 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성자 빔 셔터는 shutter box, beam shutter, magnetic holer로 구성

되며, 부품리스트는 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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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성자 유도관 빔 셔터 부품 리스트

  

빔 셔터를 제어하기 위하여 shutter box 외부 상·하부에 공압실린더

를 각각 설치하였다. 공압실린더의 끝단에 magnetic holder를 설치하여 shutter 

box 내부 beam shutter의 magnetic base에 설치된 자석으로 관통구 없이 자기

력을 통한 셔터제어 방식을 구성하였다. 중성자 빔 셔터의 공압시스템은 그림3.

과 같으며, 공압실린더, 실린더 속도조절 장치, 소음기, 스위치로 구성된다. 

Item No. Description Material SET/EA

1 SHUTTER BOX A6061 1

2 BEAM SHUTTER A6061, STS304 1 SET

2-1 HOLDER_I A6061 2

2-2 HOLDER_II A6061 2

2-3 LINEAR BUSH STS304 2

2-4 INNER_MAGNETIC  HOLDER_I A6061 2

2-5 INNER_MAGNETIC  HOLDER_II A6061 2

2-6 M5 L8 SOCKET  BOLT STS304 8

2-7 M4 L12 SOCKET  BOLT STS304 8

2-8 M3 L25 SOCKET  BOLT STS304 8

3 MAGNETIC  HOLDER A6061, STS304 2 SET

3-1 OUTER_MAGNETIC_HOLDER_I A6061 2

3-2 OUTER_MAGNETIC_HOLDER_II A6061 2

3-3 M4 L12 SOCKET  BOLT STS304 6

4 PLATE A6061 4

5 ACTUATOR    - 2

6 SPEED CONTROLLER STS304 4

7 M5 BOLT STS304 4

8 M4 SCKET BOLT STS304 2

9 M4 L10 (WASHER) STS304 4

10 LiF BLOCK Li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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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중성자 빔 셔터 공압시스템

       (4) 조립시험

           중성자 빔 셔터의 성능검사를 위하여 그림4.와 같이 공압실린더와 

beam shutter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상·하 공압실린더의 속도를 동일하게 

조절하였으며, shutter box 내부 beam shutter가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4.  중성자 유도관 빔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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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설치

           중성자 빔 셔터가 설치된 모습은 그림5.와 같다. 중성자 유도관과 빔 

셔터의 접합부에 ELASTOSIL을 이용하여 밀봉하였으며, 설치 시 간섭되는 H 

빔의 일부를 절단하였다. 

그림 5.  중성자 유도관 빔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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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as bubbler(유동･유출 감시) 설계 제작 

        가스분위기에서 시료를 소결, etching, 산화, 환원, 열처리 등에 

사용되는 고온 소결로와 dilatometer, TGA, TMA, creep 시험기, 전기전도도 측

정장비 등의 열적 특성변화를 측정하는 장비의 outlet part에서 실험 중 고유의 

가스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기구는 필수적이다. 또한 열적 특성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의 outlet에서 배출된 가스는 공기와 접촉을 피해야 하며 분말화된 

시료의 vent line으로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하나의 배기 line에 여러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장비에서 다양한 가스가 배출되므로 다른 가스와 혼입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가스의 흐름과 상태의 육안 감시가 가능한 재료 사용은 장

비의 이상유무 점검이 가능하며 장비사용 미숙이나 시료 장입 시 문제점을 인지

하고 시정하여 실험을 안전하게 수행하게 한다. 

장치의 기능을 살펴보면

  - 사용 gas의 종류는 수소, Argon gas, CO2, 각종 혼합 gas 등을 사용

  - Gas의 원활한 흐름을 육안으로 check 기능

  - Gas 외부 누출 check 기능

  - 유동 gas와 외부공기와의 혼합유무 check 기능

  - Gas의 역류방지 기능 등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를 설계 • 제작하였으며 특히 

세라믹 계통의 관로로 제작된 고온용 장비에서는 관로의 균열상태 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스안전 및 안전한 실험수행에 유용한 기구이다.

(1) 설계요건

(가) 고온 소결로 및 각종 열적 특성변화를 측정하는 장비의 outlet에

서 나오는 가스흐름 상태를 육안감시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하며, 가

스흐름 상태를 육안감시가 가능한 투명한 재질을 선정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나)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를 사용하는 장비 및 실험특성에 따

라서 유동･유출 감시 용액이 다르므로 유동･유출 감시 용액을 교환사용이 가능

한 구조로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다) 고온 소결로와 열적 특성변화를 측정하는 dilatometer, creep 

test, 전기전도도 측정장비 등에서 나오는 가스흐름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위치를 2개소로 설계･제작하여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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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의 모든 연결부위, O-ring groove 및 

check ball 장착 부는 gas leak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2) 설계 및 제작

상기와 같은 제반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고온 소결로와 열적 특성변

화 측정 장비에 사용하는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는 도면 3-1. 과 같이 설계･

제작하였다.

(가)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의 가스흐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

본 가스유로를 구성하여 설계･제작하였다. 

실험장비 출구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 입구  check ball  

gas 유동･유출 감시 용액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 출구  vent line

실험장비에서 유입된 가스의 흐름 상태를 1차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구조는 가스의 유로에 check ball을 설치하여 check ball 유동･유출 감시상태를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설계 • 제작하였다. Check ball 유동･유출 감시상태 감시 시

스템은 도면 3-1에서와 같이 body 1(부품 1), body 2(부품 2), body 9(부품 9), 

고무 O-ring(부품 13), check ball(부품 14)로 구성되어 있다. Body 2 의 측면은 

1/8" NPT thread를 가공하여 swagelok fitting으로 조립할 수 있도록 하여 실험

장비에서 본 gas 유동･유출 감시r로 가스의 유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유입된 

가스는 직경 3mm hole을 통과하면서 유속이 빨라진다. 유속이 빨라진 가스는 직

경 8mm의 check ball(부품 14)을 상단위로 이동시킨다. 이동된 check ball을 육

안으로 식별 가능하도록 설계･제작하여 가스 유동･유출 감시 상태 감시 시스템 

기능을 만족시켰다.

Body 2(도면 3-1, 부품 2)에 직경 13mm x 깊이 3.5mm의 groove를 

가공한 후에 AN202 규격의 O-ring을 설치하여 가스흐름을 중앙으로 집중시키

고, check ball 유동･유출 감시 가이드 기능의 body 9(부품 9)를 가공･설치하여 

직경 8mm STS304 check ball을 유연하게 상하 이동이 기능하도록 설계･제작하

였다. Check ball과 body 9의 유동･유출 감시가이드 틈새로 유출된 가스는 body 

2의 직경 4mm orifice를 통하여 body 3 방향으로 이송된다. Body 2의 상단 면에

는 check ball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립･해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된 body 1을 

조립하였다. Body 1과 body 2 조립 시 P-28 규격 O-ring을 설치하여 가스누출

을 방지하였으며 M3 bolt 2개를 체결하여 body 1 과 body 2 의 이탈을 방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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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ryl rod로 가공된 body 2와 body 3은 분해 필요성이 없으므로 

Ccl4 로 접착하여 가스의 누출이 없도록 제작하였다.

(나) 가스흐름 상태를 2차적으로 식별하기 위한 구조는 gas bubbling 

system으로 설계･제작하였으며 1차로 check ball을 통과한 가스는 액체 유동･유

출 감시를 통과하여 발생하는 기포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구조이다.

Body 3과 유동･유출 감시 liquid cylinder(도면 3-1의 부품 5)를 연결

하기 위한 body 4의 acryl connector를 가공하여 상단 면에서는 body 3과 Ccl4 

로 접착하였으며 하단부는 P-28 규격의 O-ring으로 조립하여 water 또는 기름

의 유동･유출 감시 용액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제작하므로 써 설계요건 (나)항

을 충족시켰다. Body 4의 중심에는 외경 8mm x 내경 5mm x 길이 150mm 규

격의 acryl pipe(도면 3-1의 부품 7)를 연결하여 가스흐름을 유동･유출 감시 용

액 하단부까지 연장하므로써 액체 유동･유출 감시가 발생하도록 설･제작하였다. 

유동･유출 감시 liquid를 통과한 가스는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출구(부품 8)를 

통하여 vent line으로 배출된다. 즉 1차 check ball 유동･유출 감시상태와 2차 

gas bubbling 상태로 가스흐름을 2개 부분에서 감시 가능하도록 하여 설계요건 

(다)항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Gas 유동･유출 감시 장치는 2개의 anchor 1 과 2

(부품 10, 11)를 설계･제작하여 사용 장비를 원하는 위치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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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자극발광(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 제작

열자극발광(Thermoluminescence: TL)은 절연체나 반도체, 유기반도체, 

폴리머 등에 입자 빔, 전자 빔, X-선, 자외선 등 여기 빔을 조사한 후 시료를 일

정한 비율로 가열하면 시료가 여기 빔으로부터 받은 에너지의 일부가 빛의 형태

로 방출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광자극발광(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OSL)은 열 대신 빛으로 자극할 빛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TL/OSL은 결정의 결

함구조(defect structure)에 관한 고체의 물성연구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한편 방사선 선량 측정수단(TL dosimetry: TDL, OSL dosimetry:OSLD)으

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TL/OSL 분야의 국제적인 연구경향은 TL/OSL 소

재개발, TL/OSL의 복사선량 의존성 및 모델 연구, 방사선 선량계 개발, 

TL/OSL 측정장치 및 분석기술 개발의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1) 설계요건

광자극발광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의 설계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OSL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매우 높은 자극

광은 광측정부(PM tube)에 유입되지 않고 OSL 방출광만 광측정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합한 필터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물질에 따라 OSL 방출 파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측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극광을 차단하는 상태에서 가능한 한 넓은 파장 영역을 가지

는 입사광 필터의 조합이 필요하다.

(다) 스펙트럼 측정을 위하여 분광기 및 CCD를 이용하여 광자극을 

지속하면서  250 nm∼700 nm의 파장 영역을 실시간으로 분광시켜 시간별 파장

에 대한 3차원 스펙트럼을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고, 그림4에서 스펙트럼 

측정장치의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라) 고휘도 green LED와 green laser를 이용하여 quartz plate에 놓

인 시료에 광자극을 하면 시료로부터 OSL이 방출되고 이 방출광은 자극광 유입

을 막기 위한 차단 필터를 거쳐 집속렌즈로 집속되어 광섬유에 입사된다. 

(마) 이 빛은 분광기에 의하여 250 nm ∼ 700 nm 파장영역으로 분광

되며, 이를 1024 × 256 CCD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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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의 구성

(2) 설계 및 제작

상기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는 자극광원

(green LED, green laser) 및 필터로 구성되고, 그림6에 나타나고 있다. 자극광

원을 지지 할 수 있는 시료대는 도면 4-1 와 같이 설계 및 제작 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Green LED 자극광원

- 자극광원 제작에 사용될 광원으로 필립스사의 Luxeon III 형

Lambertian 형식의 LXHL-PM09 고휘도 green LED를 선택 하였다.

- 이 LED는 광량은 64 lm 이고, 중심 파장대역은 520∼550nm 

이며, 순방향 전압은 최대전류는 1,000 mA에서 3.9 V이다.

- 495 nm 이하의 파장영역을 차단하기 위하여 단파장 차단필터  

 (cutoff filter, long pass filter)인 GG-495을 광원 앞에 부착하였다.

- LED의 불안정한 열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휘도 LED를 가

열경화 일액형 열전도 에폭시수지(TESK B-1063B)를 이용하여

- LED 마운트에 고정시켜 LED에서 발생한 열이 광원 홀드로 쉽

게 전달되게 하였다.

(나) Green laser 자극광원

- 가능한 한 스펙트럼 측정 영역을 넓히고자 파장대역이 극히 좁은 

laser를 바탕으로 한 자극광원도 함께 제작하였다

- Laser는 Edmund 사의 green laser diode이며 파장은 532 nm, 

출력은 10 mW, 빔 사이즈는 1 mm, 동작 전압 5 V, 전류는 5 mA의 사양을 가진다.

- Green laser는 laser 마운트에 고정시켜 광원을 홀드로  쉽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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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하였다.

(a)                            (b)

그림 7.  Green LED와 차단필터로 구성된 자극광원(a), green laser(b)

(다)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

-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는 박스형 body, 자극광원을 지

지하는 마운트, 필터를 설치할 수 있는 시료대, OSL 광케이블 마운트로 구성된

다.

-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의 볼트를 제외한 모든 재질은 

AL6061을 사용하였다. 

- Green LED와 green laser를 지지하는 마운트는 교체하며 사용할 

수 있고, 필터를 설치하는 시료대는 양 측면에 레일을 달아 탈착이 편리하게 제

작하였다.

-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의 부품리스트는 표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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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No. 품 목 재 질 수량

1 우측판 A6061 1

2 좌측판 A6061 1

3 후판 A6061 1

4 하단판 A6061 1

5 상단판 A6061 1

6 전면판 A6061 1

7 LED 마운트 A6061 1

8 레이져 마운트 A6061 1

9 시료대_ASS'Y A6061 1

9-1 시료대_1 A6061 1

9-2 시료대_2 A6061 1

9-3 시료대_전면부 A6061 1

10 M4 × L6 볼트 STS304 24

11 광케이블 마운트_ASS'Y A6061 1

11-1 광측정부_외통 A6061 1

11-2 필터가이드 A6061 1

11-1 광측정부_내통 A6061 1

11-1 광측정부_링 A6061 1

표 3. OSL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 부품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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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기 포집기 제작

        본 공기 포집기는 전 처리 시스템, 흡착기(Absorber), 공기 펌프, 

누적 적산 계량기 및 흡착기를 질소냉각장치, 필터 와 유량 조절밸브 등 다양한 

장치들로 system 이 구성되어 있는데 금 번 설계･제작한 부분은 1 단계 인 공기 

중에 포함 된 제논(Xe) 과 크립톤(85Kr)을 포집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국산화 된 

제품이 없어서 독일 제품을 전량 수입하여 사용 하고 있는 장치 로 독자적으로 

설계･제작 한 후 test를 거쳐 성능을 입증 하므로 써 다량 생산 및 수입대체 효

과를 얻는 소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장치의 설계･제작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공기 포집기는 -196  저온에서 사용되며 기존 제품의 구성을 벤치마

킹 하여 설계･제작하였다. 상단 head 에는 pressure gauge, safety valve, 시료 

회수장치로의 연결을 위한 nozzle을 부착하였고, 하단 마구리 중앙에는 nozzle 을 

가공 한 후 end plug로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원활하게 필터링을 위

한 활성탄을 저장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치의 하단은 내부가 빠르게 저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열전도가 높은 copper를 사용하였고 상단은 실험자의 안전과 취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STS304 재료를 선정하여 가공 조립하였다. 장치의 내부는 포집기능

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형태가 다른 원형의 disc를 도면과 같이 다단으로 설치하

였으나 이와 같은 설치 방법은 더욱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탄생 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본 공기 포집기 설계･제작 하면서 이종금속 접합에 

대한 정보를 많이 습득하였고, 이종금속 접합 기술은 외국에 비해 손색이 없었

다. 금번 설계･제작된 제품은 연구 부서에서 실험한 결과 외국 장비와  비교한 

결과 대등한 성능이 입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V9 로 2차 설계･제작하였으며 

실험 결과에 따라서는 더 큰 용량의 제논과 크립톤을 수집 할 수 있는 제품의 

설계･제작도 고려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질소탱크 주입구

가 한정되어 있어서 장치의 볼륨을 키우는 방법 대신에 공기 포집기를 병렬로 

연결 사용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적절한 장치의 설계･제작을 위해서는 장치의 구성과 사용 방법 등을 숙

지하고 있어야 하는 관계로 장치의 제작 배경과 분석개요는 다음과 같다.

장치의 제작 배경을 살펴보면 본 공기 포집기는 [1]방사성 크립톤(85Kr)  

및 방사성 제논(Xe)은 핵분열 생성물로 지하핵실험 및 재처리 시설의 모니터링 

핵종이다. 방사성 제논은 반감기가 비교적 짧아 몇 개월 내에 미미한 수준의 봉

도로 감소하지만, 85Kr(β 방사능 붕괴, 방출에너지 687 keV)는 반감기가 10.8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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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누출된 후에도 장기간 동안 대기에 존재하여 평상시 대기 중 농도는 제논보

다 크다. 대기 중에는 약 1.14㎤/㎥ 정도의 Kr(방사성 크립톤 포함)이 존재하며, 

Xe 역시 0.087 ㎤/㎥ 정도로 극미량 존재하고 있으며 이중에 매우 낮은 양의 방

사성 크립톤과 제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 포집장치가 필요하다. 외국에

서 도입한 기존 포집시스템의 경우에는 매우 크고 분리형이기 때문에 선박에서 

이동하면서 포집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지상 이동시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긴급 시 운영하는 데에는 많은 제한이 따랐다. 따라서 노대기 중 방

사성 제논 및 크립톤 분석을 위해 이동형 포집시스템 시제품을 개발하였다. 이동

형 포집시스템은 대기 중 방사성 제논 및 크립톤 포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장

치들로 구성하였다. 공기 중 수분 및 이산화탄소(CO2)를 제거하는 전 처리 시스

템, 방사성 제논(Xe) 및 크립톤(Kr)을 흡착할 수 있는 흡착기(Absorber), 강제로 

공기 흐름을 유발할 수 있는 공기 펌프, 공기 흐름의 양을 조절하는 유량 조절 

밸브, 총 포집된 공기량을 적산하는 누적 적산 계량기 및 흡착기를 초저온으로 

냉각시키는 질소냉각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대기 중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

한 필터 및 일정하게 공기유량을 조절하는 유량 조절밸브 등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다. 선박 등과 같이 이동하면서 포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세 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는데 첫 째는 전처리 부분이고, 두 번째는 진공펌프 및 각종 컨트롤러, 

세 번째로 초저온 냉각장치를 포함한 흡착기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자체

발전기와 우천 시 실외에서도 포집이 가능하도록 보호 장치를 추가 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주일(168시간) 및 24시간 포집을 

수행하여 분석한 결과를 외국 장비와 비교한 결과 거의 동일한 성능이 입증되었

으며 이를 토대로 다량의 제논과 크립톤을 포집할 수 있는 구조의 장비로 발전

시킬 예정이다.

System 분석의 개요를 보면 [2]대기 중 방사성 제논 및 크립톤의 방사능 

측정은 공기포집(1차 농축), 1차 농축 시료의 회수, 2차 농축, 분리정제, 방사능측

정, 방사선계측기 셀 내의 Xr 및 Kr 부피 측정, 보정된 방사능 계산 순으로 이루

어진다. 그림8에 대기 중 방사성 제논 및 크립톤의 방사능을 분석하기 위한 전반

적인 흐름을 보여 준다. 공기 1m3 중에는 stable 크립톤과 제논이 각각 1.13cm3, 

0.09cm3 포함되어 있다. 본 시스템은 시료 당 약 10m3의 공기를 초저온흡착 방식

의 공기포집기로 포집하여 공기 중의 크립톤과 제논을 일차적으로 약 2,500배 정

도 농축시킨다(1차 농축). 공기포집기에 흡착된 가스는 전기오븐을 이용하여 30

0 에서 가열 탈착시켜 2차 농축 및 분리정제용 시료를 알루미늄 캔에 재차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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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다(시료회수). 알루미늄 캔에 회수된 가스에는 여전히 산소, 질소, 이산화탄

소 등의 불순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가스를 제거하기위한 2차 농축 

단계가 필요하다. 2차 농축을 위해 사용되는 장치는 활성탄이 충전된 3/8 인치 

U-tube 이다. U-tube 내의 활성탄에서 시료 가스는 흡착과 탈착의 단계를 거치

게 되며 이 때 산소와 수소가 주로 제거된다. U-tube 흡착단계에서 조작온도는 

액체질소 온도이기 때문에 U-tube 내로 가스를 주입하기 전에 시료 중 이산화탄

소를 molecular sieve 칼럼을 이용하여 먼저 제거한다. 시료 중 이산화탄소가 있

으면 U-tube 내에서 이산화탄소의 동결로 가스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이다. 2차 

농축 단계를 거치면 Xe 및 Kr 가스는 약 100배 정도 추가 농축된다(2차 농축). 

U-tube 내에 농축된 가스는 다음단계에서 Molecular sieve가 충전된 크로마토그

라피 칼럼에서 제논과 크립톤이 분리된다(분리정제). 이 때 사용되는 carrier 가

스는 메탄이다. 분리된 크립톤 및 제논 가스의 방사능은 가스비례기 형식의 방사

선 계측기에서 각각 계측된다(방사선 계측). 방사능 계측이 종료된 후 공기 단위 

부피당 방사성 제논 및 크립톤의 방사능 농도의 환산을 위해 계측기셀 내의 가

스의 부피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분석용 크로마토그라피를 이용하여 측정 한

다. 표4에서는 각 단계에 사용되는 주요 장비의 조작 조건(Operating condition)

을 요약하였다.

그림 8. 대기 중 방사성 Kr 및 Xe의 분석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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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단계별 주요 장비 및 조작 조건

구분 용도

column

크기 및 

packed 

material

조작온도

( )
가스 유량

공기포집기

(Absorber)
공기포집기 활성탄

액체질소

(-196)
공기

10m3/시료

공기포집을 위하여

포집주기에 따라

유량조절

over
공기포집기로

부터 공기회수
300

MS column
공기시료 중

CO2 제거

molecular

sieve
300 헬륨

U-tube
2차 농축(주로

O2 및 N2 제거)

3/8인치 

활성탄

흡착단계:

액체질소

(-196)

탈착단계:15

진공펌프

pump put

분리용 

column
Kr및 Xe 분리

molecular

sieve
150 메탄 100ml/min

분석용

column

계측기셀 내의

Kr 및 Xe 조성

분석

molecular

sieve
50 메탄 60ml/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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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감시캡슐 운반용기 제작 

원자로용기의 노심대부위는 원자로 가동 중 발생되는 고속중성자에 의해 

원자로 재료 고유의 기계적성질이 취약화되므로 중성자조사로 인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전소 운전 중 속중성자에 의한 원자로 압

력용기재료의 조사취화 경향 및 그 정도를 파악하여 발전소 수명말기까지 원자

로 압력용기의 건전성 유지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전소 건설 시 조사취화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험편을 제작하여 원자로 압력용기 내에 장입해 두고 

발전소 가동 년 수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시험편을 인출하여 각종 시험 및 분석

을 통하여 조사취화를 분석·평가하고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일련의 모든 계획을 감시계획(surveillance program)이라 하며, 이에 필요한 전체

적인 시험을 감시시험(surveillance test) 이라고 한다. 

감시캡슐은 원자력발전소의 핵심부위인 원자로용기의 건전성 유지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감시시험 관련법규(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시 

2012-8호)의 기준에 만족되도록 제작된 것으로서 저합금강 판재로 제작된 각종 

시험편(인장, 충격, 파괴인성시편 등)이 약 1mm 두께의 304 Stainless steel로 밀

봉된 캡슐이다. 감시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장입되어 있

는 감시캡슐을 발전소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수송해야 하며, 그 수송을 위한 

운반용기를 감시캡슐 운반용기라 한다.

감시캡슐 운반용기는 크게 차폐체(Pb)가 있는 Shielding Container와 수

송을 위한 Shipping package Over-pack으로 나눌 수 있다. Shielding Container

는 내·외부 shell과 양쪽 끝막이판으로 구분되며, 한쪽면에는 갑시캡슐을 장착할 

수 있는 볼팅 플랜지 형태로 되어있다.

(1) 설계요건

(가) 미국연방법규 10 CFR 71 및 49 CFR Part 173의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나) 핵주기폐기물처리연구부에서 3번의 낙하시험(수직, 수평, 경사낙

하)과 관통시험, 누설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다) 누설 테스트는 낙하시험 전·후에 실시한다.

(2) 감시캡슐 운반용기 기본규격 및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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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hielding container는 감시캡슐의 방사능을 차페하기 위하여 

Outer shell과 Inner shell 사이에 납(Pb)으로 충진되어 있으며, Inner shell 안쪽

으로는 감시캡슐을 장입하기 위한 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나) Shielding container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로 STS304를 사용

하였으며, 필요 부위에 따라서 AL6061을 사용한다. 감시캡슐은 Pool 안에서 취급

되므로, 운반용기에 삽입된 후 상부 커버를 닫고 배수밸브를 이용하여, 운반용기 

안의 수분을 배출 한다. 따라서 본 운반용기(Shielding container)는 내용물의 누

설이 없도록 상부커버와 하부 배수밸브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 상부커버는 STS304재질을 사용하며, 6개의 볼트로 adapter ring

과 결속한다. 상부커버의 돌출부는 inner pipe 안으로 삽입되어, 삽입된 감시캡슐

을 고정하는 역할과 동시에 상부커버의 볼트에 가해지는 전단력을 완화시켜 주

는 역할을 한다.

(라) 차폐를 위하여 납(Pb)을 충진 할 경우, void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최대한 단시간안에 충진을 완료 하여야 한다.

(마) Package body는 박스형태의 철 구조물로써 제염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외부 면을 판재를 이용하여 둘러싼 형태로 제작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지게차를 이용한 운반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캡슐 홀더 제작 후, 장입시험을 통하여 간섭체크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낙하 충격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감시캡슐 운반용기를 적절하게 

보강하여하 한다.

(아) Shielding container 의 조립시, 허용누설률을 만족시킬 수 있도

록 토크랜치를 사용하여 조립한다. 조임토크의 세기는 3단계로 나누어 계산된 토

크의 75%(1차), 90%(2차), 100%(3차)를 적용한다.

(3) 설계 및 제작

상기 설계요건을 만족하는 감시캡슐운반용기는 도면 6-1과 같이 설

계･제작 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감시캡슐운반용기는 shielding container와 package body로 구성되며, 

제원은 표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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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제원

Description size Weight(ton)

Shielding  container Ø406.4x1984.68 3

Package body 2500x980x996 1.6

  

Shielding container는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로 STS304를 사용하였

으며, 필요 부위에 따라서 AL6061을 사용하였다. 또한, 누설방지를 위하여 Viton 

O-ring을 사용하였으며, Shielding container의 inner shell과 outer shell 사이에 

차폐를 위하여 납(Pb)을 충진하였다.

상부커버와 하부 배수밸브의 기밀유지를 위하여 Viton O-ring 

AS568-440과 AS568-214를 각각 사용하였다.

Shielding container의 상부 커버는 6개의 M24 stud bolt와 nut로 결

속되어 있고 볼트에 가해지는 힘은 내압 및 화재사고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으며, 운반용기의 낙하 시 발생하는 충격하중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운반용

기의 충격하중을 고려 할 경우, 볼트에 가해지는 힘은 상부 커버와 감시캡슐이 

받는 충격 하중이다. 보수적으로 50g의 가속도가 가해진다고 가정 할 경우, 볼트

의 안전계수는 9로써 볼트는 낙하충격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하다.

상부커버 볼트의 조임토크는 13kgf·m로 낙하충격하중에 의한 풀림방

지와 상부커버의 영구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료의 비례한도를 고려하여 계산

하였다. 

(4) 조립시험

감시캡슐운반용기의 각 부품에 대한 제작검사와 조립시험을 수행하

였으며, 조립시험은 capsule holder를 shielding container에 장입하는 capsule 

holder 장입시험, top cover와 shielding container의 조립 및 토크랜치를 이용한 

볼트조임시험을 통하여 shielding container와 capsule holder, top cover의 간섭

체크 및 볼트 조임토크의 적절한 분산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Capsule holer 장입시험은 그림9와 같고, capsule holer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shielding container에 장입하였으며, 3회의 테스트 결과 

Capsule holder 장입 시 shielding container의 inner shell과의 간섭으로 인하여 

capsule holder의 grid 직경을 3mm 추가 제거가공 하였으며, 재 시험 시 장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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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Top cover 조립시험시 cover와 shielding container의 inner shell간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토크랜치를 이용하여 토크를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

었다. 볼트의 조임 순서는 별모양을 그리는 순서로 조임토크의 세기는 계산된 조

임토크를 3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1단계는 75%의 토크, 2단계는 90%, 3단

계는 100%의 토크를 적용하였다. Top cover 조립시험은 그림10과 같다.

그림 9. Capsule holder 장입시험

그림 10. Top cover 조립시험



- 41 -

(5) 낙하시험

본 운반용기는 Type “A” package이며, 시험평가는 NRC 

Regulations(10 CFR Part 71)에 따라서 핵주기폐기물처리연구부 주관하에 한국

원자력 연구원 내의 수송용기 안전성시험시설에 설치된 낙하시험설비에서 수행 

하였다. 시험은 총 3번의 자유낙하시험과 관통시험, 낙하 전·후의 누설시험을 수

행하였다.

NRC regulation에 따라서 자유낙하시험의 1.2m의 높이에서 수직낙

하, 수평낙하, 경사낙하 시험을 수행하였다. 높이의 기준은 바닥면과 최 하단부의 

높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수직낙하시험은 본 운반용기의 정상 보관 및 취급상태에서의 자유낙

하 시험이고, 평낙하시험은 수직낙하시험 상태에서 shielding container의 길이방

향의 축 기준으로 90° 회전시킨 상태에의 자유낙하시험으로 낙하 직전의 모습은 

그림11.과 같다.

그림 11. 수직 및 수평낙하시험

경사낙하시험은 낙하 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가정하여 자유낙하하는 

시험이며, 관통시험은 지름 32mm의 반구형태의 끝단을 가진 6kg의 steel 실린더

를 1m 높이에서 낙하하는 시험으로 그림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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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경사낙하시험 및 관통시험

누설시험은 낙하 전 시험과 낙하 후 시험으로 구분되며, 낙하 전 시

험은 장치개발팀에서 수행하였다. 낙하 전 기밀 테스트를 통하여 sealing 부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써, 알곤 가스를 이용하여 2kgf/cm2의 압력을 

가하여 1시간 동안 유지하였으며, 시험결과 압력 강하는 없었다.  

낙하 후 누설시험은 수송용기 실험동에서 시험 담당자 입회 하에 수

행하였다. 헬륨누설 탐지기를 이용하였으며, 헬륨 2기압을 가하여 sealing부의 누

설률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누설률은 약6.4x10-6atm·cm3/s이며, 허용 누설률인 

1x10-3atm·cm3/s미만으로 누설시험을 통화하였다. 시험 모습은 그림13과 같다.

그림 13. 낙하 전·후 누설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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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보증

본 감시캡슐운반용기는 IAEA Safety Standards Series No. 

TS-T-1:2005 (para.722, 724) ANSI N14.5-197 (A.5.8) 에 따른 시험 성적서와 

Certificate of Approval이 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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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작기 쇼울더 케이블 구동부 시험 모듈 제작

핫셀 내부의 고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하는 조작기는 마스터-슬레이브 방

식으로 운용된다. 즉 원격 조종실에서 운용자가 사용하는 마스터 조작기의 운동

을 핫셀 내부에 있는 슬레이브 조작기가 모사하는 방식으로 조종된다. 이 조작기

는 일반적인 로봇과는 다르게 기저부에 모든 구동 모터를 설치하며 각 모터의 

토오크는 tendon을 이용하여 해당 링크에 전달된다.

핵물질 취급을 위해 세워진 핫셀 내부에서 공정장치들을 원격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 하기위해 설계되고 있는 양팔형 조작기는 천정 이송장치의 X-Y-Z-

방향 3-자유도 및 양팔 조작기 Roll 방향 회전 1-자유도, 한 팔당 링크와 조인트 

결합체의 6-자유도 및 Gripper의 1-자유도를 가지므로 총 18-자유도를 갖는 로

봇으로 마스터(master)조작기는 control room에, 슬레이브(slave)조작기는 핫셀 

내부에 설치된다.

조작기 쇼울더 케이블 구동부 시험 모듈은 방사성 핫셀 내부의 피폭지역

에서 작업자를 대신하여 마스터-슬레이브 운전을 통해 실제적인 작업을 수행하

는 장치의 일부분으로, 양팔조작기 upper arm의 roll 방향 회전 및 링크를 이용

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듈이다.

(1) PRIDE 슬레이브 양팔 서보조작기 구성

(가)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그림 14와 같이 elbow-up 형태로 구성

된 다관절 팔로써 한 팔이 7자유도를 갖으며, 인간과 같이 유연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양팔로 구성되어 총 14 자유도를 갖는다: 상부팔(upper arm) 피치

(pitch) 운동(1축, ) 및 롤(roll) 운동(2축, ), 하부팔(forearm)의 피치(3축, ) 

및 롤(4축, ) 운동, 그리고 손목(wrist)의 피치(5축, ) 및 롤(6축, ) 운동의 6

자유도와 평행 죠(jaw)를 갖는 그리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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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구성

(나) 서보조작기 한 팔은 상부팔과 하부팔의 두 링크와 쇼울더

(shoulder) 조인트, 엘보우(elbow) 조인트, 손목 조인트의 세 조인트로 구성된다. 

쇼울더 조인트는 조작기의 각 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부 모듈(driving 

module)과 상부팔을 연결하며; 엘보우 조인트는 상부팔과 하부팔을 연결하며; 손

목 조인트는 하부팔과 말단장치(end-effector)인 그리퍼를 연결한다.

(다)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팔 내부를 통과하는 7가닥의 스틸 와이

어 케이블을 통해 4-자유도의 동력을 전달하며 나머지 3-자유도는 스틸 와이어 

케이블과 기어의 조합으로 구동된다.

(라)  슬레이브 서보조작기는 팔 내부를 통과하는 7가닥의 스틸 와이

어 케이블을 통해 4-자유도의 동력을 전달하며 나머지 3-자유도는 스틸 와이어 

케이블과 기어의 조합으로 구동된다.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한 팔은 최대 reach 

1.6 m에서 최대 속력 1 m/s로 25 kgf의 하중을 연속으로 취급한다.

(마)  쇼울더 조인트와 손목 조인트는 차동(differential) 방식으로 구

동된다. 본 “슬레이브 서보조작기 개선부”와 관련된 쇼울더 조인트에서는 기어 

동력 전달을 입력으로 받아 와이어 케이블 차동 방식으로 동작되며 상부팔 roll

과 하부팔 pitch 운동을 2개의 모터를 동시에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제어한다. 각 

축의 동작 범위는 다음에서 제시한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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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축 (Upper Arm Pitch) : -45°〜45°

- 2 축 (Upper Arm Roll)  : -45°〜45°

- 3 축 (Forearm Pitch)    : -45°〜45°

- 4 축 (Wrist Yaw)       : -140°〜140°

- 5 축 (Wrist Pitch)      : -135°〜45°

- 6 축 (Wrist Roll)       : -180°〜180°

- 7 축 (grip distance)     : 0〜100 mm

- 7축 (handle grip)      : gripper jaw의 동작과 일치

(2) 조작기 쇼울더 케이블 구동부 모듈 제작 사양

(가) 쇼울더 케이블 구동부 모듈은 기어 동력전달을 입력으로 하여 

케이블 차동(differential) 구동을 통해 upper arm roll(2축) 및 forearm pitch 

motion(3축)을 동시에 동작시키는 쇼울더 조인트의 기구 구성 모듈이다. 

그림 15. 조작기 쇼울더 구동부

(나) 쇼울더 차동구동을 위한 케이블은 90도 직교 방향으로 설치되는 

2개의 차동구동 풀리와 1개의 링크 풀리에 상호 연결되어 동력을 전달하는데, 관

절 운동시 모션 간섭, 케이블 텐션 변화, 이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가공 

및 조립을 요하며 케이블 장력을 쉽게 조절하여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쇼울더 구동부 구성품은 일체형 가공을 통해 볼트 사용을 최대

한 배제하며, 상부팔의 동작 및 외부와의 접촉 등에 의해 풀림이 발생하지 않도

록 단단히 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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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과정

(가)  조작기 쇼울더 구동부 모듈의 부품 제작은 선반, 밀링, 와이어

컷 작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몇 개의 부품은 새로 도입한 4축 공작기계인 CNC 

turning center를 이용하여 가공하였다. 4축 CNC turning center는 기존의 CNC 

turning center에 Y축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밀링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선반과 

밀링작업을 한꺼번에 수행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 부품들은 4축 공작기계

를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이다.

그림 16. 4축 CNC turning center를 이용한 가공품

그림 17. 4축 CNC turning center를 이용한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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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4축 CNC turning center에서 선반작업 후 Y 축 및 밀링 기능

을 이용하였으며, CAM(computer added manufacturing)을 이용하여 NC 코드를 

생성하였다.

(다)  4축 CNC turning center와 같이 도입한 Feature CAM을 이용

하여 지오메트리, 피쳐, 툴패스, NC 데이터를 생성하였으며, 2D 및 3D 시뮬레이

션을 통하여 가공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8. 4축 CNC turning center를 이용한 가공품

(라)  조작기 쇼울더 구동부 모듈의 조립은 풀리의 회전 및 공차관리

를 위하여, 중간끼워맞춤공차를 적용하였으며, 스페이서를 이용하여 베어링의 이

탈을 방지하였다. 조립 완성된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으며, 제작 도면을 첨부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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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조작기 쇼울더 구동부 모듈 조립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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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원자력기기장치개발 및 제작 “ISO 9001 인증” 심사

“ISO 9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술위원회(TC) 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에 관한 국제규격으로    

  전 산업계에 적용되는 일련의 품질경영 국제규격,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품질

경영(QM)의 모든 요구사항을 규정, 조직의 효율적인 품질경영관리를 위한 성공

적인 지침, 조직의 능력을 실증하기 위한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등에 

관한 국제규격으로써, 팀 에서는 의뢰자(연구과제)의 날로 높아가는 원자력기기

장치에 대한 품질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또한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연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본 원자력기기장치개발 및 제

작을 위한 설계, 프로젝트 관리, 제작 및 서비스에 대한 “ISO 9001 인증” 획득을 

추진하였다.

         (1) 추진 배경

             - 원자력시설에 공급하는 기기장치의 품질보증시스템 부재

             - 원자력시설의 KINS 정기검사 강화로 안전운영시스템 필수

         (2) 추진 과정 및 경과

             - 부서업무 진단 및 ISO 교육    : (’06.05.10～’06.05.19)

             - 부서별 업무 및 조직 확정     : (’06.05.10～’06.05.19)

             - 품질경영 매뉴얼 작성 및 검토 : (’06.05.10～’06.06.20)

             - 문서 정리 (Filing system)     : (’06.05.15～’06.06.20)

             - 절차서 / 지침서 작성 및 검토 : (’06.05.01～’06.06.20)

             - 업무 시스템 교육  : (’06.07.01～’06.07.10)

             - 각 부서 이행 점검 : (’06.07.20～’06.07.30)

             - 내부 감사자 교육  : (’06.09.03～’06.09.04)

             - 내부 감사 실시    : (’06.09.23～’06.09.24)

             - 시정 및 후속 조치 : (’06.09.25～’06.09.29)

             - 경영 검토 : (’06.09.11～’06.09.15)

             - 각 부서 최종점검 : (’06.09.11～’06.09.15)

             - 인증 심사 : (’06.09.11～’06.09.18)

             - 인증 획득 : (’06.09.21～’06.09.22) 

             - 내부감사 실시 : (’07.09.11～’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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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갱신 심사 : (’09.06.09～ 0̀9.06.10)

             - 경영 검토 : (’12.03.05～ 1̀2.03.06)

             - 내부 감사 실시 : (’12.08.21)

             - 시정 및 후속 조치 : (’12.08.31～ 1̀2.11.21)

             - 2차 갱신 심사 : (’12.08.27)

             - 경영 검토 : (’13.03.05～ 1̀3.03.06)

             - 내부 감사 실시 : (’13.08.22)

             - 시정 및 후속 조치 : (’13.08.22～ 1̀3.12.15)

- 3-1차 사후관리 심사 : (’13.08.27)

- 경영 검토 : (’14.03.28)

- 내부 감사 실시 : (’14.09.04)

- 시정 및 후속 조치 : (’14.09.15～ 1̀4.12.15)

- 3-2차 사후관리 심사 : (’14.09.25)

         (3) 인증 관련 기관

             - 인증 자문 : HCC (Hartford consulting co.)

             - 인증 기관 : HSB Registration services

         (4) 추진 계획

             - 장치개발팀의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은 조직의 전략적 의사결정으로 이

루어져야 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의 설계 및 실행은 조직의 변화하는 요구, 특정 목표, 

제공되는 제품, 운용되는 프로세스, 그리고 조직의 규모 및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음

으로 원자력기기장치를 개발⋅ 제작하는 장치개발팀 요원들은 품질관리 및 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여, 본 계획을 수립 및 수행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으며, 품질관리

담당은 품질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건의 또는 제공하며, 해결 

결과를 확인하고, 품질보증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책임 및 권한이 있다. 이

러한 업무는 비용 및 일정에 관계없이 충분한 조직적 독립성을 가지고 수행될 

것임.

         (5) 기대 효과

             - 원자력 Q.A등급(Q & T class)제작 서비스로 원자력시설 안전   

               운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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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 기술개발 정보의 외부 유출방지

             - 외주구매 제작 건을 자체 제작으로 흡수 

             - 핵연료, 원자로 기기장치 안정성 확보 및 KINS 정기검사 요건

               충족

             - 기기장치제작기술, 안정성의 국제적 인증 및 연구원 위상 강화

         (6) 향후 추진계획

             -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정착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7) ISO 인증제도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TC)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에 관한 

국제 규격으로써,

             - 통상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ISO에서 제정한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품질경영에 관한 기준.

             - ISO 9001 인증은 이 규격을 바탕으로 자사 체질에 맞는 품질경

영시스템을 수립하여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자사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실행상태를  평가받아 「신뢰 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제를 

갖추어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 공급자 품질경영시스템에 대

한 제3자 심사 및 등록제도

         (8) 주요 ISO 관련 인증 종류

             - ISO 9001 :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 ISO 14001 :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 ISO 9001 & ISO 14001 : 품질 및 환경통합시스템에 대한 인증

             - ISO 22000 : ISO9001 + ISO14001 + HACCP에 대한 통합 인증

             - ISO / TS 16949 : 자동차분야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

             - ISO 13485 : 의료기기분야에 대한 인증

             - ISO 27001 : 정보 보호관리 체계(ISMS)에 관한 인증

         (9) 품질보증 및 기술업무 절차서 내용

             (가) 품질보증 절차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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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자료 관리             - 품질보증 기록

                  - 목표 관리/경영검토         - 교육 훈련

                  - 제작 설비 관리             - 품질 검사자 자격 부여

                  - 기술지원                   - 구매품목/용역관리

                  - 설계/개발                  - 구매 관리

                  - 제품 식별/추적성 관리      - 취급, 보관, 포장, 보존/인도

                  - 검사, 측정/시험장비 관리    - 서비스 관리

                  - 검사/시험 관리          .   - 부적합 사항 관리

                  - 시정/예방 조치          .   - 품질보증감사

                  - 감사자 자격부여

           (나) 기술업무 절차서 주요 내용

                - 용접 작업 절차              - 피클링 작업 절차

                  - 클리닝 작업 절차            - 선반 작업 절차

                  - 밀링 작업 절차              - 연삭 작업 절차

                  - 조립 작업 절차              - 성능 검사 절차

                  - 수압 시험 절차

그림“20”, ～ 그림 “31” 는 인증서명패 및 인증서(영문/한글) 등 관련 사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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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인증서명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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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영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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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시정조치요구/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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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시정조치요구/보고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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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감사보고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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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감사보고서-2



- 62 -

그림 26. 감사보고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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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감사보고서-4



- 64 -

그림 28. 감사보고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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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감사보고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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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감사보고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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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감사보고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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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주제작 연구기기

가. PAMOS 전해환원 Glove Box, 가열로 및 외부 반응기 제작

(1) 품  명 : PAMOS 전해환원 Glove Box, 가열로 및 외부 반응기 

(2) 수  량 : 1 set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및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개요

본 장치들은 우라늄 산화물의 금속 환원을 위한 전해환원 공정 장

치들에 해당한다. 본 시스템은 기존 병렬모듈형 전해환원 시스템 prototype(원형)

을 개선한 장치로서, 다전극, 전극간 거리, 바스켓 구조에 따른 우라늄 산화물 전

해환원 효율성 연구를 목적으로 고안·수정한다.

(나) 장치의 개선사항

주요 개선사항을 기존 prototype의 세부사양과 비교하여 표 6에 정

리하였다. 

표 6. 개선사항 목록

참고 개선 전 (prototype) 개선 후 (PAMOS)

본체 크기 (mm) 6. A
1040.0 X 1502.0 X 

800.0
1200.0 X 2000.0 X 802.0

하부 높이 6. A 810.0 962.5

글러브 윈도우 6. A 1단 4개
경사각 / 2단 

(1층 4개/ 2층 2개)

외부반응기 6. B 원형 / 3단 사각형 / 2단

Anti-chamber 6. C 602.0 (L) X 347.6 (Φ) 650.0 (L) X 420.0 (Φ)

Feed-through 6. D 개별 Cable module

가열로 6. E 원형 2단 체결형 사각 1단 장입형

온도 제어반 6. E 기존 제품 사용

산소 및 수분 센서 6. F 기존 제품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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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치의 세부 구성

본 시스템은 Glove Box, 정제 장치, antechamber, 수분 센서, 산소 

센서, 외부 반응기, 크레인, feed-through(케이블 모듈), Power supply 포트, 배기

가스 포트, 가열로, 온도제어장치를 포함한다.  

(라) 글러브박스 제작 및 부품  

글러브박스는 다음 사양들을 만족해야 하며, 시료의 이동 및 실험

에 필요한 기본적인 글러브박스 사양을 만족시켜야 한다.

1) 글러브박스 내부에 있는 가스 공급 및 압력을 조절하기 위한 유

량조절/압력조절기를 설치해야 한다. 압력 조절기는 ±5 in. H2O 범위에서 오차범

위 0.25 % 이내의 것을 사용하고, 상한 값 및 하한 값의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외부작업자가 수동으로 압력조절이 가능하도록 수동압력조절장치(foot switch)도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상한 값 초과 시 진공 펌프 가동 후 상한 값 이하에서 

진공펌프 가동 중지, 하한 값 이하 일시 솔레노이드 밸브 개방,  Ar 가스 주입. 

하한 값 이상이 되면 솔레노이드 밸브 닫힘. 절대 상한 값이 솔레노이드 밸브의 

구동 기준이 되어서는 안됨.) 

2) 외부에서 글러브박스 내부로 직접적 기체주입을 위한 여분의 연

결관을 설치하며 연결관 개수는 제작감독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3) 외부연결형 가스 순환 장치는 기존 장치를 그대로 사용하며, 납

품 후 글로브박스 본체에 연결해야 한다.

4) 글러브박스 하단(제작도면참조)에는 외부반응기를 부착해야 하

므로 당원 제작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외부 반응기를 글러브 박스 본

체에 부착 시 고온 (700도 이하)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체결 조립

하여 기밀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예시 : 고온에 취약한 O-ring 부품 사

용은 외부 공기의 글러브박스 내부 유입을 발생하여 Ar 분위기의 적정 산소 및 

off-gas 배관 위치 6. F 우편 하단 전면 하단

크레인 6. F 기존 제품 사용

선반 6. F 탈부착  선반 1식
탈부착 선반 1식

접이식 선반 1식

전선거치용 힌지 6. F 없음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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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유지를 방해한다.) 

5) 기밀테스트 : 2주간의 고압 기밀테스트를 외부에서 실시한 후 

납품해야 한다

6) 전면 윈도우 경사각 : Polycarbonate 윈도우에 경사각을 주어 

작업하기 편리하도록 하며, 상부 글러브 위치를 상향 조정하여 작업 시야를 확보

해야 한다.

7) 글로브 추가 : 기존 1단 4개의 글로브에서 상부 2단 2개의 글로

브를 추가한다. 이는 용이한 전극 및 플랜지 작업을 위함이다. 

8) 상·하부 높이를 확장하여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피로도를 낮추

도록 한다. 

(마) 외부반응기 

1) 재질 Stainless steel 

2) 크기 : max. 680(L) x max. 476 (W) x  485.2(H) 두께5T

3) 외부반응기는 사각 구조이며, 플랜지 아래 상하 2단 구성으로 

도면과 같이 제작하되 당원제작 감독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4) 크기 : 외부 반응기 상단 475.6(W)*264(L)*175(H)

                      하단 419.6(W)*194(L)*287(H)

5) 글러브박스 하단(제작도면참조)에는 외부반응기를 부착해야 하

므로 당원 제작감독원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외부 반응기를 글러브 박스 본

체에 부착 시 고온 (700도 이하)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적당한 체결 조립

하여 기밀 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예시 : 고온에 취약한 O-ring 부품 사

용은 외부 공기의 글러브박스 내부 유입을 발생하여 Ar 분위기의 적정 산소 및 

수분 유지를 방해한다.)   

(바) Antechamber

안전한 시료 이동을 위하여 Antechamber를 설치한다. 

Antechamber의 크기는 내부반응기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진공 펌

프와 연결되어야 한다. 또한, antechamber 압력 제어를 위한 진공압력계 및 볼 

밸브(ball valve), Ar 주입밸브 등을 설치해야 한다. 

1) 크기 : 650(L) × 420 (Φ)) 1개 

2) 기밀도:  5x10-3 torr 이하

3) 재질 : stainless steel 304, 두께: 5 mm

(사) Feed-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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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module형 feed-through를 장착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

한다. 

1) Feed-through (Cable module) : 다수의 DC 전원 및 센서 선 

(40개 이상)을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며, 제작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해야 한다. 

(제작도면참조). feed-through는 4개 모듈 (10개 핀/모듈) 형태의 cable module 

로서, 자세한 사양은 제작감독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2) Power supply : (+/-) 2개의 포트를  feed-through와 함께 설치

해야한다.

(아) 가열로 

1) 가열로는 좌우분리형으로 제작해야 하며 각 온도제어가 가능하

도록 구성해야 한다. 가열로 크기는 679.6(W)*454(L)*380(H) (단열제 포함제 포

함) 단열제 외부 케이싱은 STS304 타공판으로 설치해야 한다.

2) 가열로 상단은 최소 휘발을 위해 도면과 같이 제작해야 한다. 

(단열층 33mm) 

3) 제작업체는 가열로를 제어할 수 있는 히터 센서와 내부반응기 

온도 측정을 위한 온도 센서를 공급해야 한다. (각 1조)    

4) 가열로 하단은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 스토퍼를 설치해야 한

다.

5) 가열로 칸탈 와이어는 매몰식으로 제작해야 하며 열량은 제작업

체가 충분한 열량을 선정하여 제작해야 한다. (최고사용온도 1200도)

6) 가열로 제작 후 제작업체는 연구원 현장에 설치된 Glove Box 

에 연결 후  제작감독원과 함께 시운전을 거쳐야 한다. 

7) 가열로 외부 타공판은 전해연마 또는 퍼핑 처리하여 납품해야 

한다.

8) 온도제어반은 기존 제품을 사용한다. 

(자) Accessory 

글러브박스는 다음 사양들을 만족해야 하며, 시료의 이동 및 실험

에 필요한 기본적인 글러브박스 사양을 만족시켜야 한다.

1) off-gas 배관 위치 : 글로브 박스 전면으로 위치 이동하여 바닥

면 아래로 바로 배출하도록 고안함.  

2) 전선 케이블 효율적 배치 : 글로브 박스 좌편 벽 상부에 힌지를 

부착한다. 다수의 전선 케이블을 상부 힌지에 걸어 두고 필요시 끌어 내려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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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반응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이는 바닥면에 흩어져 있던 전선으로 

인한 작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자세한 사양은 제작감독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3) 수분 측정기, 산소 측정기은 기존 제품을 사용한다. 각 1 SET

씩 설치해야 하며 제작감독원과 협의한 후 진행한다.

4) 탈·부착 선반 : 글러브박스 내부 오른쪽 후면에는 시약 등의 필

요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3층짜리 탈·부착 선반을  설치한다.

5) 접이식 선반 : 글러브박스 내부 반응기 뒤쪽 벽에는 접이식 선

반을 부착하여 반응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작감독원과 협의 후 설치한

다.

6) 배기가스 포트 : 반응기에서 배출되는 가스 제거 목적으로 제작

되며, 글러브 박스 내부 바닥면 (반응기와 글러브박스 전면 사이 오른쪽 위치)에 

별도의 포트 (3개 이상)를 설치해야 한다. 연결포트 세부 사양은 제작감독원과 

협의 후 진행한다. 

7) 크레인 기존 사용한다. 설치는 전해환원 반응기의 원활한 이동

을 위해 글러브 박스 천청에 설치되며, 작동 하중은 20 kg 이상으로써 상하 자동 

구동 (구동 속도는 24 m/hr 이하) 이어야 한다. 

(5)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협의 및 특기사항

PAMOS Glove Box, 가열로 및 외부반응기 제작업체는 도면 및 제

작시방서에 의해 제작하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술검사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상세설계도를 기술검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제

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한편, 제작 과정에서 설계 또는 제작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글러브박스의 성능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검

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제작 검수 및 승인 사항

(가) 본 품의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상세 설계도면 및 

부품명세서를 기술검사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에 착수하여야 한다.

(나) 외관검사: 외관상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며, 형상, 재질 등이 

승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다) 공급자는 본 품의 설치 후 다음 검사항목에 대한 시험을 제작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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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 시방내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Antechamber의 진공배기시험: 준비실을 진공 배기하고 진공도

가 5x10-3 torr 이하를 유지할 것.

2) 글러브박스 기밀시험: Glove box 내부의 압력을 -100 mmAq로 

하고 2주 방치한 후, 내부압력이 -80 mmAq 이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3) 글러브박스 내부의 수분함량 시험: 순환가스 정제장치의 정상적

인 작동조건하에서 수분율 1 ppm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정전기발생 유무 시험: 글러브박스 내부에서 10 μm 이하 크기

의 미세분말 시약을 취급시 전도체에 달라붙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라) 공급자는 본 품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치설계도, 전기계장 회

로도, 취급설명서, 부품 사양서, 재료 시험 성적서를 각 1부씩 제출하고, 예비 부

품을 제공한다.

(7) 계약 이행 사항

본 품의 공급자는 당원이 임명한 제작감독원의 요구 및 협조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제작시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 및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기 

체결된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8)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 품의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는 계약자가 일괄 책임진다.

(9) 납품 및 설치사항

본 품의 납품 및 설치장소는 기술검사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

치한다.

(10) 납품일자

계약체결 후 45일 이내

(11)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공급자는 품질(본 시방내용)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보수기간은 납

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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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aC 원료 공급 및 증착 장치 제작

(1) 품  명 : TaC 원료 공급 및 증착 장치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및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개요

본 장치는 “화학기상증착법을 이용한 고순도 TaC 증착기술 개발”

에 사용되는 TaC 원료 공급 및 증착 장치로서, TaCl4 분말과 반응 기체를 균일

하게 공급을 하여 반응로내에 고순도의 TaC를 증착하는 장치 이다.

(나) 제작관련 사항

1) 본 장치는 UNIFORM ZONE (300m/m)에 온도편차가 ±1 내에

서 CONTROL 되어야 하며 분말의 균일한 연속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 

2) H₂ 및 불활성 기체를 활용하여 내부를 고진공 상태로 (10

Torr) 유지하며, 압력(2bar)내에서도 견딜 수 있게 안정된 구조를 취하여야 한다.

3) H₂ PURIFICATION SYSTEM을 장착하여야 하며 H₂에 대

한 SAFETY SYSTEM을 구축하여야 한다.

4) 튜브내에 LEAK가 없어야 하며 He DETECTOR 사용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5) 내부에 온도 조건을 SENSOR를 이용 외부에서 확인 가능하여

야 한다.

6) 반응 후 GAS가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가능케 하여야 한다.

7) 튜브내에 GAS 유출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GAS 감지센서를 

부착한다.

8) 반응 후 물질인 HCl의 정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9) 온도센서는 “B” TYPE으로 하고 각 위치로 고정한다.

10) 전체온도 CONTROL PART 및 진공도 A.P.C SYSTEM은 

TOUCH PROGRAM으로 CONTROL 된다.

11) 각항의 상세 내용은 사양서를 기준으로 하며 게재되지 않은 사

항은 일반관계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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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치의 구성 및 특성

1) 장치의 요건

전체 시험장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내부규격 : 100∮ * 300

- 입력전원 : 220V . 삼상

- 사용온도 : 1700  - 최고온도 : 1800

- 발 열 체 : SUPER KANTHAL HEATING ELEMENT

- 보 온 재 : CERAMIC BOARD (RATH) 1800

- 온도제어 : PROGRAM PID CONTROL

2) 장비의 외관 규격

- 재질 : Stainless Steel 재질로 내열 우레탄 도장으로 마감한다.

- 장치의 외부에는 Temperature Control System, 실제 전류/전

압 표시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장치의 외부 온도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 장치의 전면에는 열손실과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문이 있어

야 하고 이 문은 개폐가 용이해야 한다.

- 시편온도 측정용 Thermocouple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장비

의 측면에 있어야 하며 이 구멍으로의 열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비 내부의 구성

- 구성 : 내화벽돌과 SUPER KANTHAL HEATING 

ELEMENT 등으로 구성된다.

- 온도측정 : 노내 온도제어를 위한 Thermocouple (B-type)을 

설치하여 온도가 측정 되어야 한다.

4) 장비의 균일온도 영역(Uniform Temperature Zone)

- 균일온도 영역의 온도 구배 : ±1o C이하( 300㎜ )

5) 전원 및 전기 용량

- 3상×220V

6) 장비의 특징

- Temperature : 1700oC

- Heating Rate : 2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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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mperature gradient: ± 1oC

7) Temperature Control System

- 온도조절장치는 실재 노내 온도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온도조절장치는 노내 온도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 Temperature Control System은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해야 한다.

- Microprocessor-based PID Control로써 Multiple Program과 

Multiple Segment, Multi set point 가 가능해야 한다.

8) 반응관

- 반응관(ALUMINA TUBE)는 (-10-6 Torr〜2bar) 압력에 견디

게 디자인 되어야한다.

- Sealing구조가 안정되어야 하며 분해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 전체적으로 탈부착이 용이한 구조로 되어야 한다.

9) Gas System

- H₂Gas 사용시에 대비 안전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 H₂Gas 정화시 Hydrogen purification system을 적용한다.

- H₂Gas 는 O₂에 반응하여 폭발성을 가지므로 내부 Leak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므로 (10-6 Torr〜2bar)내에서 Leak Test를 하여 안전 확

인을 받아야 한다.

- C₃H  & Ar GAS 사용

10) Program Control

- 각 Zone에 Program Control을 P/C로 한다.

- Gas Control (Touch) Program Control

- 화면 UL 설계

- Data Base 설계

11) Gas Flow System

- Gas Flow Meter는 Swagelok(VAP-42-C4M-1-8)을 사용하여 

정밀한 Control이 유지되어야 한다.

- UHP 300 Size Bottle을 장착한다.

- Gas Line은 Leak 없도록 Swagelok Fitting 한다.

12) THROTTLE VALVE ( A.P.C SYSTEM )

- Throttle Valve NW40 APC Bartron Sensor 100Torr

- Flexible 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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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 소모성 부품과 취급 공구류 등은 예비품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상기 장비는 누전 차단, 과전류 차단등 안전 장치가 포함되어

야 한다.

- 본 장비 설치는 발주지와 합의를 거쳐서 적절한 장소와 공간

에 배치되어야 하고 전기등과 같은 기반 공사는 공급자가 제공해야 한다.

14) SPARE PART

- HEATING ELEMENT 1set

- ALUMINA TUBE 3ea

- CERAMIC JIG 1식 (단열재용)

- CONTROLLER 1식

- T.P.R

(라) 장치의 운전조건

1) 진공도 : 2.0 x 10 -6 Torr 이하

2) 열원의 온도 : Max. 1,800oC

3) 운전시간 : 50 hour 이상(연속운전)

(마)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협의 및 특기사항

1) 본 “장치”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상세설계, 

주요제작사양 및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제작감독

원과 사전에 충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제반공정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2) 상세설계 또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

목적 및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3) 본 “장치”의 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시한 관련도면 및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

서, 주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기술검토과정을 거친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장치”는 제반 성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의 납품 

반입전 제작업체 현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소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

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5)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반입후 우리연구원 해당 부서에서 전반적인 성능실험을 실시하여 합격판정

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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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 “장치”의 계약자는 이상과 같은 제반 기술협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치의 제반성능 요구조건을 충

족시키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또한 해당 관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관련자료 제출사항 :

(6) 납품장소

본 장치의 납품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7) 납품일자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8) 제품보증

시운전 완료를 포함한 납기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한다. 

관 련 자 료 체 출 내 용
제출 기일

(계약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2) 주요기기 및 부품사양서(SPEC.)

3) 기타 장치관련자료 일체포함

15일이내

15일이내

납 기 내

2 부

2 부

3 부

승인용

승인용

-

 - 특기사항 : 상기의 제출내용중 기일내에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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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모의핵연료 제조용 NAUTA MIXER 제작

(1) 품  명 : 모의핵연료 제조용 NAUTA MIXER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목적 및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목적

모의핵연료 제조용 Nauta Mixer장치는 UO2 분말과 핵분열생성물 

대용산화물을 혼합한 혼합물을 밀링하여 혼합 균질도를 보다 향상시켜 소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치이다. 혼합은 UO2 분말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알곤분

위기에서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vessel은 알곤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밀

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혼합물의 부피가 2 L 이기 때문에  부피를 고려하여 

Vessel의 부피는 10 L가 되어야 한다. Vessel 높이의 1/2가 vessel  부피 2L가 

되게 한다. 혼합장치는 Vessel부, Screw Arm부, Screw부, 알곤가스 라인으로 구

성된다.

(나) 장치의 사양

1) 혼합장치 형식 

: Dry Mixing type + Control of Outside condition

2) 밀링장치 규격

- 장비규격 :  680 (W) x 410 (D) x 1,045 (H) ( mm )   

-  Mixing zone of Capacity : 10 L (Availabiltty : 2L)

- Mixing Zone of Material : SUS 304 + 열처리

3) 운전조건   

- Argon, Nitrogen 분위기 

- Dry type Mixing 

- Mixing disk speed : (Motor Maker : japan)

: Arm : Max. 2.25 r.p.m

: Screw : Max. 72 r.p.m

- Sealing : Mechanical seal(Maker:UK) + O-Ring 

  : O ring material : NBR 

4) Mixing Control 

- Condition control : Argon, Nitrogen 

- Pressure control : 3 kgf/cm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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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 control : DC Speed control type (Maker:japan)

- Automatic running : Timer control

- Emergency situation : Emergency switch

5) 압력제어 ( Data Acquisition System )

Touch Panel + Program Logic Controller

6) 장치제어 ( Data Acquisition System )

Touch Panel + Program Logic Controller                

7) 제품투입통 / 제품배출통 : 2EA (STS304, 1t 미만)

- 형태(배출부 1s)와 사이즈(5Liter)가 동일하여야함.

- 클램프 형식의 결합방식으로 분해가 간편해야함.

- 밸브를 설치하여 배출시 비산을 방지하여야함.

8) 전    원 : 0.5kw X 4P / AC 220V / 3Phase / 60 Hz

(다) 장 치 주 요 구 성 

장치 혼합부, Screw Arm, Screw부, 알곤가스 라인으로 구성된다.

분리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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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구성 장치별 특성 및 제작 사양 

1) 혼합장치 구성

가) Vessel    

- 알곤, 질소분위기에서 분말이 혼합을 위한 밀폐장치

- 내부용량 : 10 Liter 미만 (Availabiltty : 2L)

Gas Inlet

Powder Inlet

Sample Outlet
Vibrator

Powder Outlet

내부각도 70도 이내

나) Gas Line 

- Vessel 내부에 알곤, 질소분위기 조성

- 하기와 같은 구성품을 이루어야 한다.

a) 알곤

- 수동밸브 : Diaphragm Type * 1/2s

- 정밀레귤레이터 : 최고사용1Kg/㎠ * 설정압력0.01Kg/㎠ 

- Digital 압력게이지 : 최고사용2Kg/㎠ (japan)

- Digital 유량계 : 사용유량 1CCM*오차범위0.1% (japan)

- 자동밸브 : 작동=질소0.5Kg/㎠

b) 질소

- 수동밸브 : Diaphragm Type * 1/2s

- 정밀레귤레이터 : 최고사용1Kg/㎠ * 설정압력0.01Kg/㎠ 

- Digital 압력게이지 : 최고사용2Kg/㎠ (japan)

- Digital 유량계 : 사용유량 1CCM * 오차범위0.1% (japan)

- 자동밸브 : 작동=질소0.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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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nd Plate(상부 개폐용 Cover)

Mixing Arm을 고정시켜주는 장치(SD Type 경판 형태)

- Type : SD Type 경판 형태

- 재질 : STS304이상의 재질이며 뚜께 3mm 미만

- 동작 : 질소를 이용한 실린더에 의한 Open/Cross

- 작동 : 질소1.0Kg/㎠

- Arm 및 Screw의 전체부위가 Open 되어야 한다.

- 자동 동작 / 밀폐구조

라) Sample용 Sight Glass

Sample을 취출할 수 있으며, 혼합물의 유동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

- 작동 : 투입과 동일선상에 위치할것

- 멈춤 : Screw의 회전은 Sight Glass에 멈추는 것을 방지하여

야 한다.

마) Inlet

Vessel에 분말을 투입할수 있이며, 밀폐구조를 가진 장치

Sample용 Sight Glass와 동일선상에 위치 

- 작동 : 자동밸브를 이용하여 콘트롤

- 작동 : 질소1.0Kg/㎠

- Size : 기본적으로 Union Clamp 1s Type으로 배출부위와 

동일한 크기를 이루어야 한다.

제품 Tank

Union Clamp

수동 밸브

자동 밸브

Powder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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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Vibrator

Vessel에 제조된 분말의 배출이 용이하도록 Vessel을 충격을 

가할수 있는 장치

사) Outlet

Vessel에 분말을 투입할수 있이며, 밀폐구조를 가진 장치

- 작동 : 자동밸브를 이용하여 콘트롤

- 작동 : 질소1.0Kg/㎠

- Size : 기본적으로 Union Clamp 1s Type으로 배출부위와 

동일한 크기를 이루어야 한다.

후렉시블

수동 밸브

제품탱크

자동 밸브

Union Clamp

탱크 받침

아) 제품 Tank

- Vessel에서 분말을 회수할수 있이며, 밀폐구조를 가진 장치

- 질은 STS304이상이며 수량은 2EA이다.

- 하단에는 Tank보다 최소 50mm이상 큰 받침대를 설치하여

야 한다.

2) Screw Arm부 구성 

- Screw Arm 회전은 2.25rpm 가능하도록 제작하여야함

가) Gear Box

- Double Shaft type으로 제작해야함(모터 1개 이용할 것)

- 내측 : Screw 회전

- 외측 : Screw Arm 회전(Vessel 내부 벽면 회전)

- 동심도는 min. 1/100mm 공차로 Shaft축과 결합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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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Motor를 이용하여 공전 및 자전이 가능하여야 함.

- 분해 및 조립이 가능한 구조

- 모터는 DC모터를 사용하여야 함.

- 가스분위기를 위한 Seal 구조이어야 한다. 

Main Motor Arm Belve

Worm Gear

Coupling

Double Shaft Screw Bevel

밀폐용 Seal

3) Screw부

- Vessel 벽에 따라 회전하며 동시에 자체 회전 가능하도록 제

작하여야함

- 기어 감속비는 1/10, 1/1.5, 1/1으로 제작하여야 함

- 공전 및 자전 상태(하기 그림 참조)

             * 모터 1개로 동시구동

          ( 회전 상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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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w(Dia.25mm)는 교체 가능한 구조이어야함.

- Screw 간격이 내려올수록 좁아지는 형태이어야함.

Bevel Gear(1/1.5) Bearing

Screw(D25)

Screw SealScrew 간격 

좁아짐

Bevel Gear(1/1)

- Screw의 외경과 Vessel의 내면과의 간격은 3mm 이내일 것

- Screw는 용접품이 아닌 가공품이어야 하며, 연마가공이 이

루어져야함.

(5) 제 작 시  반 영 사 항 

(가) Operating Regulations

본 장치는 Con Mixer형태이며 기계내부의 Screw의 공전 및 자전 

작용에 의해 분말을 강제 회전시키면서 분말을 혼합 하도록 설계하였다.

1) 운전조건 반영

가) Argon Condition Mixing

* Vessel 내부에 Argon condition을 조성하여야 함

- Sealing Method : Dry type mechanical seal

- Input 10A & output 15A ball valve 설치

- Gas Nozzle은 각도 135° 이상으로 설치 

나)  Mix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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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ssel 내측면과 Screw 끝단과의 거리 : 3mm 이내 

- Vessel 하단면과 Special Mixing Screw 끝단과의 거리 

: 10mm이하

- 분말 투입창과 혼합분말 취출창은 동일선상에 위치하도록 설치 

- Vessel 외측면에 Vibrator를 설치

2) 구조

가) Frame

- 재질은 SS400이고 견고한 용접구조로 한다.

- 외부 표면은 에폭시계 분체도장으로 처리 한다 (Color : 

Ivory)

나) Mixing Vessel 

- 내부의 용적은 10 L이며, 실 사용용량은 2 L이다

- 재질은 STS 304를 열처리한 것으로 경도나 강도는 높은 반

면 취성이 강하여 깨지기 쉽다. 따라서 분해 조립 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

다.　

- Vessel 외부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져 있으며  분말의 흐름

성을 위하여 Vessel 내부의 각도를 70° 이내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 Drive 

- Motor의 출력은 0.2kw로 함.

- 동력의 전달은 Coupling에 의하여 Shaft로 전달되며

- 모든 운전은 자동으로 조작 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변환도 

가능하여야 한다.

- 모터 기동은 Inverter기동이고 속도는 변속이다.

라) Screw

- Screw은 Shaft와 일체형으로 설치하여 분말을 혼합 시킨다.

- Screw의 재질은STS304로 한다.

- Screw은 쉽게 교환하고 체결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6) 검 사 

검사 및 시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가) 주요 부분 조립 및 검사는 각 부재의 가 조립 검사, 치수검사, 

여유간격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나) 납품 시 시험 및 검사는 발주 부서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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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치수 검사 및 외관 검사

- 회전 상태 검사

- 발주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등을 검사하고 시험한다.

(7) 도장 및 방수 

(가) 도장 및 색채는 발주자 측의 지시에 따른다.

(나) 필요 시 도장은 녹 및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도장을 시작

한다.

(다) 조립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조립 전에 도장한다.   

(라) 일정 기간 동안 부식이 발생하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8) 장치의 운전조건 

(가) 혼합 분위기 : Argon, Nitrogen 조건

(나) 혼합분말 : Max. 2L 

(다) 운전속도 : Screw Arm Max. 2.25 R.P.M 

               Screw Max. 72 R.P.M 

(9) 제조 공정에 따른 기술협의 및 특기사항 

(가) 본 “장치”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상세설계, 

주요제작사양 및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원 제작감독

원과 사전에 충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승인 하에 제반공정을 진행시키도록 한

다.

(나) 상세설계 또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

목적 및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장치”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원에서 

제시한 관련도면 및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

서, 주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

야 한다.

(라) 본 “장치”는 제반 성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의 납품 

반입 전 제작업체 현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원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

하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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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반입 후 당원 해당 부서(핵주기공정개발부)에서 전반적인 성능실험을 실시

하여 합격판정을 득해야 한다.

(바) 본 “장치”의 계약자는 이상과 같은 제반 기술협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치의 제반성능 요구조건을 충

족시키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또한 해당 관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0) 관련자료 제출사항 

관 련 자 료 체 출 내 용
제출기일

(계약 후)
부 수 비  고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2) 주요기기 및 부품사양서(SPEC.)

3) 기타 장치관련자료 일체포함

15일 이내

15일 이내

납 기 내

1 부

1 부

1 부

승인용

승인용

 - 특기사항

       ☛ 제작에 관련된 일체 제품/부품에 대한 사양, 재질 및 매뉴얼을 제출한다.

       ☛ 상기의 제출내용 중 기 일내에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기타 발주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 요청 시 협조를 한다.

(11) 설치 및 계약 완료 조건 등

(가) 설치 완료 조건   

1) 구매사양서 상에 명기된 부품 사용 및 최종 승인도면 대로 장치

가 제작될 것.

2) 설치 완료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완료할 것. 

3) 검수 일정은 설치 완료 후 2주 이내로 하며, 단 구매자의 요구

사항이 만족될 때   단축 가능함.

(나) 계약 조건

1) 계약에는 장치의 설치 및 시운전의 모든 사항을 포함 함.

2) 전기를 포함한 2차 Utility는 발주자가 공급함을 원칙으로 함.

 (1차 전기 및 Utility는 발주자가 장비까지의 연결을 원칙으로 함.) 

3) 계약자는 계약 후 장치 입고 시까지의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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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이상 제작사항을 협의 또는 보고  하여야함.

4) 사양 중 상충되는 조건은 발주자와 협의.

5) 계약 후 7일 이내에 최종 상세 설계안과 제작도면을 제출하고 

발주자와 협의 및 확정해야함.

6) 장치 입고와 동시에 설계, 전기, 배선, 운전과 관련된 매뉴얼 1

부를 CD로 제작하여 제출.

7) 계약자는 검수 완료 이전까지 제품의 특징, 설치, 운전, 정비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

(12)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본 장치의 제작 및 납품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특히, 본 

제작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부위의 파손)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일괄 책임진다.

(13) 납품 사항

본 장치의 납품 및 설치장소는 발주 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하고, 

시운전하는 것까지 완성한 것으로 본다.

(14) 납품 일자

본 장치의 납품은 계약 후 3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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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온 용융용 실험용 다중배열 전해정련 장치 제작

(1) 품  명 : 고온 용융용 실험용 다중배열 전해정련 장치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및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개요

본 장치는 우라늄 전해정련 장치의 고효율화를 위해 계획 중인 다중

배열 전해정련 장치 제작을 위한 기초 실험용 장치로 고온 용융염 실험을 위해 

글로브 박스 (glove box) 내에 설치된 장치이다.

(나) 장비의 특성조건 

본 장비의 요구사양 및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고온의 LiCl-KCl 용융염을 사용하여 실험해야 하는 장치이므로 

모든 실험장치는 글로브 박스 (glove box)내에 설치되어야 한다. 

2) 외부에서 전류 또는 전위를 인가하여 anode basket에 원료 물질

을 용해하여 cathode에 순수한 물질을 전기화학적으로 회수하는 장치로, anode 

및 cathode 절연이 필수적이다.

3) 온도 변화에 따른 전해정련 실험을 위해 1700oC 이상 가열이 가

능한 전기로가 장착되고, 이 전기로는 절연 및 단열이 되어야 한다. (Heat wire : 

Super kantal 1700)

4) 전해 정련 실험을 위한 anode 및 cathode는 다중전극 실험을 위

해, 4 set (anode 4 EA, cathode 4 EA) 구성 되어야 한다.   

(다) 장비의 구성 및 요구사양

고온 용융용 실험용 다중배열 전해정련 장치는 글로브 박스, 반응기, 

가열로, bus-bar, anode, cathode, blank, 스크래퍼, 버켓 등으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 및 요구사양은 아래와 같다.

1) 글로브 박스

본 구성품은 재질은 Stainless steel 및 아크릴 (전면 투시창)이고, 

규격은 2인용 (2쌍의 glove), 재생공정이 가능한 purifier, 산소 및 수분측정 장치 

포함되어야 한다. 글로브 박스에 설치되는 Ante Chamber에 Oven type열선을 설

치 하여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수분을 완벽히 차단하여여 한다. Ante chamber

의 진공도를 확인하기 위한 게이지는 Digtal type을 사용하여 압력 상태를 명확

히 알수 있어야 한다. 글로브 박스의 경우 성능과 기밀이 검증되어진 상용품을 



- 94 -

사용하여야 한다. 내부의 LiCl-KCl 공융염이 오염되지 않도록 수분 및 산소의 

농도가 1 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외부와 연결을 위하여 기밀이 완벽한 상

태의 포트 (port)를 10개 이상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센서는 0.1% 미만의 

오차를 가진 센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센서의 교체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

다. purifier는 analog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며, 글로브 박스 내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진공 펌프의 오일에 오염되지 않게 Dry 

pump를 사용하여야한다.   

2) 반응기

- 재질: Incoel 400

- 규격: 100 × 300 × 300 mm (협의 후 변경 가능)

- 본 장치는 사용 특성상 가공, 조립, 제작에 따른 규격치수의 공

차가 0.5 mm 이내가 되어야 하며, 제작 후 cleaning이 완벽하게 되어야 한다.

- 본 장치는 글로브 박스와 밀착되어 제작되어야 하며, 고온 실

험시 가스 누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냉각장치를 고려하여 설계하여 한다.

- 본 장치는 고장 및 수리를 위해 외부에서 글로브 박스와 분리

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3) 가열로

- 가열 온도: 25 - 1700oC

- 사용 전력: 150 kW 이하 (설치 장소에 따라 변경 가능)

- 반응기 및 가열로 사이는 단열재를 사용하여 온도차를 최소화 

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가열로의 경우 반응기의 교체 및 추후 개량을 위해 분해, 조립

이 가능하여야 한다.

4) bus-bar

- 재료: 구리 및 구리선

- 사용 전류: 0 - 50 A (협의 후 변경 가능)

- 외부 장치와 연결하는 부분 및 글로브 박스와 연결되는 부분

에 대한 단열 및 절연 처리가 되어야 한다.

 - 전극과 연결되는 부분의 경우 접촉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전극과의 접촉면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 anode 

- 재료: Stainless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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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제작 도면 참조

- 제작 수량: 4 EA

- anode의 경우 전해질이 잘 이동할 수 있는 mesh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하며, mesh의 구조적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 mesh 크기: #100 (협의 후 변경 가능)

- anode 상단 bus-bar와 접촉하는 부분의 경우, 전류 전달부분

은 접촉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하며, 절연 부분은 bus-bar 및 반

응기, 가열로 등과 완전 절연시켜야 한다.

- 고온 실험을 위하여 반응기 내의 온도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

도록 충분한 양의 방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cathode

- 재료: Stainless steel 및 graphite (FE250)

- 제작 수량: 4 EA

- 규격: 제작 도면 참조

- cathode 전극 표면의 경우 전해정련 반응을 고려하여 적당한 

roughness가 필요하므로 표면 처리에 의해 표면 거칠기를 조절하여야 한다. 

- cathode 상단 bus-bar와 접촉하는 부분의 경우, 전류 전달 부

분은 접촉 저항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하며, 절연 부분은 bus-bar 및 

반응기, 가열로 등과 완전 절연시켜야 한다.

- 고온 실험을 위하여 반응기 내의 온도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

도록 충분한 양의 방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blank

- 재료: Stainless steel

- 제작 수량: 4 EA

- 규격: 제작 도면 참조

- 전극간 거리 조절을 위해 필요한 부품으로 반응기 내의 온도

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방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스크래퍼 (scraper)

- 재료: incoel

- 규격: 제작 도면 참조

- 제작 수량: 1 EA

- 전해조 바닥의 전착물을 버켓으로 옮기는 장치로 전해조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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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1 mm 이내의 유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좌우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9) 버켓 (bucket)

- 재료: Aluminar

- 제작 수량: 1 EA 

- 규격: 제작 도면 참조

- 반응기 내 전착물을 고온 상태에서 외부로 이송할 수 있는 장

치로 고온에서 상하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전착물에 포함되어 있는 고온의 용융염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

하여 mesh 형태로 제작되어야 한다.

- 전착물 이송시 반응기 내의 온도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방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기타

- 고온 용융용 실험용 다중배열 전해정련 장치는 현장설치를 원

칙으로 하며 약간의 설계 변경시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5) 검사 및 시운전

(가) 본 “장치”는 용도의 특성상 전문 제작 관련업체에서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각 부문별 상세설계, 주요제작사양 및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 연구원의 제작감독원과 사전에 충

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제반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상세설계 또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

목적 및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 연구원 제작감독원과 사전에 

충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장치”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 연구

원에서 제시한 관련도면 및 제작시방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

기술사양서, 주요 기기명세서, 절차서, 장치의 상세 3D 설계모델(모델링 툴은 솔

리드웍스 (Solidworks, 2007 또는  2009버전) 사용) 등을 제출하여 사전 기술검

토를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3D 설계는 상세설계에 앞서 실시하여 

이를 상세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3D 설계모델자료는 향후 장치의 개량 및 수

정보완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라) 본 “장치”의 계약자는 제반 기술협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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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중간 제작공정 검사 시 장치의 성능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적사항

에 대해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또한 제작 시 발생되는 경미한 변경 및 추

가사항에 대해서는 기 체결된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

(마) 본 “장치”는 제반 성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의 납품 

전 제작업체 현장에서 소정의 제작검사 및 성능시험을 당 연구원 제작감독원 입

회하에 실시하여 제반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작업체에서의 제작검사 및 성능

시험에는 치수검사, 용접검사, 기능검사, 분리 및 조립시험 등이 포함된다.

(바)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후 당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사) 본 “장치”의 계약자는 제작검사 및 성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또한 해당 관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본 장치의 제작 및 납품 과정, 장치의 해체, 설치 및 성능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일괄 책임진다.

(나) 본 장치의 계약자는 당 연구원의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연구원에서의 해체, 설치 및 성능시험 등에 참여하는 작업자가 신체검사 및 방사

선 안전관리 교육 등을 받도록 해야 한다.

(다) 본 장치의 계약자는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 작업감독관

을 지명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라) 본 장치의 계약자는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당 연구원의 작

업감독관 및 방사선안전관리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7) 납품 및 설치사항

본 장치의 납품, 설치 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8)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본 장치의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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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PRIDE 모의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장치 제작

(1) 품  명 : PRIDE 모의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장치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목적 및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목적

본 장비는 모의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장치는 감손우라늄 UO2 분말

에 핵분열생성물 대용산화물 첨가하여 균질하게 혼합하는 장치이다. 또한 혼합분

말을 밀링 후에 압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윤활제인 Zinc-stearate의 혼합을 겸

용하는 장치이다. 본 장치는 처리용량은 50 kgU/batch로 한다. 본 장치는 처리용

량은 50 kgU/batch로한다. 혼합기 용량은 UO2.20(57.4 kgUO2.20/batch)의 벌크밀도

가 1.18 g/㎤이기 때문에 최소 용량은 49 L이다. 따라서 유효한 혼합기의 용량은 

100L 가 되어야 한다. 혼합분말은 압분, 소결하여 모의핵연료 펠렛으로 제조되며, 

모의핵연료 펠렛은 연료파편 및 다공성펠렛으로 재가공한 후에 PRIDE 시설의 

전해환원공정에 공급된다. 

(나) 장비의 구성 및 특성 

본 분말 혼합장치는 NAUTA MIXER 형태로 하며 주요부분 구성 및 특

성은 다음과 같다.

1) DRIVE UNIT 부분

- Electric Power Motor(자전 및 공전 구동모터)

- Reducer Gear Box

- Main 공전 축

- 자전 모터는 2.2kW 3상/220V/380V(SEW/Eurodrive 제작)     

               

- 공전 모터는 0.75kW 3상/220V/380V의 용량으로 제작한다.

- Reducer Gear Box는 SS400을 이용하여 제작하며 

분체도장으로 마무리한다.

- Main 공전 Shaft는 STS304의 재질로 가공한다.

2) ARM 부분

- 90° & 73° 축력축.

- Oil Leak 방지 Seal

- 90° Bavel Gear는 SCM415의 소재를 사용하며, 열처리하여 

제작한다.

- 73° Bavel Gear는 STS304의 소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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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il Leak 방지를 위하여 압력 5kg/㎠, 온도 150 에 내구성이 

있는 Unbalanced Double 립씰 Type으로 사용한다.

- 베벨기어는 모듈 M9 글리슨타입 JIS 4등급 CLASS에 규정에 

적용하여 제작한다.

3) SCREW & BLADE 부분 

- Shaft 부분 : STS304

- Blade 부분 : STS304

- Shaft 재질은 STS304의 소재를 사용 한다.

- Blade 재질은 STS304의 소재를 사용한다.

- 위 소재는 가공 후에 표면을 300#로 Buffing 작업을 시행한다.

- Screw balde의 규격은 외경 ∅ 150, pitch 140, 두께 4t, screw 

축경 50A로 제작함.

- Screw blade와 shell과의 간격은 반드시 도면에 제시된 것과 

바와 같이 유지해야 한다.

4) SHELL 부분

- 동체

- Manhole : 스프링바란스 타입

- Discharge : 뉴메틱 타입

- 원료 투입부

- Sample 채취부(STS 304)

- 용기 형태를 원추형으로 제작하여 혼합분말의 하강 운동이 

원활하도록 내부 접액 부위는#300으로buffing 작업으로 마감한다. 

- Shell의 소재는 STS304를 이용하여 제작하며 제작완료 후 

용접응력 제거 작업을 실행하며, 용접부위의 산처리와 내부 접액 부위는 

300#으로 외부 표면은 STS용 샌드 브라스트 작업으로 마감 한다.

- Manhole의 소재는 STS304를 사용하고 Manhole의 개폐는 

스프링 타입, 밸런스 타입를 사용한다.

- 원료 투입 방법은 계약 후 협의하여 시행한다.

- 혼합분말의 Discharge 작업시에 사용되는 부품은 뉴메틱 공압 

실린더를 적용한 나이프형 게이트밸브로하며, Shoot out let은 150A 규격으로 

한다.

- Shell에 혼합재료의 용량을 정확하게 계량 할 수 있도록 

CAS제품의 L/S pan cake load cell, 1 ton, 3 point system으로 한다.

- 혼합분말의 Sample 채취를 위하여 하단부, 중단부, 상단부에 

스큐류 방식의 Sample 채취구를 설치하여 sample 채취가 용이하도록 한다.

5) FRAME 부분

- 테이블

- 지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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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압 리프트

- Base check plate의 재질은 STS400의 소재를 사용하여 분체

도장으로 마감한다.

- Frame 재질은 H형 강재를 사용한다.

- 경판 Open/Close용 Lifting의 유압 Pump control 장치는 각 

부분에 누설이 없도록 리데나 팩킹을 사용하여 조립한다. 

- 리프트의 동작은 유압실린더를 이용해서 수행하며, 상부 

덮개의 개폐용으로써 내부 청소, 스큐류 조립 및 해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운전 

중에는 동작하지 않도록 한다. 

6) 전기.제어부분

- CONTROL PANEL

- 콘트롤 판넬 메인 전원은 220V/3상으로 제작하며, 각 부품은 

KS규격품으로 하며, 리프트 부분의 운전 또는 맨홀을 Open 하였을 경우에는 

자전축과 공전축 모두가 전원이 인가되지 않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1차측 전원을 연결하도록 2차측 메인 NFB 220/380V/100A로 

한다.

- MAIN POWER CAM SWITCH : 기계의 조작과 기동을 위한 

MAIN 전원 공급과 차단용 선택 스위치

- MANUAL/TOUCH SELECT SWITCH : 비상으로 기계의  

조작을 위한 자동/수동 운전 선택 스위치

- 자전 및 공전 축의 SPEED 조정은 주파수 변환의 INVERTER 

가변 운전 방식으로 하고 속도 범위는 25 - 60 RPM 로 한다.

- CONTROL POWER KEY SWITCH : 기계의 조작과 기동을 

위한 CONTROL 전원 공급과 차단용 선택 스위치

- 자전 및 공전 구동 START PUSH BUTTON SWITCH  

- 자전 및 공전 구동 STOP PUSH BUTTON SWITCH

- 자전 및 공전 구동 SPEED CONTROL VOLUME  

- 자전 및 공전 구동 모터 과부하 차단장치 

- EMERGENCY SWITCH

- TOUCH SCREEN : PLC에 의한 Control System을 구성하 여 

Touch Screen에서 Control을 LCD 화면에 표시하여 Touch에 의해 쉽게 조작 할 

수 있도록 하고 Control ERROR 및 TROUBLE의 발생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도

록 한다.

- 운전이상 유무확인 BUZZER : 운전 초기 5초간 경고음이 발생

하고, 기계 운전 중 ALARM 발생 시 경고음을 발생하도록 하며. 판넬 상부에 청

색, 적색, 황색, 점등 방식을 이용하여 멀리서도 운전 및 이상 유무를 확인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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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한다.

(다) 장비의 요구사양

1) 강재 

.

이음의 종류 판의 두께 mm 엇갈림 허용값 mm

길이 이음
6이하 1.5

6초과 판두께의 25%(3mm)

둘레 이음

6이하 1.6

6초과, 20이하 판두께의 25%

20초과, 38이하 5

38초과 판두께의 25%(6mm)

3) 원자재 

 - 투입되는 원자재는 재질식별 표시를 (COLOR MARKING) 확

인 하여 자재의 혼용을 방지하여 다른 자재와 구분 관리한다.

4) 제작도면 

- 제작도는 기술 규격서, 관련 설계도서를 이용하여 상세제작 도면

을 제작하며 상세제작도면에 따라서 제작한다.

(5) 검사 및 시험

(가) 주요 부분 조립 및 검사는 각 부재의 조립 검사, 치수검사, 여유

간격 등에 대하여 시공 도면에 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나) 납품 시 시험 및 검사는 발주 부서의 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

다.

- 주요 치수 검사 및 외관 검사

- 납품 시 단위공정 시험 검사 및 종합 시험 등

-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 등을 검사하고 시험한

다.

(6) 장비에 따른 특기사함

(가) 본 “모의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장치 제작”은 제작도면과 시방

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상세설계, 주요 제작사양 및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

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 연구원 제작감독원과 사전에 충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승인 하에 제반공정을 진행 시키도록 한다.

(나) 모의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장치 제작 중 문제가 있을 경우에

는 원료물질의 제조목적 및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

다.

(다) 본 “모의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장치 제작”의 계약자는 계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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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시한 관련도면 및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 기술사양서, 주요 기기 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기

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모의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장치 제작”은 제반 성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완료 후 “모의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장치 설치 현장”

에서 감독원 입회하에 시험운전을 실시하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반입 후 당소 공급자에 합격판정을 득해야 한다.

(7)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 품의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는 공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8) 납품 및 설치사항

  본 장치의 납품, 설치 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9)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본 장치의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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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TOF NDP 장치 제작 및 설치

(1) 품  명 : 다목적 진공 소결로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본 제작품의 TOF NDP (time-of-flight neutron depth profiling) 장

치는 하전입자의 residual energy를 간접 측정하는 장치로, 진공시료함(진공챔버), 

진공시스템(배관 및 펌프류), 시료 스테이지, xyz 리니어 모션 시스템, 하부 테이

블, 제어판 및 계장 시스템에 대한 제작 및 설치를 포함한다.

(4) 장치의 개요 및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진공챔버

1) 진공챔버의 operating vacuum rate는 1 x 10E-9torr 이다.

2) 진공챔버의 Leak rate는 1 x 10E-10atm,cc/sec 이하 이다.

3) 진공챔버는 검출부와 overhaul 플랜지부 그리고 서포터로 구성된다.

4) 검출부의 재질은 STS304이고, overhaul 플랜지부는 중량감소를 

위해 A6061을 사용한다.

5) Overhaul 플랜지는 검출부의 플랜지 사이즈와 동일하게 제작 되

어야 하며, 기밀을 위해 O-ring을 이용한다.

6) Overhaul 플랜지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의하도록 guide pin을 설

치한다.

7) 진공챔버의 각 포트들의 사양은 아래와 같으며, 플랜지 체결 시 

간섭이 없도록, 포트위치 및 포트 길이를 선정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검출부 port list

- 6 in CF : 17 ea

나) Overhaul 플랜지부 port list

- 2.75 in NW40 : 4ea

- 2.75 in CF : 4ea

- 12 in (oring) to 6 in CF : 1ea (STS304)

8) 진공챔버의 포트정렬을 위한 공차는 아래와 같다.

가) Angle(polar & azimuthal) : ±0.5°

나) Focal length : ±0.5mm

다) Target for alignment : ±0.5mm

9) 빔포트의 중심선과 바닥의 거리는 1500m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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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빔포트의 끝단과 진공챔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450mm 이하이다.

11) 챔버 서포터는 진공챔버를 90°회전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제

작되어야 한다.

(나) 진공시스템

펌프류는 설치공간이 협소하므로, Ion pump를 제외한 기타 펌프들

은 테이블 외부에 최소의 공간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기타 배관류는 연결포트를 

제외하고는 접촉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

1) 진공 펌프류는 아래와 같다.

가) Dryscroll pump : 300l/min

나) Turbo molecular pump : 900l/sec(구매자 사급)

다) Rotary vane pump : backup for TMP(구매자 사급)

라) Ion pump : Valcon Plus 150(구매자 사급)

2) 진공 밸브류는 아래와 같다.

가) Roughing valve : NW40 Penumatic angle valve

나) Forline valve : NW40 Penumatic angle valve     

다) Main valve : 6 in gate valve (구매자 사급)

라) Ion pump valve : 6 in gate valve

3) 진공 게이지는 아래와 같다.

가) Vacuum gauge : Full range& indicator module type

(다) 시료 스테이지

1) 시료 스테이지는 구매자 사급품으로 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 Triple Axis stage

- 2.75 in CF Flange

- 1.50 in bore size, 0.50 in ±XY travel, 4 in Z travel

- UHV compatible material

- Welded bellows seal

- Bakeable to 230°C

- XYZ step motor control

나) Precision Rotary Motion

- 2.75 in CF Flange

- Rotary position lock

- UHV compatibl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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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w backlash design

- step motor control

(라) XYZ 리니어 모션 시스템

1) 진공챔버의 빔정렬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XYZ 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 진공챔버의 하중으로 인해, 수평에 영향을 수지 않아야 한다.

나) 이동 후 위치를 고정 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 펌프의 영향으로 진공챔버의 고정 위치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라) 요구 stroke 는 다음과 같다.

- X 방향 : ±500mm 이상

- Y 방향 : ±50mm 이상

- Z 방향 : ±50mm 이상

(마) 하부 테이블

1) 이동중량에 대한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레벨풋을 이용하여 상판의 수평을 유지하며, 하부에 방진패드를 

설치하여 외란에 대한 영향을 감소 시켜야 한다.

3) 재질은 STS304와 Al6061 또는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4) Ion pump가 진공챔버를 따라 이동이 용이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5) 진공챔버의 빔포트 중심선과 바닥의 거리가 1500mm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야여 한다.

(바) 제어판 및 계장 시스템

1)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펌프와 밸브의 전원 및 제어스위치를 포

함하는 제어판을 제작하여야 하며, 포함되어야 하는 스위치 종류는 아래와 같다.

가) Pump 및 Vacuum valve control switch(Safety cover)

- 펌프류 전원(유도관 펌프 전원 포함)

- 밸브류 On/Off 스위치

나) Vacuum gauge indicator (유도관 진공 게이지 포함)

다) Turbo pump controller

라) Ion gauge controller

2) 차폐벽 외부에서 빔 셔터의 On/Off 상태를 알 수 있는 표시등

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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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보모터, 솔레노이드 밸브 등 각종 기기의 전원연결이 용이하

도록 전원선을 재구성 하여야 한다.

4) 제어판 및 계장 시스템은 부피를 최소화 하여 사용자가 요구하

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장비의 품질보증 및 시운전

품질검사원 및 시운전원은 구매자가 지정한 검사원의 입회하에 품질

검사 및 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하며, 검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품질검사 및 보증

1) 품질검사에 대한 성적서는 항목마다 각각의 성적서에 대한 검사 

및 승인 과정을 거처야 하며, 최종으로 통합된 품질검사 시트를 작성 및 승인 과

정을 거처야 한다.

2) 진공챔버에 대한 제작공정 검사는 구매자가 지정한 검사원의 입

회하에 실시하며 항목은 아래와 같다.

- 진공챔버 외판 용접 후 검사 (용접지그 검사)

- 진공챔버 밀링 가공 후 검사

- 진공챔버 포트 용접 후 검사 (45°지그 사용)

3) Operating vacuum rate : 1 x 10E-9torr (시운전 시)

4) Leak rate : 1 x 10E-10atm,cc/sec 이하 (성적서 작성)

5) Tolerance

아래의 공차항목에대한 검사방법을 상세 기술한 검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Angle(polar & azimuthal) : ±0.5°(성적서 작성)

나) Focal length : ±0.5mm (성적서 작성)

다) Target for alignment : ±0.5mm (성적서 작성)

6) 제작검사에 대한 참고 자료로 구매자가 지정한 검사원의 입회하에 

3D 스캐닝을 수행하여, raw 데이터와 3D model(step)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3D 스캐닝을 수행 할 장비 선정은 구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운전

1) 시운전은 검사원의 입회하에 납품일 2주 전에 수행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장비의 기술협의 및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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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장치”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상세설계, 

주요제작사양 및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제작감독

원과 사전에 충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제반공정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나) 상세설계 또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

목적 및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장치”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

시한 관련도면 및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서, 주

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야 한다.

(라) 본 “장치”는 제반 성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의 납품 반

입 전 제작업체 현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소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하

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반입 후 당소 해당 실험실에서 전반적인 성능실험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득해야 한다.

(바) 본 “장치”의 계약자는 이상과 같은 제반 기술협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치의 제반성능 요구조건을 충

족시키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또한 해당 관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7)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 품의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는 공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8) 납품 및 설치사항

본 장치의 납품, 설치 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9)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본 장치의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 110 -

１
－
13

면

도



- 111 -

사. 원전연료피복관 와전류시험장비 표준봉검사 및 시험벤취 제작

(1) 품  명 : 원전연료피복관 와전류시험장비 표준봉검사 및 시험벤취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및 제작특성

(가) 개요

본 장비는 조사후시험시설 핫셀에 사용되는 표준봉들을 시험하고 

검사하는 장치로서 핫셀에 설치되어 있는 시험장치들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조

건으로 제작되는 와전류시험용 표준봉 검사 및 시험장치에 적용한다.

(나) 장비의 제작특성 

1) 장치의 수리는 우리 연구원에서 제시 사양보다 우수한 제품 또

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자와 상호 

협의하여 수리 및 보완하며, 구두지시도 설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본 시방서 및 계약 내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성질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담당자의 지시에 의하여 계약자 부담

으로 시행한다.

4) 장치의 수리도중 연구원 감독원은 수시로 입회하여 문제점을 협

의하고 검토 및 수정을 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한시라도 우리 연구원에 출두하여 진행과정 및 문제점을 설명하여야 한다.

5) 손상을 받은 부분, 또는 표준 이하로 수리된 부분은 담당자가 

만족할 때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계약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 계약의 요구에 맞

도록 해야 한다.

6) 수리시방서 및 기타 지시 사항 중 미비 또는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며 최종결정은 연구원에서 한다.

7) 계약자는 제출 프로그램 및 관련 자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상세 

수정보완 및 수리 중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연구원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해야 

한다.

(다) 장비의 제작범위 및 구성

1) 제작범위

가) 기계부분 

- 시편(연료봉) 상하로 이동하고, 회전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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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와 그 구조물. 

나) 제어 및 프로그램 부분

- 시편을 사용자가 이동 또는 회전하고자 하는 위치까지 이동시

킬 수 있는 장치이며, 주 이송부품은 서보모터로 구성한다.

- 장치의 제어는 컴퓨터로 제어하며, 측정된 데이터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2) 장치의 기본구성

가) 기계부분 기본구성

- 장치에서 시편 또는 프로브가 상하로 이송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800 mm 하고, 이송속도는 0∼500 mm/min 범위로 하며, 주사용 속도는 

120 mm/min 이다.

- 시편의 회전은 360도, 또는 연속 회전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계하며, 회전속도 범위는 0∼720도/min로 하고, 주사용 회전속도는 120 ∼ 240

도/이다.

- 시편을 고정하는 척(chuk)과 프로브홀더의 중심 정밀도는 전

후/좌우 공차가 ± 0.02 mm 이내가 되도록 한다. 

- 프로브 또는 시편이 상하로 이송할 때 빽래쉬(backlash)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타이밍벨트를 구성한다.

- 프로브홀더는 여러 장비의 프로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module 

또는 탈부착방식으로 구성한다.

- 장치의 이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이동용 바퀴를 구성한다.

나) 제어 및 프로그램 기본구성

- 프로브 또는 시편이 상하로 이송할 때  충돌을 방지하기 위

하여 시험벤취 상하에 리미트스위치를 구성한다.

- 프로브 또는 시편이송은 수동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성한다.

- 상하 최소 이송거리는 0.1 mm, 최소회전각은 1도 이내로 제

어될 수 있도록 장치를 구성한다.

- 장치제어 수동뿐만 아니라 컴퓨터상에서도 원하는 위치, 속

도로 이송 또는 회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데이터는 처리는 컴퓨터에서 저장/수집되고 처리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113 -

- 시험 데이터수집 및 처리 항목은 원전연료 피복관 와전류결

함탐상시험, 피복관 산화층 두께측정 및 외경측정시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

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와전류결함탐상시험의 경우 장비에서 지정한 데이터를 받아

들이거나 설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수집 및 저장된 데이터는 그래프(엑셀)를 작성할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구성한다.

- 장치제어 프로그램은 프로브 또는 시편의 위치를 컴퓨터상에 

표시되도록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위치 또는 각도로 이송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장치프로그램은 시험장비의 디스플레이데이터와 컴퓨터에 수

집된 데이터가 상이할 경우 보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프로브 또는 시편이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그 위치에서 “0” 

점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 시험의 안전을 위하여 시험을 시작할 때 진행여부를 묻는 프

로그램을 구성하여야하며, 사용자 입력수치를 잘못 입력하였을 때 경고음이 발생

되도록 하며, 경고 표시가 컴퓨터 화면상에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 프로그램 운영체제는 windows 7로 한다.

- 위 내용 이외에 장치운영상 다른 기능이 필요할 때는 그 기능을 

프로그램에 구성한다.

(5) 장비의 시운전

(가) 계약자는 연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운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

다.

(나) 계약자는 납품을 완료한 후에도, 장치가 적합하게 설치 및 운영

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수정보완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 품의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는 공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7) 납품 및 설치사항

본 장치의 납품, 설치 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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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본 장치의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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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소 흡탈장 열량계 베드 모형 제작

(1) 품  명 : 수소 흡탈장 열량계 베드 모형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및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개요

1) DU 용기는 약 20년 동안 삼중수소 (90%T-10%D, 50%T-50%D)를 

흡장, 저장, 탈장, 공급하는 특수한 목적의 저장 용기이다. "수소 흡탈장 열량계 

베드 모형“ 장치는 DU 용기를 제작하기 위한 전 단계의 시험용 저장 용기이다.

2) 저장용기의 주요 구성은 약 1837g의 DU가 장입된 1차 용기와 상

부 5개의 열차폐판과 사이드 3개의 열차폐판이 설치된 2차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

3) 본 저장용기의 특성은 빠른 삼중수소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열

공급과 높은 열전달이 필요하다. 또한 0.1g ~ 70g의 삼중수소를 8~24 시간 내에 

±1% 정확도로 측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1차 용기 내 He loop 경로를 최적화하

고, He loop 유입구와 유출구의 He 가스 온도 측정을 0.1% 정확도로 해야 한다.

4) 본 저장용기의 제작 공급범위는 장치(용기)의 상세설계, 제작, 

시험/검사, 포장 및 운반 등의 제반 업무를 일체 포함한다. 단, 삼중수소 저장재

(DU: 1837g)는 우리 연구원에서 제공한다.

5) 용기는 1차 용기와 2차 용기에 누출율(Leak rate)이 1

10-9Pam3/s 미만을 만족하여야 한다.

6) Feedthrough는 온도 센서, 가열기에 설치하여 삼중수소의 침투

를 방지하여야 한다.  

7) 가열기는 1차 용기에 Grove 가공된 홈에 벤딩하여 가열기를 설

치한다.

8) 1차 용기에 감겨진 가열기는 열 공급과 높은 열전달을 위하여 

Brazing 작업을 한다.

(나) 장비의 설계요건 및 제작특성

1) 1차 용기 제작 및 설계 조건 

가) 설계 조건  I:

- 압력 : 6080 (kPa)

- 온도 : 600

나) 설계 조건 -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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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 : 1x10-5 - 1x10-6 (kPa)

- 온도 : 600

2) 1차 용기의 주요 재질 조건 : 

- SUS 316 

3) 2차 용기 제작 및 설계 조건 

가) 설계 조건 - I : 

- 압력 : 400 (kPa)

- 온도 : 100

나) 설계 조건 - II: 

- 압력 : 1x10-5 - 1x10-6 (kPa)

- 온도 : 100

4) 2차 용기의 주요 재질 조건 : 

- STS 304       

(다) 장비의 제작품 사양 및 특기사항 

1) 1차 용기는 수소 In, Out,  Cable Heater, 온도센서 등으로 구성

되며 1차 용기 Wall에 온도 센서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홀 가공을 한다.

2) 수소 흡,탈장 모형 BED에 사용되는 배관은 stainless steel 316L 

재질의 반도체용 b.a seamless tube를 사용하며, 밸브는 metal bellows sealed 

valve를 사용한다.

3) 수소 필터는 Sintered 공법으로 고온 고압으로 눌러 금속을 소

결 연결시켜서 만든 소재로 용접으로 마감한 것을 사용한다.

4) 1차 용기는 STS 316 7T 재질로 하여 고온, 고압, 진공 상태에

서도 잘 견딜 수 있게 제작해야 한다.

5) 1차 용기 양쪽에는 CF Flange를 사용 조립, 분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6) 모든 용접은 진공 1x10-10torr이상, 압력은 60bar에서 견딜 수 

있도록 용접한다.

7) 히터는 600 를 컨트롤 하는 것을 충족하는 내구성과 가능한 와

트밀도(Watt/㎠)를 유지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8) 용기 제작 시 열, 차폐판은 연마작업를 한다. 

9) 두개의 가열기를 1차 용기 외부 grove에 조립하며 100% 접착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진공 브레이징 작업을 하여 가열기에서 열전달을 최대화한다.  

10) 용기 제작과 보관 시 clean 작업장을 설치하여 clean 작업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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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용기 제작과 보관을 수행한다.

11) 제작관련 도면과 차후 승인된 제작도면에서 요구되는 치수는 

허용 공차위 내에서 가공, 제작 되어야 한다.

12) 본 용기의 계약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상세설계/제

작도면 및 설계 계산서 제출하여 제작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본 용기의 제작 주재료인 Stainless Steel 의 취급 및 저장과 

관련된 사항은 제반 품질요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4) 모든 용접 및 검사는 [ASTM SEC.Ⅷ Div.1] 기준에 따라야 한다.

15) 본 용기의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관련규격에 따르는 용접절차

사양서 (WPS) 및 절차 검증기록서를 제출하여 제작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용접 부위는 제작도면에 따라 가공 또는 표면 처리되어야 하며 

언더컷이나 다른 용접결함이 없도록 마감처리 되어야 한다.

17) 용접 부위의 수정작업은 수정 절차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한다. 

(라) 장비의 제작 공정

1) 자재 검사

가) Mill Sheet 확인

나) 튜브 내부 및 외부 조도 검사

다) 자재표면상 결함 유무 확인

2) 자재 절단 

가) 튜브는 튜브 절단기로 절단한다.

나) 직선관으로 사용하는 튜브는 절단 후 기계 가공 여유를 두어 

절단한다. 특히 용접부 누설검사를 위해 검사용 Fitting 이 용접되는 곳은 50mm

의 여유 마진을 둔다.

3) 용접 준비

가) 작업 시 여유 마진을 둔 튜브를 도면 치수대로 절단한다.

나) 용접할 직선관고 소켓 및 Bending 한 튜브의 용접면을 개선

한다.

4) 용접 및 용접 절차

가) 튜브 용접은 Automatic TIG Welder (Orbital Welding 

Method)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적용이 어려운 부분의 용접은 TIG Manual 

Welding 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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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접되는 파이프의 각도 유지와 용접 중 변형방지를 위한 

Jig 를 사용한다.

다) 각 부품을 Fit-up한다.

라) 치수검사를 실시하여 보정한다.

마) 용접을 실시한다.

바) 치수검사를 실시한다.

사) 용접 작업장

- 모든 용접작업은 바람이 불지 않는 장소에서 시행한다.

- 용접작업은 평탄한 대형 정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작업장은 용접에 유해한 분진이나 오염물질이 적으며, 가급적 

소음이 적은 장소로 한다.

아) 적용 용접법

- Line 부품은 GTAW 용접법을 적용한다.

- 용접은 Manual TIG Welding을 실시한다.

자) 용접봉

- STS316 은 GTAW E316L-16용접봉을 사용한다.

차) 보호가스

- 순도 99.999%의 Ar Gas를 보호가스로 사용한다.

(마) 장비의 구성 및 요구사양

1) TC Sensor    

- 직경 1/16"로 길이는 200mm이며 STS316 재질로 하고, TC 

Adapter는 1/8’‘ 로 한다.   

2) Cable Heater  

- Cable Heater는 열선, 산화마그네슘, 제작되어지며 전원은 

220V, 6KW이며 재질은 SUS316으로 구성된다.

3) 수소 유입 & 필터 

- 수소라인은 VCR Type metal valve를 BED와 SUS 316L tube로 연

결 설치하며 Tube 하부 Element 구간은 0.05㎛으로 Sintered 공법으로 금속을 소결시

켜 직경 5mm로 제작한다. 

4) 진공라인

- 3/8"인치 b.a tube로 2차 용기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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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공 브레이징

- 가공된 1차 용기에  Cable  Heater 설치하여 진공 브레이징 작

업을 하며 FIMETAL은 B-Ni 계열을 사용한다. 

- 진공 브레이징 작업 전 1차 용기를 지그로 고정하고 작업 온

도는 900 에서 시행한다.

- 진공 브레이징 작업 완료 후 깨끗하게 세척한다.  

- 진공 브레이징 작업 시 HEATER와 1차 용기 열팽창으로 인한 

HEATER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펀치 작업이나 SUPPORT로 고정한다.

6) 온도센서장착

- 온도센서는 1차용기안에 배치되는 것이 용기외부로 연결되는 지

점이 600 의 온도가 오르내릴 때 크랙이나 기밀이 유지 되게끔 제작을 하여야 

한다. 

- 온도센서1: 1차 용기 하부 우측 바닥지점

- 온도센서2: 1차 용기 Wall 좌측 지점

- 온도센서3: 2차 용기 내부 상부 중간 지점

7) 1차 용기

- 용기에 히터를 장착할 Grove 가공을 하고 히타 장착 후 진공 

브레이징 작업을 하며 SUS 316 환봉을 사용한다. 

- 양쪽으로 CF Flange를 사용하여 분해 조립이 될 수 있도록 하

며 1차용기가 편심이 되지 않도록 중 하부 중간에 고정핀을 취부하며 이 고정핀은 

열전달이 되지 않도록 세라믹 커버를 사용한다. 

8) 2차 용기 

- 2차 용기 내부는 측면 열, 차페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상부 

flange가 Open 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고 압력 및 진공 테스트 시 테스트 조

건을 만족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9) He 누출율(leak rate) 테스트  

1차 용기 제작 후 1차 용기에 누출율(leak rate)이 1시간 이상 1

10-12Pam3/s 미만으로 지속되는지 테스트 후 성적서를 제출한다. 1차 용기가 

누출율을 만족시킨 후 2차용기와 용접하여 2차 용기에 누출율이 1시간 이상 1

10-12Pam3/s 미만으로 유지되는지 테스트한 후 성적서를 제출한다.    

10) Feedthrough  

모든 가열기와 온도 측정계에 Feedthrough을 장착하여 운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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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수소의 침투에 의한 오염을 제거한다.

Power Feedthrough와 K-type Thermocouple Feedthrough를 사

용하여 제작한다. 

(5) 장비의 검사 및 특기사항

(가) 재료 검사

1) 자재검사는 자재 입고 후 자재 현품과 그 자재 성적서(Mill 

Sheet)를 대조 확인한다.  

2) 각 Item 별로 그 자재의 도면상의 재질, 등급, 수량, 크기, 형상 

및 적용규격과 입고된 자재의 Mill Sheet 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나) 자재 성적서의 검토(Mill Sheet Review)

1) 화학적 성분(chermical composition)

- Mill Sheet 상의 화학적 성분을 Material Spec.과 대조하여 허

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2) 기계적 성질(Mechanical Properties)

- 기계적 성질은 Material spec.과 대조하여 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단면 수축율, 경도 등이 허용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다) 자재확인

1) 외관검사

- 자재 표면상의 결함 유무(패인 곳, 스케일, 크랙, 벤 자국 등)

를 확인한다.

2) 치수검사

- 입고된 자재의 Marking 과 재료사용 일람표를 작성하여 Piece

의 두께, 크기 등을 확인한다.

(라) 진공 검사

1) 제작자는 용기 전체와 용접 각 부분의 leak rate는 10의 -9승 

Pam3/s 이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용기 제작 후 용기를 진공으로 유

지한 상태에서 상온에서 500 까지 5차례 가열한 후 시행한다. 

(마) 용기 제작 후 성능 검사 

1) 용기 제작과 누출율 테스트 후 실험 장치에 연결하고, 가열기 

성능 테스트와 온도 측정계와 연결 부분에 누출 테스트 등을 완벽하게 수행한다. 

(바) 표면처리 및 세척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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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제품의 내,외부 표면의 손상 및 결함부(Dent/Gouge) 등은 

제거 및 마무리되어한다. 

2) 모든 제품의 내,외부 표면은 산세척 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6) 장비의 품질관리 및 취급 운반 사항

(가) 본 장치의 제작공정에 따른 품질확인문서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장치의 제작이 완료되어 납품 시에는 제작완료 보고서

(EMR)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작완료 보고서(EMR) 에는 다음과 같은 최종검

사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 성적서 (MILL-Sheet)

2) 최종 제작완료 도면.

3) ASME PV Code, Sec.Ⅷ Div.1에 의한 1차, 2차 용기 강도 계산서

4)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 

5) 제작 시 용기 사진대지.

(다) 취급 운반에 관한 사항

1) 일반 사항

가) 본 용기의 계약자는 제작에 착수하기 전에 검사 및 시험계획

(Inspection Test Plan)를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모든 제품은 제작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검사 및 시험계

획서에 따라 수행 되어야 한다.

2) 품질관리 적용규격/기준에 관한 사항: (본 시방서에 명기된 기기 및 

부품에 적용)

가) 한국 표준규격(KS) 및 Equivalent ASTM Code.

나) ASME PV Code, Sec.Ⅷ Div.1 Pressure Vessel. 

다) ASME Sec.Ⅴ Nondestructive Examinations. 

3) 품질관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가) 본 장치의 계약자는 검사를 위한 확인점과 입회점을 정하여

야 하며, 필한 경우 제작 감독원은 확인점과 입회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장치의 제작과 관련 모든 품질관리 및 검사는 제반 절차서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제작감독원의 제작현장 공정 검사시 제작방법 및 절

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제작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한 후 합당한 작업방법

을 협의한 다음 승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다) 장치의 제작과 관련 모든 품질관리 및 검사에 따라 제작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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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제작현장 공정 검사 시 자유롭게 제작현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취해야 한다.

4) 취급 운반에 관한 사항

가) 본 장치의 계약자는 제작현장 공정검사 및 최종검사가 완료

된 후에 운반 및 취급에 필요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외부

로 부터의 이물질 및 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밀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본 장치의 포장은 운반 및 취급과정에서 외부로 부터의 충격

에 손상되지 않도록 목재 등으로 견고하게 포장, 운반되어야 한다.

(6) 제작 업체의 요건

본 장치의 제작 업체는 다음의 실적과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 트리튬 저장용기 및 트리튬 운반용기 관련 유사 품목의 제작 및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 

(나) 한국 원자력 연구원 품목 공급업체로 자격이 부여된 업체

(다) ASME  STAMP "U" "U2" 인증된 업체이어야 하며  "U" "U2" 

CODE의해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이 가능한 업체

(7)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 품의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는 공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8) 납품 및 설치사항

본 장치의 납품, 설치 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9)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본 장치의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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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광섬유 레이저의 제 2 고조파 발생 장치 모듈화 시스템 제작

(1) 품  명 : 광섬유 레이저의 제 2 고조파 발생 장치 모듈화 시스템

(2) 수  량 : 3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개략도면 및 시방 내용 참조 

(4) 제작 시방 내용

(가) 목적

본 제작품은 광섬유 레이저의 파장을 변환하기 위한 장치로서 비

선형 매질인 LBO(Lithium Triborate LiB3O5) 결정을 이용하여 제 2 고조파 발생

용 광학계를 구성하고 모듈화된 시스템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시스템으

로 광섬유 레이저 적외선 파장의 1/2 파장이 되는 초록색 광원을 발생시키며 주

파수로는 기본파의 2배인 제 2 고조파에 해당하는 레이저 광원을 발생시키는 광

학계 구성 모듈화를 의미한다.

(나) 사양

본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제작 조건, 규격 및 사양 등은 제작시방

서에 제시하는 요건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제 2 고조파 발생 모듈은 광학계 

구성도를 기초하여 광학계 부품이 장착될 수 있는 “주요 구성부 부품의 제작부”

와 이들 구성품을 탑재하는 광학용 상판(optical bread board)과 하우징의 “통합 

제작부”로 나누어진다. 광학계에 사용되는 광학부품과 상용제품의 마운트들의 규

격사양을 기초로 시스템 완성에 필요한 제작항목은 총 17개에 해당한다. 이들은 

각각의 제작도면에 기초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다) 광학계의 구성도

제 2 고조파 발생 모듈의 광학계는 광섬유 레이저의 빔 편광 특성

이 무편광(random polarization)인 경우와 선편광(linear polarization)인 경우에 대

하여 다음의 그림과 같이 각각 적용이 가능하도록 광학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림32.의 구성은 무편광인 광섬유 레이저가 입사될 경우에 해당한

다. λ/2 파장판을 지나서 레이저 빔의 collimation이 이루어지고 편광 분할기

(PBS)를 이용하여 S-편광과 P-편광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빔은 반사경과 집

속렌즈를 거쳐 비선형 매질인 LBO 결정에서 빔이 집속된다. LBO 결정에서 제 

2 고조파가 발생하고 기본파와 같은 빔 경로를 따라서 진행한다. 집속된 빔이 다

시 발산할 때 이를 평행광으로 collimation 해주는 렌즈를 지난다. 이색성 거울

(Dichroic mirror)을 통하여 적외선 광섬유 레이저와 녹색광인 제 2 고조파가 분

리된다. 발생된 두 개의 제 2 고조파는 각각 빔 직경을 확대하는 collimation 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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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들을 거쳐 출력된다. 그리고 제 2 고조파를 발생시키고 남은 적외선 레이저는 

빔 덤퍼(beam dumper)에서 빔 진행이 멈추게 된다.

    그림 33의 구성은 선평광인 광섬유 레이저가 입사될 경우에 

해당한다. IR 레이저가 collimation된 후에 반사경을 거쳐 λ/2 파장판을 지나면서 

LBO 결정의 위상결합 조건인 편광방향으로 조절해준다. 그리고 집속렌즈를 거쳐 

첫 번째 제 2 고조파를 발생시키고 방출하는 적외선과 녹색광을 이색성 거울에

서 분리한다. 이때 분리된 녹색광은 빔 직경을 확대하여 출력되고, 첫 번째 제 2 

고조파 발생에서 남은 적외선 레이저는 반사경을 거쳐 다시 두 번째 제 2 고조

파 발생용 LBO 결정으로 입사하여 두 번째 제 2 고조파를 발생시킨다. 두 번째 

제 2 고조파는 이색성거울에서 적외선과 녹색광으로 분리되고 두 번째 녹색광 

또한 빔 확대용 collimation 렌즈를 거쳐 출력된다. 그리고 남은 적외선 레이저는 

빔 덤퍼에서 빔 진행을 멈춘다.

   

그림32. 무편광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 2 고조파 발생 모듈의 광학계.

    

그림33. 선편광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 2 고조파 발생 모듈의 광학계.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호환성 있는 광학계를 구성할 

수 있는 제 2 고조파 발생 모듈을 디자인 하였고 제작 업체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5) 장치의 구성 및 제작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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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치의 구성

두 가지 경우에 대하여 호환성 있는 광학계를 구성하기위한 방법

으로서 제 2 고조파 발생 단계(stage)별로 모듈화를 하고자 한다. 광섬유 레이저 

출력의 편광상태에 따라서 첫 번째 제 2 고조파 발생 단계(stage)와 두 번째 제 

2 고조파 발생 단계들이 존재하므로 광학적 광경로가 서로 다른 구성의 stage가 

모두 4 종류가 있다.  그러나 본 제작에서는 다음의 그림34., 그림34.와 같은 4 

종류의 광학적 SHG-stage가 모두 적용이 가능한 단위화된 SHG 모듈을 디자인

하고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34. 무편광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 2 고조파 발생 모듈의 SHG-stage.

그림35. 선편광 광섬유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 2 고조파 발생 모듈의 SHG-stage.

(가) 장치요구사항

1) 레이저 빔의 진행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일 경우와 오른쪽에서 

왼쪽일 경우 모두 적용 가능한 수평 대칭구조의 광학계 일 것 

2) 광학계 상판의 상하중심선을 기준으로 수직 대칭구조의 광학계

가 구성 가능할 것.

3) 수평축으로 레이저 빔 라인이 4개가 진행 가능하도록 할 것. 

4) 비선형 결정 LBO의 오븐이 4개가 장착될 수 있을 것. 

5) 비선형 결정의 장착시 좌우 이동거리 단위는 1 cm마다 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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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

6) LBO 결정에 광섬유 레이저의 집속 및 발산빔을 collimation 하

는 렌즈 세트는 미세이동을 위한 linear stage위에 장착 가능하도록 할 것.

7) 반사거울이 장착되는 위치는 4개의 빔 라인에 2개씩 모두 8개의 

위치에서 설치 가능하도록 할 것.

8) λ/2 파장판의 설치 가능위치는 모두 10개의 위치에서 설치 가능

하도록 할 것.

9) 광학계를 구성하는 상판은 마운트의 장착을 위한 Tap 및 기타 

가공 작업시 상판이 관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함.

10) 광학계 상판을 지지하는 다리(leg)를 제작요건에 따라서 제작

하여 부착하여야 함.

11) 광학계 상판과 마운트를 보호하며 외부와 밀폐/차단기능이 있

는 하우징을 제작해야 하고 유압 테스트를 통하여 밀폐효과를 검증하여야 함. 

(하우징 내부의 습도센서의 장착에 따른 신호전달용 배선과 LBO 결정 오븐의 

전원인가용 배선이 가능하면서 밀폐가 이루어져야 함.)  

12) 비선형 매질인 LBO 결정은 먼지 및 수분에 취약하므로 이를 

보호하는 하우징을 특별 제작하고 습도센서를 부착하여 습도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

13) SHG 단위 모듈 2 개를 제작하여 그림 34. 또는 그림 35.와 같

이 결합함으로써 광섬유 레이저의 제 2 고조파 발생이 가능하도록 할 것.   

(6) 제 2 고조파 발생 모듈의 주요구성부

다음의 항목은 광섬유 레이저 제 2고조파 발생장치 모듈화 시스템 

(모듈 2개)의 제작에 관련한 주요구성부품과 수량이다. 상세 치수 및 규격은 

CAD 도면을 따른다. 

(가) 주요구성부품의 개략도 및 규격

1) Oven mount set (2 set)

- 재질 : AL6061

- 규격 : 72 * 42 * 81.1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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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ubing set between oven and lenses(2 set) 

- 재질 : 아크릴

- 규격 : Φ63 * 182

3) Focusing & collimation lenses mounts(O-type) (4 ea) 

- 재질 : AL6061

- 규격 : 40 * 45 * 14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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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llimation mounts(C-type) (6 ea)

- 재질 : AL6061

- 규격 : 40 * 45 * 14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5) Base blocks for linear stage (7 ea) 

- 재질 : AL6061

- 규격 : 90 * 40 * 6.5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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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dapters between linear stage and O-type lens mount(4 ea) 

- 재질 : AL6061

- 규격 : 40 * 40 * 5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7) Adapters between linear stage and C-type lens mount(3 ea) 

- 재질 : AL6061

- 규격 : 40 * 40 * 5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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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dapters between base block and O-type lens mount(3 ea)

- 재질 : AL6061

- 규격 : 40 * 40 * 5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9) Breadboard(2 ea)

- 재질 : AL6061

- 규격 : 740 * 450 * 10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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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egs(12 ea)

- 재질 : AL6061

- 규격 : Φ25.4 * 48.4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11) STS side frame ( 2ea )

- 재질 : STS304

- 규격 : 709 * 459 * 159

- 표면처리 : 버핑처리 후 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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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op covers (2 ea)

- 재질 : 아크릴

- 규격 : 709 * 459 * 15

13) Top cover clamp  (20 ea)

- 재질 : SM45C , 페놀수지

- 규격 : 709 * 459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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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Valves(4 ea)

- 재질 : STS 304

- 규격 : 1/4 inch

15) End caps(16 ea)

- 재질 : AL6061

- 규격 : Φ41 * 36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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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ink tube (2 ea)

- 재질 : AL6061

- 규격 : Φ45 * 21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17) Beam dumper (2 ea)

- 재질 : AL6061

- 규격 : Φ45 * 30 * 70

- 표면처리 : 아노다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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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작 검수 및 승인 사항

(가) 공급자는 계약 후 2주일 이내에 검사/시험 계획서를 포함하는 

공급자의 준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작과정 중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협의 

하에  결정된 검사/시험 방법에 따라 제작품이 검사되어야 한다. 

(나)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시하는 제작시방서 및 도면에 따라 작업계

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장치를 제작, 설치하도록 한다. 작업

계획서에는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장비 및 기타 준비사항에 대한 내역 등도 

상세히 기술되어야 한다.  

(다) 제작에 사용되는 중요부품, 재료, 자재 및 가공 방법 등에 관하

여 물품인 경우 품질 승인서를 제출하고 가공 방법인 경우 구매자의 승인을 받

고 제작에 임해야 한다. 

(라) 장비의 제작 후, 성능 검사를 위한 시험(FAT)은 제작 설계시 

구매자와 공급자가 협의한 성능검사항목과 검사방법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마) 모든 검사 및 시험은 적용규격 및 표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시험 실시 7일전까지 검사/시험 일정을 구매자에게 통보한다.

(바) 공급자는 감독자, 준공검사요원 및 기술 검사자의 입회하에 제

작회사(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장소)에서 FAT를 반드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

며 그 결과를 제시하여 합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제작품에 대한 FAT를 통과하면, 2주 내에 장비를 최종 구매자

가 요청하는 설치 장소에 설치를 하여야 하며 FAT와 동일한 성능 검사를 실시

하여 재연성에 합격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품질보증

공급자는 공급하는 “장비 제작품”과 “장비 시험/설치 테스트에 사용

되는 재료 및 소모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제작시방서

를 만족시키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감독 시 지적사

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기한 내에 완결하고 완결통보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재 감사를 할 수 있다.

(9)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 품의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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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10) 납품 및 설치사항

본 제품의 설치 장소는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로 한다.

(11) 납품일자

본 제품의 납품일자는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 이다.

(12)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제품의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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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다목적 진공 소결로 제작

(1) 품  명 : 다목적 진공 소결로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및 각 부문별 제작특성

(가) 개요

본 장비는 일반 고온 진공 소결로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

는다. 본 장비는 고진공은 물론 진공상태에서 불활성 기체의 분압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불활성 기체의 분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고진공, 즉 

10-6 torr 이상의 고진공을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장비 및 진공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불활성 기체의 분압을 제어할 수 있는 기체 flow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본 장비는 외부에서의 공기 유입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2 

중의 챔버를 가진다. 1차 챔버는 일반 고온 소결로와 거의 유사하며, 2차 챔버는 

알곤 기체와 같은 불활성 기체 상태를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차 챔

버를 설치할 때 1차 챔버에 연결되는 많은 line 들이 2차 챔버의 벽을 통과하게 

되는 데 이때 관통되는 부분에서의 공기 유입이 되지 않도록 2차 챔버 벽의 밀

폐작업이 적절히 수행되어야 한다.

(나) 장비의 요구사양 및 특성 

본 장비의 요구사양 및 특성은 아래와 같다.

1) Furnace Features

: High Vacuum Sintering Furnace(불활성 가스를 이용한 

   분위기 조절 가능)

2) Furnace Type

: Refractory Metal Hot Zone Vertical Furnace

3) Working Temperature 

: Nor. 1,500  

4) Work uniform zone (± 5oC) 

: Ø 75 × 50 L/mm, 공급자가 4 개 이상의 위치에서 온도 분포

를 측정하여 납품시 제출 

5) Heating Up Rate 

: Nor. Under 1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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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tmosphere

: High Vacuum, Argon

7) Heating Element

: Cylindrical type Molybdenum Heater

8) Insulation

: Molybdenum Reflector Sheet Shield

9) Temp. Measurement  

: C- type Thermocouple 

10) Temperature Control

:PID Control by Thyristor

11) Atmosphere

: High Vacuum, Partial(Ar gas) 

12) Evacuation

: Diffusion Pump + Rotary Pump

13) Ultimate Vacuum

: 〜10-6 Torr [No Load, Baking & Purge] 

14) Sample Loading

: Manual Top Loading  

15) System Control

: PLC Sequencer Control  

16) Electric Power

: 220 Volt, ３상, 60 Hz, 45 KVA

(다) 장비의 구성 및 요구사양

다목적 진공 소결로는 Vacuum Chamber & Furnace Frame, Hot 

Zone Assembly, Power Supply and Temperature Measurement, Evacuation 

and Inert Gas Supply System, Control System, Utility Supply, Safety Interlock

으로 구성되며, 세부 내용 및 요구사양은 아래와 같다.

1) Furnace Features & Furnace Frame

본 구성품은 상부 장입 형태의 수직 원통형 수냉 이중벽 구조로

써, 고진공 사용에 맞게 챔버 내벽은 폴리싱 강판을 원재료로 하고 있다. 외부 

리크에 의한 노내 재료의 산화 방지를 위해 알곤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는 2차 

챔버를 적용하였으며, 노의 전체 높이는 장입이 용이하도록 1000mm 이상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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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지 않아야 한다.

- Material : Chamber - STS 304, Frame & Case - SS40

- Double Wall Water Cooled Structure

- Top Loading Door                    

- Clamps for Positive Pressure

- Frame & Outer Chamber

: SS40 Steel Pipe Welding Structure 

: SS41 Outer Chamber & Acryl Door 

- Body Plate & Cover Casing : Painted Steel 

- Functional Accessories                                  

- Electrode Ports

- View Port

- Gas Inlet/Outlet Port

- Vacuum Exhaust Port

- Vacuum Gauge Sensor Ports

- Water Circulation Port

- Thermocouple Feedthrough

- 온도 보정을 위한 열전대 port (노 상부 cover 중앙 

-> 실제 도가니 내부 온도 측정 용)

2) Hot Zone Assembly

A) Insulation                                    

- Type : Metal Sheet Reflector Shield Assay

- Structure & Materials

- 1stLayer : Molybdenum Sheet doped with Lanthanum   

- 2ndLayers : Pure Molybdenum Sheets    

- 3rdLayers : STS310S Sheets 

- Casing : STS304 

B) Heating Element                             

- Type : Cylindrical Assembly          

- Materials : Molybdenum doped with Lanthanum(ML)

- Heater Fixture : Metal Hanger & High Alumina Insulators  

- Power Connection : Copper Electr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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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earth Assembly                               

Hot Zone 설계의 주안점을 요구 성능의 구현은 물론 내구성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정상 사용 시 Molybdenum Hot Zone의 수명에 가장 큰 영

향을 주는 <변형에 의한 쇼트>와 <절연재의 증착에 의한 쇼트>를 극소화 하도

록 재료 선정과 구조 설계에 유의 하여야 한다. 시료 vs. 히터 vs. 반사판 간의 

간격에 충분히 여유를 두어 접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한다. Heater의 경우, 표면

부하를 낮게 유지하면서 균일한 온도 분포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한

다. 히터와 외부 Copper전극과의 연결은 냉각능력과 전류저항분산을 확실히 담

보할 수 있는 구조로 접속한다. Hearth의 Support Rod를 통해 하부로 방산되는 

전도열이 최소화되도록 Rod와 축수부 사이를 절연시켜야 한다. 또한, 받침대는 

텅스텐 소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Power Supply and Temperature Measurement

A) Power Supply                                    

- Transformer  220V, 3P, 45KVA

- SCR Unit 4〜20mA, 220V, 3P                      

- Electric Contactor/Breaker 220V, 3P               

- Water Cooled Power Supply Cable

B) Temperature Measurement                             

- Thermocouple “C” Type (Control용)            

: Materials: W/Re 5% vs. 26%  

: Sheath : Molybdenum 

- Thermocouple “K” Type (과열 감시용)  

4) Evacuation and Inert Gas Supply System

A) Evacuation System                                    

- Diffusion Pump

- Oil Rotary Vacuum Pump (800 /min)

- High Vacuum Suction Valvs

- Foreline & Roughing Valves

- Slow Pumping Line for Initial Evacuation

- Low Vacuum Gauge 2 개 : 챔버 & Rotary Pump

- High Vacuum Gauge  : 챔버에 부착     

- Analog Pressure Gauge Controller : Compoun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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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mber & Pump Vent Valves        

- Bracket type Pumping Station

- Vacuum Line Fitting : Flexible Tube & etc.

B) Process Gas Supply System

- Gas Flow Meter (Argon, 20L/min) 

: 저진공 용 소량 측정가능 

- Mass Flow Controller (Argon, 5L/min)

: 저진공 용 소량 제어 가능     

- Gas Pressure Gauge & Switch          

- Valves : Solenoid/Ball/Pressure                   

- Digital Pressure Sensor with Switch     

- SUS 316L Tube & SWG Fitting

5) Control System

- Program PID Controller (Yokogawa UP-550) 

- PLC (LG Master K)

- Graphic Board for Operation Switch and Lamp 

- Over Temp Controller                     

- Digital V. A. Meter                                     

- Temperature, Evacuation & Gas Control Circuit      

- Emergency Stop

- Interlocks with Alarm

- Control Board/Cabinet/Wiring/etc.

- 6 channel digital recorder : 진공 2 channel (고진공, 저진

공), 온도 2 channel (controling, measuring), spare 2 Channel  

6) Utility Supply

A) 전기 : 실험실의 기존 단말부에서 제작 장치까지

B) Pneumatic Air Supply Line

- Air Pressure Switch                  

- Solenoid Block                      

- Air Hose/Air Fitting/Air Clamp, etc.

C) Cooling Water Supply Line

- Water Flow Switch &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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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ing Water Manifold

- Water Pressure Gauge(0〜5kgf/cm2)

- Hose/ Hose Fitting/Ball Valve, etc

- 기존 보유하고 있는 냉각수 통으로의 piping 설치 및 연결 

작업  포함

7) Safety Interlock

- Temperature : Overheating, Cooling Water

- Pressure : Chamber, Gas, Cooling Water, Pneumatic Air   

- Failure : Heater, Thermocouple,  SCR

- Overload : Vacuum Pumps

- 수동 조작 Interlock : User와의 협의를 통해 펌프류, 밸브류, 

히터 등 수동 작동시 조작실수에 의한 사고 방지를 위한 인터록  종류 및 Alarm 

only 또는 On/Off 조건을 설정 할 수 있어야 한다. 

- Alarm 경보 : 이상 발생시 Alarm 경보가 발령되며<Alarm 

Stop>으로 경보 발령이 중지되고 이상 현상 해결 후 <Alarm Cancel> 상태로 

되어야 한다.

8) Utility Requirement

- 전원 전력 : 220V,  3상,  45kVA 

- 냉 각 수  : 2kg/㎤

- 압축 공기 : 5kg/㎤

(5) 검사 및 시운전

(가) 공급자는 계약 후 1 개월 이내에 제작 도면 및 제어 흐름도 등 

자세한 제작 사양을 구매요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작 중 발생

하는 사소한 설계 변경은 구매요구자와 협의하여 공급자가 수행한다.. 

(나) 시험 및 검사과정은 당소 제작감독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납품 전 개조/제조 현장에서 제작감독원의 참관 하에, 필요한 시운전 작업이 수

행되어야 한다.

(다) 본 장치의 전반적인 inspection 및 시운전은 소결로가 설치된 현

장에서도 재차 이루어져야 한다. 

(라) 만약 검수과정에서 설계, 내용물이나 시방서에 따른 요구조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 제작감독원은 제작된 물품의 운송반입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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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제작 업체의 요건

최근 3년 이내에 1 억원 이상의 1500oC 고진공 메탈 가열로를 제작

하여 연구소 및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

(7)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 품의 제작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는 공급자가 일괄 책임진다.

(8) 납품 및 설치사항

본 장치의 납품, 설치 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9) 납품일자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 후 120 일 이내로 한다.

(10)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본 장치의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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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PRIDE용 LiCl-KCl 탈수화 및 공융염 잉곳 제조장치 제작

(1) 품  명 : PRIDE용 LiCl-KCl 탈수화 및 공융염 잉곳 제조장치

(2) 수  량 : 1 식

(3) 기본규격 및 사양 : 제작관련도면 참조 

(4) 장치의 개요 및 각 부문별 제작특성pticla 

(가) 개요

본 제작은 LiCl-KCl 탈수화 및 공융염 잉곳 제조장치이다. 

LiCl:KCl의 몰비가 0.592:0.408의 조성비를 가진 공융염은 녹는점이 약 353 로써 

파이로케미컬 공정에서 고온 용융상태의 필수 유동매질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이 공융염은 높은 이온 전도성과 해리된 이온들의 높은 이동도를 제공하며, 전극

반응을 위한 전극계면 환경을 제공하므로 금속염화물의 전해정제 분야에서 우수

한 전해질 특성을 나타낸다. 

상용 고순도 공융염은 그 생산과 포장과정이 복잡하여 소량 구매

는 가능하나, 가격이 고가이므로 PRIDE 일관공정의 LCC/RAR 공정에 장입될 

초기 시험용과 보충용 전해질의 양(약 160 kg)을 충당하기에는 비경제적이다. 

따라서 본 제작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LiCl 및 KCl의 개별 

시료를 구매하여 공융염 비로 정량한 후, 혼합하여 고온에서 수분을 제거하고 용

융하여 공융염 잉곳을 제조함이 목적이다. 

(나) 공융염의 제고 공정

제조 공정단계는 1. 가열체 도가니에 LiCl 및 KCl를 공융염 비율로 

정량하여 주입, 2. 가열/탈수 및 용융, 3. 공융염을 가열체로부터 상부로 인출하여 

용기를 기울여 잉곳몰드에 부어 급속냉각 4. 냉각된 공융염 잉곳몰드를 진동시켜 

공융염만 하부로 인출 5. 보관 및 운반용기에 장입. 상기 단계중 1-4 단계는 비

교적 수분함량이 10ppm 이하 유지가 어려운 첫 번째 글러브박스에서 공정이 진

행되며 5단계는 수분함량이 10ppm 이하가 유지 가능한 두 번째 글러브박스에서 

진행된다. 

장치의 운전은 대기중에 산소와 수분을 차단할 수 있고 수분/산소 

등의 정제기가 장착된 Ar 분위기의 글러브박스에서 운용되어야 한다.  탈수화 

및 잉곳을 제작하는 영역과 보관 및 운반용기에 포장하는 영역의 2 개의 글러브

박스는 Transfer chamber로 서로 연결되어야한다. 

(다) 장치의 구성

장치의 구성은 Transfer chamber로 연결된 2 세트의 글러브박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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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로 맨틀, 여기에 삽입될 공융염을 담을 수 있는 스텐레스 도가니, 도가니를 

상부로 들어 올린 후 공융염을 하부 냉각된 잉곳몰드 용기 속으로 따라 낼 수 

있도록 공압 또는 기계식 기울임 장치, 그리고 잉곳몰드 용기에서 급냉되어 응고

된 공융염 잉곳을 뒤집어서 빼내는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글러

브박스에서는 공융염 잉곳보관 및 운반용기에 장입하는 환경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글러브박스의 내부 압력은 1기압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10T이상의 두

께를 가져야 한다.

1) Glove Box

A) Glove Box

- 특정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완전 밀폐된 Box 형태

- Box 내부 분위기 : 불활성 가스 분위기 (Ar or N2 Gas).

- Box Dimension : 잉곳제조용(1,500(W) x 780(D) x 870(H), 

잉곳보관용(1,200(W) x 780(D) x 870(H) (mm)

- 장치 (Main Box)의 양쪽 모서리는 동종의 Small Box가 연

결되는 타입으로서,  이곳에는 시료 이송이 가능하도록 380mm dia.의 Door 가 

설치되며 이는  Leak Free 타입이어야 한다.

- 장치의 연결부분은 탈부착이 가능한 가스켓을 사용하여 밀폐

시킨다.

- 장치재료 : 316 Stainless Steel (10mm).

- 작업 Port : 3개의 9" dia. Port가 필요하다. 이때 1기압 이상 

압력에 변형이 없어야 한다.

- Service Port : NW 40, 3/8", 1/4" port.

- 장치 안에서의 전원공급을 위해 110, 220 Volt 콘센트가 설

치된다.

- 윈도우 : 충격에 강한 강화유리(Thick : 10mm)가 설치되며 

대전처리 및 Hard Coating 처리를 해야한다.

- 윈도우는 작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경사를 주도록 한다.   

- Glove 는 두께가 0.4mm정도의 제품이 사용되며 특정 화학

약품 및 외부공기와의 차단성이 우수한 Butyl Rubber Glove 를 사용한다.

- 1기압 이상의 압력에 견디도록 장갑 port에 설계반영 되어야 

한다. 

- 여분의 장갑(4pair)을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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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Box 내에서 발생되는 분진의 제거를 위해 3 micron 

Filter 를 설치한다.  

- Box의 밑면에는 특수한 고온 용윰염 분광측정 용해장치 전

기로 설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야 하며, 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Water Jacket이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수리를 위해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부착부

위는 Flange로 가공 되어져야 한다. 이때 글러브 박스 내 산소 및 수분의 농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고안되어야 한다.  

B) Transfer Chamber

- Size : 380mm dia. x 500mm length 이며 각 끝단에는 

Flange가공을 한다.

- Vacuum capacity : One micron (1 x 10-3 torr)이하.

- Leak Certificate : Helium Mass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Leak rate 가 3 x 10-10 std. cc/sec 이하 이어야 한다.

- 시료의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진공배기라인 및 Refill Valve 

그리고 디지털 압력계 타입 진공 게이지를 설치한다.

- 개폐구 : Clamp 가공을 한 손잡이에다가 수직으로 개폐 시

킬 수 있도록 고안하였으며 주물가공을 한 Door Bar를 설치하여 여러 번 Door

를 개폐하여도 문제없도록 Door Bar 한쪽에 Weight를 설치한다.

- Tray : Chamber 안쪽에 Size : 150mm x 460mm T r a y 를 

설치하여 시료의 입출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Tray 밑쪽에 Ball bearing type 

guard를 설치한다.

- Vacuum Pump : 유증기로 인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드라이 타입 사용하여야 한다.

- 수분 및 염을 제거하기 위한 오븐이 필요하며 최대 500도로 

가열하여야한다.

- 수리의 필요에 의해 박스에서 탈거할 경우 박스의 분위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고안하여야 한다.

C) Mini Transfer Chamber

- Size : 140mm dia. x 600mm length 이며 각 끝단에는 

Flange가공을 한다.

- Vacuum capacity : One micron (1 x 10-3 torr)이하.

- Leak Certificate : Helium Mass Spectrometer 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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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k rate 가 3 x 10-10 std. cc/sec 이하 이어야 한다.

- 시료의 입출입이 가능하도록 진공배기라인 및 Refill Valve 

그리고 디지털 압력계 타입 진공 게이지를 설치한다.

- 개폐구 : Clamp 가공을 한 손잡이에다가 원터치 개폐시킬 

수 있도록 고안  하여야한다. 

- 수리의 필요에 의해 박스에서 탈거할 경우 박스의 분위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장치를 고안하여야 한다.

2) 고온 가열로

Glove Box 바닥에 Sealing 처리된 Flange에 Leak가 생기지 않도

록 설계 및 설치하며, 프로그램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사용 사용온도는 1500 까

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또한, 고온사용으로 고열에 문제점을 설계 시 반영하여 

Cooling System을 설치한다. Cooling System 장치에는 냉각능력을 갖춘 Water 

Chiller를 부착하여 냉각효율을 높여 System의 능력을  증가시키며 안전에 대비

한다.  

3) 용융 도가니

초기 가열시 다량 함유된 수분이 글로브박스 내부를 오염시키지 

않고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해 공용염 도가니는 밀폐형 두껑이 장착되고, 공융염 

상에 용존 될 수 있는 불순물 및 휘발성 기체를 퍼지하기 위해 고순도 Ar을 불

어 넣고 배기할 수 있는 탈/부착형 스파아져 라인을 병설한다. 불순믈이 휘발된 

공융염의 상태에 도달되면 도가니 상부 두껑이 탈착된후 상하/수평 움직임과 기

울일 수 있는 공압 또는 기계식의 구동모듈이 글로브박스 구조물에 장착되어 작

업자의 부하를 최소화 한다. 매 배취별 반복되는 용융 도가니 동선의 위치 행정

이 일정하도록 한다. 용융 도가니가 결함이 생겼을 경우 교체가 가능하게 탈/부

착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5kg 이상의 공융염을 수용할 수 있는 실린더형 용기써 탈/부

착형 기밀성 두껑이 포함되며, 기밀성 두껑은 적절한 방열 또는 냉각장치가 구비

되어야 한다.            

- 재질: 스텐레스스틸(STS-625)      

- 규격: 150Φ(mm)x300H(mm)

4) 용융염 잉곳몰드

상부 용융도가니로부터 용융된 공융염을 수용하여 급속 냉각되므

로 일정한 모양의 잉곳이 형성되며, 용기를 뒤집을 수 있는 가이드장치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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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외부에서 진동을 주므로 잉곳을 이탈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잉곳몰드 바닥은 

하부 냉각판이 구비된 장소에 위치시켜 냉각된 상태로 준비되어야 한다. 냉각판

은 글로브박스 하부에서 냉각수 라인을 설치하여 냉각시켜야 한다.    

- 재질 : 스텐레스스틸(STS-316)

- Size : 하부150Φ(mm),상부160Φ(mm)x250H(mm)

- 모양 : 응고된 잉곳이 원활하게 이탈될 수 있는 테이퍼 형태

의 실린더형 구조

5) 공융염 잉곳몰드 트레이

잉곳몰드로부터 이탈된 공융염 잉곳을 수용하는 장소로써 트레이 

담겨진 공용염 잉곳은 Transfer chamber를 통해 보관용 글로브박스로 이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 재질 : 스텐레스스틸(STS-316)

- Size : 250L(mm)x250W(mm)x50H(mm)

(5) 제작공정에 따른 기술협의 및 특기사항

(가) 본 “장치”는 제작도면과 시방서에 의하여 제작하되 상세설계, 

주요제작사양 및 기기 선정, 기타 명시되어있지 않은 세부사항은 당소 제작감독

원과 사전에 충분한 기술협의를 거친 후 제반공정을 진행시키도록 한다. 

(나) 상세설계 또는 제작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장치의 사용

목적 및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소 조정할 수 있다.

(다) 본 “장치”의 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소정 기일 이내에 당소에서 

제시한 관련도면 및 제작시방내용을 참고하여 상세설계, 제작도면, 제작기술사양

서, 주요기기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사전 기술검토과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해

야 한다. 

(라) 본 “장치”는 제반 성능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장치의 납품 

반입 전 제작업체 현장에서 소정의 성능시험을 당소 제작감독원 입회하에 실시

하여 제반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마) 상기와 같이 입회검사를 실시한 다음,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 반입 후 당소 해당 실험실에서 전반적인 성능실험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득해야 한다.

(바) 본 “장치”의 계약자는 이상과 같은 제반 기술협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성능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치의 제반성능 요구조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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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시키기 위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하며, 또한 해당 관련자료 

요구 시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6) 관련자료 제출사항

(가) 관련자료 제출내용

1) 장치의 각 부분별 상세설계도면 (2부) / 15일 이내 / 승인용

2) 주요기기 및 부품사양서(SPEC.) (2부) / 15일 이내 / 승인용

3) 기타 장치관련자료 일체포함 (3부) / 납기 내

(7) 납품 및 설치사항

본 장치의 납품, 설치 장소는 당소의 지정장소로 한다.

(8) 납품일자

본 장치의 납품일자는 계약 후 60 일 이내로 한다.

(9) 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본 장치의 하자보수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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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터 수치제어를 이용한 가공

CNC 선반과 더불어 Y축과 sub-spindle이 추가된 CNC Turning Center

와 MCT를 도입함으로써, 컴퓨터 수치제어를 이용한 선반 작업 뿐 아니라 간단

한 밀링 작업까지 할 수 있게 되었으며, CAM 프로그램인 Feature CAM을 도입

함으로써, 3D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간섭체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복잡한 밀

링 NC코드를 CAM을 이용하여 손쉽게 작성 할 수 있게 되었다.

가. CNC Turning Center with Y axis and sub-spindle

    (1) 제작사 : 두산

    (2) 모델명 : PUMA 2600 SY

    (3) 최대 가공경 : 376mm

    (4) 최대 가공길이 : 760mm

    (5) 메인스핀들 최대속도 : 3500 rpm

    (6) 서브스핀들 최대속도 : 4500 rpm

    (7) X축 이송거리 : 260 mm

    (8) Z축 이송거리 : 830 mm

    (9) Y축 이송거리 : 105 mm

    (10) B축 이송거리 : 830 mm

    (11) C축  회전각 : 360° (in 0.001)

    (12) X축 급속이송 속도 : 30m/min

    (13) Z축 급속이송 속도 : 30m/min

    (14) Y축 급속이송 속도 : 10m/min

    (15) B축 급속이송 속도 : 30m/min

    (16) 공구 부착수 : 12 ea

    (17) 외경바이트 크기 : 25 x 25 mm

    (18) 보링바 직경 : 40 / 25 (main / sub)

나. CAM 프로그램의 제원

    (1) 공급사 : 한국델캠

    (2) 모델명 : Feature CAM

    (3) 라이선스 : Featurn and Feature MILL2.5D

    (4) 보증기간 : warrenty(3M) + initial maintenance(9M)

다. 가공품 도면 및 NC 코드

(1) 조작기 쇼율더 구동부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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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NC 코드는 조작기 쇼울더 구동부 모듈의 upper arm link을 

CNC Turning Center에서 가공하기 위하여 Feature CAM을 이용하여 NC 코드

를 작성하였다.

O0001 ( UPPER ARM LINK  )

( DOOSAN PUMA SY )

 

(TOOL-LIST)

N1 (MAIN SPINDLE,  TURNING)

(FINISH  FACE  페이스1)

G0 G18 G21 G40 G54 G80 G99

G28 U0 V0

G28 W0

T0101 (SW_TURN_80M_RH)

G50 S6000

G96 S487 M3 P11

G0 Z0.

X86.0 M8

G1 X-2.0 F0.152

X3.657 Z2.828 

N2 (MAIN SPINDLE,  TURNING)

(ROUGH  TURN  선반1)

G50 S6000

G96 S365 M3 P11

G0 X84.0 

X86.0 Z3.0 

X70.1 

G1 Z-143.5 F0.381

X80.0 

X80.707 Z-143.146 

G0 Z3.0 

G1 X60.2 

Z-143.5 

X70.1 

X70.807 Z-143.146 

G0 Z3.0 

G1 X50.2 

Z-92.4 

X58.0 

G3 X60.2 Z-93.5 R1.1 

G1 X60.907 Z-93.146 

G0 Z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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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X40.2 

Z-92.4 

X50.2 

X50.907 Z-92.046 

G0 Z3.0 

G1 X30.2 

Z-92.4 

X40.2 

X40.907 Z-92.046 

G0 Z3.0 

N3 (MAIN SPINDLE,  TURNING)

(FINISH  TURN  선반1)

G50 S6000

G96 S487 M3 P11

X30.0 

G1 Z-92.5 F0.152

X58.0 

G3 X60.0 Z-93.5 R1.0 

G1 Z-143.5 

X65.657 Z-140.672 

G0 X86.0 

M9

M5 P11

G28 U0 V0

G28 W0

M1

N4 ( MAIN SPINDLE,  Z-AXIS 

ROTARY TOOL )

( SPOTDRILL  홀1 )

G0 G17 G40 G54 G80 G98

T0202 

(센터_M1000-0400-ROTARY Z )

M35

G28 H0.

G97 S2000 M3 P12

G0 C0.

Z25.5 M8

X0.

Z3.0 

G83 Z-5.039 R0. F100. M89

G80

Z25.5 

M34

M9

M5 P12

G28 U0 V0

G28 W0

M1

N5 ( MAIN SPINDLE,  Z-AXIS 

ROTARY TOOL )

(  DRILL  홀1 )

G0 G17 G40 G54 G80 G98

T0303 ( TD_M0500:J-ROTARY Z )

M35

G28 H0.

G97 S3000 M3 P12

G0 C0.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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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50.

G3 Y-2.648 Z-112.116 R3.3 F75.

Y-6.0 Z-117.5 R6.0 

Y0. Z-123.5 R6.0 

Y6.0 Z-117.5 R6.0 

Y0. Z-111.5 R6.0 

Y-2.648 Z-112.116 R6.0 

Y-3.898 Z-112.939 R6.0 

Y-4.725 Z-114.011 R3.3 

G1 Y-5.052 Z-115.326 F150.

G0 X130.0 

C90.0

Y-6.0 Z-114.05

X54.0 

G1 X30.26 F75.

X30.0 Y6.0 

Y0. F150.

G3 Y-3.45 Z-117.5 R3.45 F75.

Y0. Z-120.95 R3.45 

Y3.45 Z-117.5 R3.45 

Y0. Z-114.05 R3.45 

Y-6.471 Z-115.833 R12.632 F102.

Y-8.786 Z-119.91 R4.746 F75.

Y-8.116 Z-122.341 R4.746 

Y0. Z-126.95 R9.45 F92.

Y9.45 Z-117.5 R9.45 

Y0. Z-108.05 R9.45 

Y-9.45 Z-117.5 R9.45 

Y-8.116 Z-122.341 R9.45 

G1 Y-7.84 Z-123.419 F150.

G3 Y-7.222 Z-124.345 R3.3 F75.

Y0. Z-127.45 R9.95 F94.

Y9.95 Z-117.5 R9.95 

Y0. Z-107.55 R9.95 

Y-9.95 Z-117.5 R9.95 

Y-7.222 Z-124.345 R9.95 

Y-5.819 Z-125.571 R9.95 

Y-4.82 Z-126.06 R3.3 F75.

G1 Y-3.714 Z-126.189 F150.

G0 X130.0 

M34

M9

M5 P12

G28 U0 V0

G28 W0

M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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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DP 진공챔버 Pb collimator

NDP(Neutron Depth Profiling) 진공챔버의 납 콜리메이터 가공 시 

CNC turning center에서 milling 기능을 활용하여, 두 공정의 작업을 한 공정에

서 완료 함으로써, 생산성 및 정밀도를 향상시켰다.

O0001 ( PORT PIPE  )

(  DOOSAN PUMA SY  )

(  1-5-2015  )

 

(TOOL-LIST)

N1 ( MAIN SPINDLE,  X-AXIS 

ROTARY TOOL )

(  ROUGH1  SLOT  홈2  )

G0 G19 G21 G40 G54 G80 G98

G28 U0 V0

G28 W0

T0101 ( 엔드밀M0400:REG-ROTARY X 

)

M35

G28 H0.

G97 S1819 M3 P12

G0 C0.

M89

Z-95.55 M8

X142.0 Y6.0

X98.0 

G1 X92.06 F22.

X91.707 Y10.0 

X91.353 Y6.0 

X91.0 Y10.0 

Y-10.0 F44.

G3 Y-10.45 Z-96.0 R0.45 

Y-10.0 Z-96.45 R0.45 

G1 Y10.0 

G3 Y10.45 Z-96.0 R0.45 

Y10.0 Z-95.55 R0.45 

G1 Y6.0 

X90.707 Y10.0 F22.

X90.353 Y6.0 

X90.0 Y10.0 

Y-10.0 F4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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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ER TBM 시편

ITER TBM(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Test blanket)의 접합시험을 위한 시편으로 CAM을 활용하여 MCT에서 가공하

였다.

O0001(핵융합)

( 1-5-2015 16:45:26 )

N10(TOOL NAME : 엔드밀M2000:reg , 

TOOL DIA : 20.0)

G00  G17 G40 G49 G80 

T14 M6

T11

G00 G54 G90 X-22.142 Y-2.654 S350 

M03

G43 H14 Z25.0 M08

Z3.0

G01 Z-13.0 F63.

X-11.905 Y1.372 F126.

G02 X-3.372 Y9.905 I41.905 J-33.372

G01 X0.654 Y20.142 

X15.186 Y19.167 

X9.106 Y10.0 

G03 X-12.0 Y-11.106 I20.894 J-42.0

G01 X-21.167 Y-17.186 

G03 X-4.792 Y-11.762 I5.122 J11.969

G02 X30.0 Y8.25 I34.792 J-20.238

G01 X225.0 

G02 X235.25 Y-2.0 I0. J-10.25

G01 Y-49.5 

G02 X225.0 Y-59.75 I-10.25 J0.

G01 X0. 

G02 X-10.25 Y-49.5 I0. J10.25

G01 Y-32.0 

G02 X-4.792 Y-11.762 I40.25 J0.

G01 X-22.142 Y-2.654 

Z-26.0 F63.

X-11.905 Y1.372 F126.

G02 X-3.372 Y9.905 I41.905 J-33.372

G01 X0.654 Y20.142 

X15.186 Y19.167 

X9.106 Y10.0 

G03 X-12.0 Y-11.106 I20.894 J-42.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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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D 프린팅 환경구축과 적층제조기술

적층제조기술(AM, Additive Manufacturing)은 기존의 절삭가공방식의 제조

프로세스와는 반대인 적층을 통한 제조기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3D 프

린팅이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3D 프린팅은 비 산업분야에서 통상적으

로 사용된다. 금속, 플라스틱, 종이, 음식재료 등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한 적층제

조기술이 현재 개발중에 있으며, 점점 상용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가. 적층제조기술의 종류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적층제조기술의 방식은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분류

할 수 있으며, 각 기술방식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및 사이즈등의 한계가 

존재한다.

- FDM (Fused Deposition Modeling)

- SLS (Selective Laser Sintering)

- DLP (Digital Light Processing)

- MJM (MultiJet Modeling)

- SLA/SL (Stereo Lithography Apparatus)

나. 3D 프린터 도입

장치개발팀에서는 FDM과 MJM방식의 3D 프린터를 도입하고, 후처리 

환경 조성을 통하여 원자력연구기기장치개발에 있어 적층제조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1) MakerBot Replicator 2X

미국의 MIT Lab.에서 개발한 3D 프린터로써, 현재 세계적으로 

FDM 프린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Stratasys사에 인수되어, 가장 많이 팔

린 퍼스널 3D 프린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장치개발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델은 두 개의 노즐을 통하여 2가지 

색상을 한꺼번에 적층시킬 수 있는 모델이며, 사양은 아래와 같다.

(가) 장비 사양

모델명 : MakerBot Replicator2X

출력크기 : 246 x 152 x 155 (mm)

적층두께 : 0.1mm

노즐직경 : 0.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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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즐 한계 온도 : 230 C

재료 : ABS

그림 36.  MakerBot Replicator2X

(2) Projet 3500HDMax

미국의 3D systems사에서 개발한 3D 프린터로서 정밀적층이 가능하

고 MJM(MultiJet Modeling)방식을 채용하였다. 3D systems사는 Stratasys사와 

전세계 비금속 적층제조시장을 양분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인수합병을 통하여 그 

몸집을 키우고 있는 실정이다.

(가) 장비 사양

모델명 : Projet 3500HDMax

출력크기 : 298 x 185 x 203 (mm)

최대 해상도 : 750 x 750 x 1600DPI

적층두께 : 16 ~ 32 µm

파트재료 : VisiJet (ABS like)

서포트재료 : VisiJet S300 (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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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Projet 3500HDMax

(나) 프린팅 및 후처리

프린팅 시 온도는 항시 18 ~ 25 C 사이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린터

의 온도가 내려갈 경우, 정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후처리 과정은 프린팅 완료된 제품을 BP(Build Plate)에 띄어내기 

위하여 약 5분간의 냉동과정을 거쳐야 한다. 왁스가 수축하면서, BP하부와의 접

착력을 상실하여 제품을 손쉽게 띄어낼 수 있다.

그 후, 히팅챔버를 통한 열처리 과정을 통하여, 서포팅 왁스를 녹

여내고, 다시 왁스 닦아내는 과정을 거처야 한다.

파트재료는 자외선에 의하여 경화되며, 자외선에 의해 경화되지 않

은 재료의 경우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항시 주의하여야 한다.

 다. 정밀 3D 프린팅 룸 구축

Projet 3500HDMax는 정밀 3D 프린터로써 프린팅 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그리고 프린팅 및 후처리 시 발생하는 냄새 및 소음에 대

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격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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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3D 프린팅 룸 구축
3D 프린팅 룸 외부

 

프린팅실 내부

 

후처리실 내부

 

라. 시제품 제작

정밀 3D 프린터를 이용한 원자력기기장치개발을 하여, 시제품을 제작하

였다. 장비의 활용도 및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연구실에서 의뢰받은 시제

품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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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3D 프린터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ITER TBM 목업 제작

PWR(KDC-1)처분용기

  

경수로 핵연료 지지격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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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기기제작 및 보수업무내용

가. 연구기기 제작

No. JOB NAME

1 DC-TOF 유도관 정렬용 지그 제작

2 Block cutting 가공

3 NIPS 검출기 이송장치 제작

4 Glove box 실험기기 cell 제작

5 I-131 생산 고정 장치 제작

6 Crystal round bar 고정치구 제작

7 Stopcock 장착 장갑상자 interface제작

8 STS304 elbow flange 제작

9 중수로 감속재 탱크 가시화 장치 제작 

10 고온 부식실험용 보조용기 제작

11 I-131 생산 고정 장치-II 제작

12 Fe Ni Cr 판상시편 제작

13 ST-3 beam 차폐제 제작

14 G-TS upgrade 제작

15 Tray 외 1종 제작

16 Press model 외 1종 제작

17 Lu-177 생산 장치 제작

18 99mTc 제조장치 부품제작

19 염 주조용기 제작

20 Special filter pin hole 구조물 제작

21 Teflon jig 제작

22 방사성시료 차폐용기 제작

23 R1용액용 A형 납 용기 제작

24 조사표적 외 8종 제작

25 Adapter 제작

26 Capsule holder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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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Capacity 받침대 제작 

28 Adapter-3 제작

29 C-mount holder 제작

30 99mTc 발생장치 용기 제작

31 I-131 캡슐용 Pb container 제작

32 Hot cell(clean bench 포함) 제작/설비

33 Vacuum chamber 외 1종 제작

34 Acryl disc 제작

35 실험실 STS304 die 제작

36 염 증류 도가니 제작

37 고정용 선원 지그 제작

38 PE clamp 외 1종 제작

39 인장시편 제작

40 Radon pride adapter제작

41 고온 부식실험용 보조용기 외 4종 제작

42 교정용 봉 제작

43 판형핵연료 분말혼합용 글러브 박스 제작

44 감시캡슐 운반용기 제작

45 Ge 검출기 cryostat supporter 제작

46 공구 진열대 제작

47 TBM 접합시험용 block 제작

48 CCD 카메라 홀더 제작

49 동위원소 조사표적 제작

50 광섬유 레이저 제 2고주파 발생장치 모듈화

51 모노리스 시편 보관함 제작

52 중성입자 검출기 증폭기함 제작

53 DC-TOF PE 시료 제작

54 시료준비 jig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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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G-TS frame 제작

56 STS304 screw 가공

57 Zr 합금 인장시편 제작

58 전자석 성능시험장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59 STS304 받침대 제작

60 Billet 용접 및 집합체 용접기 제작

61 DC-TOF PE sample 제작

62 FCD 시료공정대 제작

63 텅스텐 wire 전극제작

64 물품 저장대 외 1종 제작

65 Front box 유닛 제작

66 STS316 시편 제작

67 중성자 유도관용 유리 기판 제작

68 Charcoal filter 5세트 제작

69 전해용기 제작

70 운반용기 운송함 제작

71 Furnace 차폐장치 제작

72 조사시편 취급 장치 제작

73 납 차폐 창 제작

74 I-131 납 컨테이너 제작

75 금속폐기물 용융 제염시설 여과계통 제작

76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 검사요 유동관 및 고정대

77 Sample holder 외 3종 제작

78 Acryl window cover 제작

79 PET/SM용 chiller 제작

80 Zone melting furnace 장치 제작

81 Pride adopter 제작

82 수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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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DC-TOF sample clamp 제작

84 Ar cell용 feed screw 제작

85 Pride 전해환원 분전함 및 방음진공박스 제작

86 Langmuir-blondest 시료 고정 장치 제작

87 감육 배관 제작

88 전극 받침대 외 1종 제작

89 Spacer 제작

90 흑연 전자조사용 시편 제작

91 Al disk 제작

92 염 증류 도가니 제작 

93 헤비 handler 유압실린더 수리 제작

94 XRD 시료 홀더 제작

95 피복관 절단 가공

96 폐기물 box cover 제작

97 Semi-loop 지지대 제작

98 STS304 도가니 제작

99 Ri용액용 A형 납 용기 제작

100 Lug 제작

101 정밀용접 시스템 외 7종 제작

102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 부품 제작

103 Scintillator purification system제작

104 저에너지 분광분석기용 자동 시료교체기 제작

105 GTS DC 스핀 발전기 지지대 제작

106 납 차폐체 및 받침대 제작

107 전해환원재료 부식실험 glove box 제작

108 NDP chamber 납 차폐체 제작

109 전극 받침대 제작

110 제논 크립톤 포집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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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프레스용 mold 제작

112 이동용 Al 계단 제작

113 방사선 차폐 전동 도어 제작

114 시료용기 홀더 제작

115 계측기 보관대 제작

116 구명용 tool 제작

117 방사성물질 보관함 제작

118 장비 설치대 제작

119 NBI-1B이온원 플라즈마 발생부 제작

120 NDP 챔버 레이저모듈 장착 플랜지 제작

121 Zr 합금 mold 제작

122 Zr 합금 압축시험편 제작

123 접합용 텅스텐 시편 제작

124 전해환원재료 부식가열로 및 내외부 반응기 제작

125 Oxygen moisture free glove box

126 Duralumin plate 제작

127 Vial 고정 장치 제작

128 실험용 커리어 도장 및 받침대 제작

129 감압식 열 중량 변화 분석장치 제작

130 코어캐처 냉각성능 검증 실험장치 제작/설치

131 Acryl 시료 받침대 제작

132 용액 홀더 제작

133 현장조사용 연결대 제작

134 실험다이 제작

135 Pride 폐기물 포장용기 lid bolting 이송장치

136 오염 토양 동전기 제염장치 제작

137 DO 측정 리저브 캡 제작

138 검출기 마스크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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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실험장비 설치대 제작

140 실험실 cover 제작

141 Glove box 지지대 외 4종 제작

142 고온산화용 퍼시스 시스템 제작

143 CN-NDP 시스템 표적홀더 제작

144 제어실 창문 보강물 제작/설치

145 하나로 누설률 측정장비 플랜지 제작

146 연료봉 tube 봉단 가공 및 모의 pellet 제작

147 Hot cell door 제작

148 이리듐 고정쇠 hole 및 home 가공

149 장비 받침대 제작

150 Flange 면 가공

151 감시캡슐 절단용 샘플 제작

152 Pride 천정이동 서보조작기 feed-through 보호커버 부품

153 씰 밸브, 커넥터 및 성능시험장치 설계/시제작

154 시료지지대 제작

155 Pride 전해환원 시료처리장치 제작

156 Zirconia & alumina 단열플랜지 제작

157 실험실 gas 안전망 제작

158 Zr합금 TREX 압축 시험편 제작

159 I-cam 교정용 지그 제작

160 RCP 전원용 작업대 제작/설치

161 열분석용 chamber 제작

162 MCA 고정 틀 및 교정용 지그 제작

163 Gas chamber unit 제작

164 광케이블 어댑터 제작

165 반응기 보조기구 외 1종 제작

166 장비설치대 외 1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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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PRIDE 산화처리장치 개량제작

168 감시캡슐 운반용기 낙하시험 후 처리 제작

169 부식시험편 거치대 제작

170 UO2 pellet sample holder 제작

171 중성인자 검출기 시스템 제작

172 가동원전재료 구성도 모형 제작

173 냉각수 extension tank 제작/설치

174 소듐냉각고속로 원자로 모형 제작

175 조사리그 조립 및 정밀 용접장치 chamber 제작

176 I-125 seed 용접 초정밀 위치제어 시스템

177 Zr 회수 모델링 실험장치 제작

178 실험용 table 제작

179 Press jig 제작

180 SG 경량로봇 입ㆍ퇴실장치 제작

181 진공분위기 분말 보관용 glove box

182 Ni 분리 시스템 제작

183 2중 분리관 거치대 제작

184 Anoxia 증류수 측정 전극 삽입구

185 SG 전열관 건전성 진단 및 압력용기 모형

186 PRIDE 연료파편 제조장치 제작

187 PRIDE 출입관리 시스템 구역분리대 제작

188 Ri용액용 A형 납용기 제작

189 Bridgemom furnace system 제작

190 흡착기 거치대 제작

191 CN-NDP 장치 TMP table 제작

192 SFR 핵연료 집합체 모형 제작

193 PRIDE 시험용 Cd 증류장치 제작

194 제어봉 완충장치 및 성능시험장치 설계/제작



- 173 -

195 분리수거함 제작

196 방사성물질 폐기물 보관함 제작

197 Pride Ta inner reactor 제작

198 저진공 소결로 제작

199 스팀 유동화 장치 제작

200 2채널 TBM 일자벽 mock up 제작

201 FCD용 저온시료 환경장치 부품 제작

202 1/8 구상주철 용기 제작

203 XUV filter ring제작

204 부식실험용 홀더 제작

205 캡슐용 납 용기 제작

206 Ampoule container 제작

207 Bio-REF 모니터 고정장치 제작

208 59,63Ni source holder disk 제작

209 Sample holder & stopper 제작

210 Acryl jig 제작

211 Glove box 부품 제작

212 조사시편 좌굴시험기용 chamber 제작

213 조사시편 크리프시험기 로 제작

214 조사시편 동적좌굴시험기 본체 및 제어장치

215 실험 테이블 제작

216 STS 보조기구 제작

217 PRIDE 발생 고화체 가공장치-분진제어 glove box

218 RCP Y-branch 보강 ring 추가부품 제작

219 감마 분관기 시료 받침대 제작

220 동위원소 조사표적 열 방출지지대 외 1종 제작

221 Quartz 용기제작용 jig제작

222 Tube furnace 온도 측정 stand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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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작업대 제작

224 Duo-H 형상 지지격자체 레이저 용접

225 DTL 커플러 제작

226 방사선융합 육종 생명분야 연구모형 제작

227 시료 지지대 제작

228 X-Ray film 고정 장치 제작

229 실험용 die제작

230 핵연료 봉단마개 용접장치 제작

231 NTD 조사용기 수력구동 시험장치 제작

232 방사성동위원소 표지화합물 제조장치 제작

233 전해용 전극 제작

234 PRIDE BDSM 성능평가용 weight 제작

235 10L급 전자빔이용 유해물질 처리 제어 시스템

236 Water tank 거치대 제작

237 작업 table 제작

238 측정 셀 제작

239 토양건조 tray cap 제작

240 수조 cover 제작

241 Xe target cavity 시제품 제작

242 수중로봇 구성품 제작

243 Sample carrier 제작

244 STS cover 외 1종 제작

245 Lead container 시건장치 제작

246 양성자가속기 20MeV 빔라인 진공파이프 제작

247 ATLAS-PAFS 파동응축열교환기 모형제작

248 습윤 폐기물 건조시험장치 제작

249 Standard tensile specimen 제작

250 I-131 캡슐 홀더부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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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인장시편 및 creep 시편 제작

252 Beaker 받침대 제작

253 X-Ray tomography 실험용 jig제작

254 오염토양 동전기 제염장치 제작

255 분말회절장치 RSC위치센서 및 plug 제작

256 Al cover 제작

257 사용후 핵연료 집합체 하단지지대 제작

258 REF-V용 자동시료교체기 설계/제작

259 증류장치 지지대 제작

260 Ample container 제작

261 ClO2 pellet 침출 실험용기 마개 제작

262 하나로 안전 통제시설 중앙통제실 보안문 제작

263 냉각수사용 장갑상사 interface 제작

264 용존산소 측정 침출액 저장용기 제작

265 Acryl sight glass 제작

266 Spacer 제작

267 Ri 운반용 텅스텐 용기 제작

268 실험장비 설치대 제작

269 표준시료 제작

270 PVC절단기 제작

271 RCP Y branch 용접보강재 제작

272 수중펌프 보관함 제작

273 Pride 전해환원공정 data 수집장치 제작

274 NTD-I 8"인치 조사용기 제작

275 염증류 도가니 제작

276 폐기물처리 시편 제작

277 APR 1400용 경량로봇 입ㆍ퇴실 장치 제작

278 가스포집장치 ampoule 지지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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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폴리싱 지그 제작

280 분리관 보관대 제작

281 철재류 진열대 제작

282 저선량 동위원소 운반용기 제작

283 중대사고 현상 모의장치 제작

284 레이저빔 유도 극초단 X-선 발생 진공 챔버

285 산소농도 측정기 case 제작

286 I-131 캡슐용 납용기 (중,대형) 제작

287 제어봉 구동장치 집합체 설계 및 시제작

288 Ri 용액용 A형 납용기 제작

289 일체형 LCC전극모듈 실험 장치 제작

290 고강도 OSL 신소재 시편 제작

291 2중 분리관 거치대-Ⅱ 제작

292 Ampoule container 지지대 제작

293 Motor support 제작

294 Fe & Cu 시편 제작

295 Zig 제작

296 Reactor vessel head 축소모델 제어봉 안내관

297 분리관 보관대 제작

298 Ri lamp stand 제작

299 Back-filling chamber 제작

300 Pride 원료공급 장치 외부 반응기 및 콜드 트랩

301 오염토양 동전기 제염장치 제작

302 Light guide pipe 및 laser tilting 메커니즘 설계/제작

303 전극 제작

304 Ri 생산용 운반용기 전동 cart 제작

305 Pride 염폐기물 처리 장치 산화침전 반응 용기

306 콘크리트 가열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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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식당 주방용품 수리

308 500L 급 전자빔이용 NF3 가스처리 및 제어시스템

309 원심분리용 jig 제작

310 냉중성자 PGAA 빔커터 제작

311 Creep 방호덮개 제작

312 CGI GWDL 빔커터 제작

313 ODS 합금 wire culling 기법

314 UO2 pellet 침출실험 전극 제작

315 UO2 pellet 침출실험 sample holder

316 X-Ray CT 촬영용 시편 제작

317 Pride cell 온도센서 고정 bracket 제작

318 Buffing test 시편 제작

319 부식실험 반응기 제작

320 Acryl jig 제작

321 대체감시자 support 13cm 용 정밀검사

322 침출액 저장용기 수리

323 TBM 시편 canning 제작

324 PRIDE 전해제련 시험 조해성 시약 보전장치

325 S/F 장기 건전성평가 종합시험장치 제작

326 스팀 유동화 시스템 제작

327 30톤 기계식 프레스 제작

328 동력로 시험용 가압기 설계/제작/설치

329 동력로 시험용 가압기 설계/제작/설치

330 수동정밀용접장치제작 

331 피클링 장치 수리 및 보전

332 고열부하시험용 진공 챔버 제작

333 Laser peening light guide initiating unit

334 염 고온실험용 반응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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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빔셔터 납차폐체 제작

336 Collimator 부품제작

337 고주파 가속관 부품제작

338 Pride 원격 manipulator 용 방호커버 제작

339 Bio-D 저온 진공 챔버 제작

340 카메라 부품제작

341 Pride Ar cell 다목적검증 mock-up제작

342 Pride Lick-KCl 탈수화 및 잉곳제조장치

343 경사형 절개 탈피복장치 제작

344 Pride 염폐기물 인코넬재질 결장판 모듈 제작

345 Pride 염폐기물 헤인즈 재질 결정판 모듈 제작

346 Pride 염폐기물 핵종 침전장치 플랜지 개량

347 Pride 소형 전착물 운반시스템 제작

348 Laser mount assembly 제작

349 광자극 발광(OSL) 측정장치 제작

350 프라이드 도가니 운반용기 제작

351 Pride 염폐기물 시료 전처리 장치 제작

352 Pride 원격시스템 유지보수 호이스트 크레인

353 DUO-H grid strap 제작

354 Mini-plate 핵연료 캡슐 제작

355 광자극 발광(OSL) 측정장치 제작

356 Ri용액용 A형 납용기 제작

357 Pride 염폐기물 탈염화-염소화수장치

358 Pride 염폐기물 냉각매체 재생 및 자동제어

359 실험실 규모 고화체 제조장치 제작

360 SFR wire wrapping 장치제작

361 Plate type fuel 가공장치 제작

362 중성기자 검출용 지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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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하나로 2차 냉각펌프 체크 밸브 부품가공

364 SFR 연료 절단장치 제작

365 Pride 전해환원 실증용 전극 제작

366 Pride 전해환원 원격조작 및 배기 시스템

367 Ni 회수용 2중 분리관 거치대 2 제작

368 앰플 홀더 및 윈도우 제작

369 UO2 검출액 용존산소 측정셀 제작

370 ITER 방폐물 sampling core 실험

371 Pride 전해환원 실증장치 제작

372 염소농도 측정기 지지대 제작

373 고강도 ODS강 시편 제작

374 DFDF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375 실험관 분리대 제작

376 R1시설 핫셀 도어 아크릴 제작

377 Pride 염 정제 시스템 교반장치 제작

378 측정기 납블록 케이스 제작

379 전극 제작

380 유리전극 걸이 제작

381 DFDF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382 Pride 원료물질 제조 열처리로 제작

383 Pride 원료물질 제조 열처리 실증 시험장치

384 핵연료 조사212 정밀 용접 시스템 제작

385 냉각 콘덴서 제작

386 석영 받침대 제작

387 화학분리 컬림용 받침대 제작

388 C-mount jig 제작

389 화합물반도체 가공용 jig 제작

390 SFR 원자로 모형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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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토사이동 수리모형 실험장치 및 제어시스템 구축

392 Pride 전해 환원 전극이동거치대 및 anode rod

393 냉간 압연기 spare roll & choke 제작

394 Pride Ar cell 다목적검증 mock-up 로봇 크레인

395 Ri 생산용 고선량 운반용기 제작

396 초자 받침대 외 1종 제작

397 100MeV 빔라인 진공파이프 제작/설치

398 평판형 전해정련장치 제작

399 Pride 염폐기물 처리장치 회수 LiCl염분리 및 조분해장치

400 DFDF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401 Pride small transfer lock 성능평가용 test bed

402 고전압 전자총시스템의 pre-buncher 제작

403 STS 보조기구 제작

404 Balance plate 제작

405 캡슐용 납용기(대,중형) 제작

406 분리수거함 제작

407 인터레이어 코팅 열처리 시스템 제작

408 Pride cell 유지보수용 table 및 glove box

409 가스설비 부품제작

410 냉중성자 NDP 빔셔터 ll 제작

411 HRPD 수동 차폐체 제작

412 하나로 제어봉 tie rod 연결핀 제작

413 Pride 전해환원장치 내부반응기 제작

414 가속기 정렬, 표적시스템 및 고주파 부품 제작

415 고주파 가열 접합장치 제작

416 DFDF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417 프레스작업대 바퀴용접

418 원심 분리관 holder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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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분말충전용 glove box 제작

420 STS cover 제작

421 합금화장비 분말회수용 mesh 제작

422 열중성자 PGAA용 마운트 및 콜리메이터 시스템

423 염소화 처리장치 제작

424 DFDF 배기체 처리장치 제작

425 JRTR RIPS 사업 working table 제작

426 Pride 다공성 pellet 제조용 성형장치제작

427 밀봉수 주입펌프 보호용 필러용기 제작

428 Zircaloy 시편 제작

429 Pride 실증 다공성 pellet 제조 성형장치제작

430 18M SANS장치 빔 step 장치제작

431 고속로 유동분포 실험장치 주시험대 제작

432 DC-TOF 검출기 패널 제작

433 Cold TAS 결합형 보조 차폐체 제작

434 Cutting jig 제작

435 커터 용기 제작

436 냉중성자 방사화스테이션 steel 차폐물 제작

437 Valve spacer 제작

438 Pride 제련 염 이송장치 제작

439 폐기물 분리수거함 제작

440 중성자 모니터링 스테이지 시스템 제작

441 조사표적 디렉터 챔버 제작

442 B-3 핫셀 door 제작

443 LOCA 모사장비 압력제어 자동화 시스템 제작

444 NDP 빔셔터 지지대 제작

445 조사 피복관 이송용기 제작

446 차폐체 설치 table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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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STS 시편 용접 가공

448 동위원소 용기 받침대 제작

449 Pe cover 제작

450 Gas washing bottle stand 제작

451 CRA 시편 제작

452 DC-TOF 시료장착용 spacer bar 제작

453 소듐 압출장치 시스템 제작

454 PRIDE 제련 염 이송장치 제작

455 Lu-177 Pb 받침대 제작

456 전해용기 제작

457 Pride 셀 크레인 투시창용 glove box 등 제작

458 Pride 원격 조작기 유지보수용 jig 제작

459 DC-TOF 시료 탱크용 가이드 제작

460 TGA vacuum adapter 제작

461 조사피복관 이송용기 제작

462 이상유동 실험장치 폴리카보네이트 시험부 제작

463 용융염 도가니 제작

464 Acryl plate 제작

465 중력배수밸브 보호대 및 보안눈 신호선 연결대

466 제어봉 용접시편 절단지-2 제작

467 전해 정련용 전극 제작

468 조사 지지격자 시면 이송용기 제작

469 조사 피복관 내압 크립시험기 차폐체 제작

470 MIBG 주입장치 제작

471 Vanadium sample com adapter 제작

472 빔손실 모니터 하우징 제작

473 납 차폐체 제작

474 Pride 실증장치 장입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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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Pride 기계식 원격조작기 수리용 중량물 이송기구

476 Pride cell penetration 덮게 제작/설치

477 회전연안구조물 모사 외력변화 수리모형장치

478 Pride 실증장치 장입용 booth 제작

479 I-131 캡슐용 납용기 제작

480 진공챔버 고정부 제작

481 CNS X-terminal die 외 1종 제작

482 탈산장치 고정대 제작

483 조류 퇴치장비 설치대 제작

484 냉중성자 PGAA, NDP 유도관 빔커터 제작

485 Cap 및 sleeve 제작

486 실험 die 제작

487 ECR sextupole coil 전선 model 제작

488 조작기 쇼울더 케이블 구동부 시험모듈 제작

489 동적 좌굴시험기 차폐벽 제작

490 동력로 CEDM 노즐시편 제작

491 TR23 및 TR103용 degrader 모듈 제작

492 TR103용 ridge filter형 modulator 제작

493 동위원소 조사표적 제작

494 W Mock-up caning제작

495 토양 선별기 hopper 수리

496 바나듐캔용 외형 제작

497 NDP 카드뮴 플레이트 빔 콜리메이터 제작

498 Shaker holer 제작

499 용융염 받침대 제작

500 조사피복관 내압 크리프시험기 차폐체 제작

501 가이드 튜브캡 이물질 유입방지 커버 시험장치 제작

502 Pride 양팔조작기 쇼울더 구동부 외 2종 개선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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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조사 지지격자 이송용기 도킹용 차폐벽 제작

504 Sample cam holder 제작

505 TGA용 clamp 제작

506 RTP CRDM 구동부 제작

507 전극 제작

508 Glass, 10"2500LBS, trim제작

509 EV 기계실 및 새 핵연료 저장고 지붕 사다리 등 제작

510 원자로실 해치 안전난간 제작/설치

511 작업수조 및 S/F 저장수조 안전난간 제작

512 Hood 고정 틀 제작

513 하나로 환기계통 RCI 덕트 응축수 배출 포트 제작

514 Ri용액용 A형 납용기 제작(소,중형)

515 ODS 분말 회수용 flange 제작

516 주기 가 교번자장기 시험용 자중극 제작

517 RF cavity 부품가공

518 Zircaloy-4 시편 hole가공

519 Al PCB 가공

520 튜브용접 전단가공

521 Ni base welding 가공

522 Pb 용기 내경가공

523 Cover hole 가공

524 Clamp 절단 가공

525 고강도 알루미늄 가공

526 피복관 절단 가공   

527 방사선 발생장치 광전자총용 솔레노이드 전자석

528 방사선 발생장치 광전자총 제작

529 LIBS Sample Holder 제작

530 중성자유도관 차폐물 고정 braket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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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Support bar 변경 보완 제작

532 MIBG 주입장치(Ⅱ)제작

533 59,63Ni source holder disk 제작

534 표적캡슐 절단장치 제작

535 Ni crucible 제작

536 Tube end cap외 2종 제작

537 산란장치 부품 제작

538 Ring disk 제작

539 NTD rig 구동부 성능시험장치 설계/제작

540 Rcp 시험설비 flow straightener가공

541 I-131 캡슐 받침대 제작

542 웜기어 호이스트 시험모듈 제작

543 TGA Gas connecter 외 1종제작

544 ODS 합금 canning

545 원심분리관 받침제작

546 제어봉 구동장치 핵심부품 성능향상 및 개발

547 NTD rig 회전부 베어링 시제작 및 성능시험

548 Bushing 제작

549 Be filter holder 제작

550 모의 실험용 rack 제작

551 폴리싱 배수통 제작

552 MTS용 치구제작

553 전극제작

554 용융염 도가니 받침대 제작

555 Globe valve 10"2500LBS trim 제작

556 원자로 OR공 조사시험용 계장캡슐 제작

557 Cold TAS sample table support 제작

558 중성자 조사표적 불량품 절단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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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F201,F202,F208 시편제작

560 온도센서 원격 탈부착대 제작

561 캅셀용 납용기(중,대형)제작

562 타겟 홀더 제작

563 고연소로 핵연료 EPMA시편 펀칭시스템

564 소각시설 냉각기 제작/설치

565 방사성폐기물 분리 집진장치 제작

566 압축기 유압실린더 제작

567 자갈 세척장치 제작

568 보드연장부품 제작

569 Wrench 부품제작

570 타겟홀더Ⅱ제작

571 부싱 제작

572 FM강 시편제작

573 RI 용액용 A형 납용기 제작

574 Acryl 명판 제작

575 Acryl 및 Al 시편 제작

576 압축기 수리

577 하나로핵연료 집합체 부품 제작

578 Fiber laser box set 제작

579 온도센서 원격 탈부착대 부품 제작

580 Acryl panel외 2종제작

581 제어판 판넬 제작

582 연속식 섬유 조사장치 제작

583 고강도시편 canning 제작

584 Zr-rod & Fe-rod 제작

585 CO2 dry ice pellet 분사 glove box

586 검색기 구동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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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기장로 핵연료집합체 유동시험용 시편 제작

588 분리관대 제작

589 실험용 zig 제작

590 고정용 zig 제작

591 호스 걸이대 제작

592 열처리 시편 canning 제작

593 Sample polishing holder 제작

594 엘디케이스 제작

595 Cold TAS analyzer table 제작

596 Sample  table 연결부 제작

597 2열 PE plate 속열중성자 차폐제 설계/제작

598 선반 부착용 호스걸이대 제작

599 수소저장용 can union제작 

600 교반기 지지장치 제작

601 Pump support제작 

602 장비 cover 제작

603 PRIDE 전해환원 및 염증류 가열도피드스류

604 실험실 정리대 제작

605 시편금형제작 

606 Cold-Tas차폐제제작 

607 캅셀용 납용기 제작

608 Canning 제작

609 Cold Tas 검출기 구동부 제작

610 BDSM 주행장치 부품 제작 

611 Cap & sleeve 제작

612 플란쳇트레이제작 

613 I-131 캅셀용 납용기 제작

614 콘크리트 파쇄 혼합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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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방폐물 고감용화 장치 제작

616 자동 프레스 hopper 제작

617 고진공 고온 수소환원로용 HV chamber& electric module제작

618 Water tank cone 제작

619 부품 Case 제작

620 I-131 capsule powder forming제작 

621 장비받침대제작 

622 End cap 제작

623 방사선관리구역분리대제작 

624 IR 램프 지지대 제작

625 200 dia 광섬유 케이스 제작

626 Target inner capsule (Ir-192) holder & sleeve

627 Target inner capsule cap & body 제작

628 Target outer capsule cap & body 제작

629 Dummy target capsule 제작

630 Iridium disc assembly & rack제작 

631 Pride 아르곤셀 투시창제작/설치 

632 End cap 제작

633 Pride 전해환원장치 방열판 및 이동단열층제작

634 단일채널 시험루프 5단 수조 제작

635 메탈올 합성 반응시스템 제작

636 3인치급 Czochraski furnace wystem 제작

637 실험용 rack 제작

638 End cap 제작

639 원자로 내부 구조물 ISI 원격검사 센서 모듈 웨이브 가이드

640 단결정 성장로 인상모듈 제작

641 Sample holder 제작

642 Cold-TAS sample table plate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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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STS can 제작

644 단일채널시험루프유량조절오리피스제작 

645 용융물 이송장치 및 파먹 제거 장치 제작

646 실험장치 frame 제작

647 폐기물 처리용 collector 제작

648 방사성 시료 운반용 차폐용기 제작

649 Detector holder 고정판 제작

650 집합체 용접기용 와이어송급장치 및 용접 샘플 제작

651 Zr Rod 절단 및 부품 제작

652 X-Ray filter holder 제작

653 실험기기 보관 rack 제작

654 하나로 공기압축기 1번 완전 분해/점검/보수

655 유도가열로 스팀 시험장치 제작

656 샘플홀더 제작

657 지지대 제작

658 방사선 측정기 테이블 제작

659 원통형 용기 제작

660 CaF2 프리즘 제작

661 차폐 방사성폐기물 드럼 제작

662 Pride 전해 환원 병렬 병렬모즐 Glove box 내외부 반응기 제작

663 TAS 지지대 제작

664 CNS실 Server 및 X -terminal 설치대

665 폐기물 소형 압축기 제작

666 Zr, Fe HIP용 sample 제작

667 용액 받침대 제작

668 Leaching cell 제작

669 진공분배기 고정대 제작

670 벤치규모 열분해 수증기 개질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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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Swaging 장비 제작

672 재료조사시험 계장캡슐(13M-03K) 모컵

673 풍향 풍속계 bird wire 제작

674 THM furnace 시스템 제작

675 I-131 캡슐용 납용기 제작

676 볼밀 커버 제작

677 OSL 측정장치 모듈 제작

678 Vinyl feed roller 제작

679 Al bracket 제작

680 실험대 걸이 제작

681 Pride 병렬모즐방식 가열로 및 오일씰 제작

682 시료홀더 외 1종 제작

683 작업 받침대 제작

684 Punch 제작

685 Detector 설치대 제작

686 진열대 제작

687 Beaker 고정블럭 제작

688 TAS장치 support 제작

689 배기관 지지대 제작

690 용융물 생성용 수냉도가니 제작

691 실험기기 진열대 제작

692 단일채널 원형유동관 유량조절 오리피스 제작

693 디텍터 설치대 제작

694 곡관 파이프 크렉 가공 및 바이스 고정틀 제작

695 Pb weight 제작

696 Optical video probe 장치 제작

697 원심펌프 이상현상 시험설비 급수 탱크 제작

698 노심유동분포 측정용 probe fuel 유동실험장치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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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ITER TBM강 용접성 및 제작성 평가

700 디텍터 기본 설치대 제작

701 전극 마운트 제작

702 Hole cup 제작

703 TAS 모니터 지지대 제작

704 섬유 강화 복합체 제조시스템 제작

705 Pride 다영역 배기체실험 관형로 제작

706 튜브 시편 및 시편홀더 제작

707 이종금속 HIP 접합시편 canning 제작

708 RI 용액용 납용기 제작(소,중형)

709 I-131 캅셀용 납용기 (중,대형)제작

710 Heater holder 제작

711 진공 크램프 제작

712 Leaching cell 온도조절용 jacket 제작

713 Leaching cell 내용기주입 filling 제작

714 Leaching cell 내부 void volume용 충진제

715 Neutron Counter HDPE 차폐체 및 basket

716 볼베어링 내구수명 평가장치 제작

717 PRIDE 전해 환원 백금양극 개조 scrap가공 및 양극모듈 제작

718 덕트 뎀퍼후렌지 제작

719 ITER laser절단 시험편 제작

720 펠렛 성형용 stopper 제작

721 방사성 동위원소 (I-131) 인출공정장치 설계/제작

722 ACPF 및 병령모듈시험 백금 scrap가공 및 양극모듈

723 Sample holder 제작

724 셀 마개 제작

725 부식실험용 홀더 제작

726 판형 핵연료 무계장 캡슐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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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금속폐기물 처리공정 발생 염폐기물 처리 장치

728 모니터 부착 판 제작

729 TAS 모니터 지지대 제작

730 펀치Ⅱ제작

731 MCA 홀더 제작

732 PRIDE 모의핵연료제조용 분말 혼합장치 제작

733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제작

734 5X5 봉다발 재관수 유동 채널 제작

735 중성자 zero beam stopper 외 1종 제작

736 실험장비 진열대 제작

737 레귤레이터 설치대 제작

738 PRIDE 후면 투시창 제작

739 아르곤/수분농도 측정기 케이스 제작

740 전해정련 염이송장치 개선 및 제작

741 냉각수 연결나사 제작

742 점토측정장치 설치대 제작

743 I-131 캅셀용 납용기(중,대형) 제작

744 육각렌치 tool  제작

745 용접장치 cover 제작

746 가스 메니폴더 제작-

747 증발염 회수 상하이동장치 및 가열로 전원 연결단자

748 Pb container 운반용 table 제작

749 금속재 환류기 외 1종 제작

750 제염실증용 beaker cap 제작

751 헬륨루프용 Alloy800HT 인쇄기판형 열교환기

752 활성탄 필터 제작 및 설치

753 PRIDE air cell mock-up crane 구동성 평가 목업

754 원전연료 피복관 와전류 시험장비 표준봉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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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 DC-FOF 검출기 패널 제작

756 PRIDE 모니터링 3D 카메라 마운트 모듈 외 1종 제작

757 Sample holder 제작

758 실험 받침대 외 1종 제작

759 PRIDE 전처리 성형장치 항습용 booth

760 전동셔터 글러브 박스 제작

761 Tool changer stand 제작

762 모의 핵연료봉 전단기 제작

763 시약장 외 2종 제작

764 캅셀 홀더 제작

765 우라늄 보관 탱크 제작

766 Pride 원료물질 제조용 열처리로 개량

767 벤토나이트 수리전파 관찰용 시험장치 제작

768 H2 농도 측정기 설치대 제작

769 Polishing jig 제작

770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용 OR rig 제작

771 히터 보호용 사각 덕트 제작

772 Crusher ＆ screw feeder 장치 제작

773 사이클로트론 main chiller 제작

774 X-선 필터링 제작

775 성형다이 지지대 제작

776 Water erosion 측정장치 제작

777 Corrater electrode holder 제작

778 PRIDE 원료물질 제조용 열처리로 개량

779 압축 프레스기 die 제작

780 바이오 회절장치 저온쳄버 부품 제작

781 바이얼랙 외 1종 제작

782 ODS 신소재 접합시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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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크레인 카메라용 브라켓 및 피드스루 제작

784 격납 건물 요소기술 검증장치 제작

785 튜브 end cap 외 2종 제작

786 Air sampler 연결부 제작

787 PRIDE 전해환원 양극 shroud 및 상부보호 튜브 제작

788 진공용 컨넥터 플랜지 제작

789 Sump 액체폐기물정화장치제작

790 Rack 제작

791 자갈 세척장치 바닥판 제작

792 울타리 출입문 시건장치 제작

793 유해가스 정화처리 장치 제작

794 Cell lid 제작

795 음향센서 홀더 제작

796 Al spacer 제작

797 MSM 유지보수용 tool 제작

798 분말 압출용 can 제작

799 Sump 액체폐기물 정화장치 제작

800 PRIDE 저장실 글로브박스 아르곤 유지관리 시스템

801 커넥터 모듈 부품 제작

802 PRIDE 이차원 마커제작 및 설치

803 Chain box 제작

804 I -131 캅셀용 납용기 (중,대형) 제작

805 Preamplifier shielding house 제작

806 내시경용 전면 피드스루 제작

807 Cart 외 1종 제작

808 납 차폐체 및 운송지지대 제작

809 원격 후크 제작

810 End cap champ 가공 외 1종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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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렌즈 보호기 외 1종 제작

812 pipe support 제작

813 STS tube 시편 제작

814 ACPF Ar hot cell 운용 로봇형 크레인 제작

815 HRPD 지브크레인 제작

816 고분해능 검출기 이송시스템 제작

817 CCR can 제작

818 곡관부품 받침대 제작

819 판형핵연료 집합체 연료관 간격 측정 시스템

820 시편선반 제작

821 맨브릿지 크레인센서 브라켓 제작

822 광자극발광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 제작

823 PRIDE 셀 후면 투시창 덮개 제작

824 RI용액용 A형 납용기 제작 (소형,중형)

825 HT9,HT9M1, HT9M2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조

826 S-band 가속관 제작

827 ECBD 성능시험장치 제작설치

828 용액죠 용기 패킹 제작

829 Detector box 외 1종 제작

830 선형 가속기용 솔레노이드 전자석 제작

831 RCCS 실증실험장치 히터박스 제작/설치

832 Cooler line connector 제작

833 표적외부 밀봉 용접장치 설계/제작

834 냉중성자 실험동 콘크리트 차폐블록 제작

835 BDSM 유지보수 거치대 가이드 개선 제작

836 전해환원 반응기 보조기구 제작

837 교정용 선원지그 제작

838 PRIDE BDSM 3D 카메라 bracke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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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물받이판 제작

840 V- sample holder 제작

841 ODS 신합금 HIP 제조용 can 제작

842 Cell light 커넥터 모듈부품 제작

843 BDSM 유지보수 거치대 부품 제작

844 End cap 가공 및 지그 제작

845 모조 핵연료, 제어봉 안내관 및 연장봉 집합체 제작

846 모조 제어봉 집합체 설계/시제작

847 PRIDE 장치 base frame, 가열로 및 전착물 회수정리

848 KJRR NTD 수중 베어링 다중시험장치 설계/제작

849 냉중성자 NDP 유도관 빔셔터 제작

850 CCR can 지지대 제작

851 소듐 화재 시연장치 구조물 제작

852 CHF test용 판형히터 제작

853 ITER TBM강용접성및제작성평가(Ⅱ)

854 RAFM강 시험편 제작

855 PRIDE 모의 핵연료 제조용 밀링장치 제작

856 ACPF 전해환원장치 core -Ⅱ 제작

857 Ablation chamber 제작

858 주차금지 표지판 제작

859 초자작업 공구 제작

860 동위원소 환기계통 bank3 활성탄 필터 제작

861 제어봉 구동장치 전자석 집합체 및 위치감지 장치

862 상부 내부 구조물 단순원통 동특성 시험모델

863 제어봉 구동장치 구동부 설계/시제작/성능시험

864 STS 반응기 제작

865 튜브로 end cap 외 2종 제작

866 액체 폐기물통 보관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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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소듐냉각 고속로 집합체 덕트용 모관 제작

868 감마검출기 커버 제작

869 하나로 물분무설비 조작판넬 스위치 커버 제작

870 PRIDE 모의핵 연료봉 제조장치 제작

871 바이스 받침대 제작

872 모니터 지지대 제작

873 PRIDE 전해정련장치 전극교환장치 전기제어 개선

874 검출기 set 제작

875 PRIDE BDSM 장착용 카메라 지그 제작

876 REF-V용 액체셀 시료환경장치 제작

877 관통부 파손실험용 냉각 및 흡배기 시스템 제작

878 Cold TAS analyzer 차폐체 제작

879 냉중성자 실험동 콘크리트 차폐블록 제작

880 수소 흡탈장 열량계 베드 모형 제작

881 콘크리트 가열로 제작/설치

882 동위원소 조사표적 capsule 외 4종 제작

883 RFT-30 30Mev cyclotron 모형 제작

884 브라켓 제작

885 엔코더 콘트롤박스 제작

886 DC-TOF 시료환경부 제작

887 복합유체 생성 및 측정장치 제작

888 유해가스 처리장치 제작

889 세정식 정화장치 제작

890 핵연료 마찰계수 측정장치 제작

891 PRIDE시설 전화기 die 제작

892 WR2300 도파관형 고주파 더미 부하

893 Ridge Loaded wave guide 제작

894 전선 및 냉각수 튜브 받침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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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원격후크 및 jig 제작

896 Bolt pin 제작

897 Acryl 받침대 제작

898 진공쳄버 제작

899 TOF-NDP 진공시료함 제작

900 Bio-REF control panel 제작

901 토양 격자셀 제작

902 Zr 전해정련 장치 제작

903 PRIDE용 결정화시료 dynamic 시험조정장치

904 I-131 캅셀용 납용기 제작

905 기밀성 개선을 위한 글로브박스 제작

906 RI용액용 A형 납용기 제작 (소형,중형)

907 수평식 탈피복장치 절단부품 제작

908 분리관 holder 제작

909 펠렛용 홀더 제작

910 중대사고 환경모사용 autoclave 시스템 제작

911 Pb 용기 작업 cart 제작

912 Alloy617 plate 유로 가공

913 ODS HIP용 STS can 제작

914 교정용 선원지그 제작

915 복수기/침전조/반응조 제작

916 PRIDE헐·분말분리용산화탈피복이중반응기

917 NTD1 8인치 조사통 제작

918 고전압 전자총시스템 buncher 제작 및 전자빔 집속장치 제작

919 PE support 제작

920 I-131 캅셀용 납용기 제작

921 방사화 분석용 자동 시료교환 장치 #2 제작

922 방열판 지지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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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TIG 용접기 냉각수 tank 제작

924 Filter case 부품제작

925 전극용 반응셀 제작

926 선반 지지대 제작

927 소듐냉각고속로 금속연료 duct 예비시제품 제작

928 고정 지지대 제작

929 고정판 제작

930 온수 tank 제작

931 중성자 방사화분석장비 받침대 제작

932 Gas bubbler 외 2종 제작

933 빔 정렬용 검출기 die 제작

934 연구로 제어봉용 하프늄 와이어커팅 가공 제작

935 Collimator box 제작

936 Potal monitor 교정지그 제작

937 TOF NDP장치 제작/설치

938 HT9 피복관 예비시제품 제작

939 전처리공정 분석장치용 glove box 제작

940 전처리공정 air-tight booth 제작

941 CHF test용 640mm 판형히터/test section

942 수평식 탈피복장치 롤러 제작

943 V-can 용 STS line 제작

944 체내 방사선 측정 차폐분개선 및 자동개폐 제작

945 PRIDE시험용 UO2 펠렛 제조

946 Bench 규모 무착화성 1차계통 화학제염공정 실증장치

947 고온용융염 실험 다증배열 전해정련 장치

948 용융염 도가니 제작

949 전류 측정장치 부품 제작

950 용융염 레벨측정시험장치 개량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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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ACPF 내부 반응기 저장용기 시험모델

952 OSL 광케이블 마운트 제작

953 냉중성자 CG2B room 차폐제작

954 Teglon 용기 제작

955 고화체 장기침출 모델링 다목적 테스트 시스템

956 Collimator box ＆jig 제작

957 캄시캡슐 운반용기 제작완료 보고서

958 급수탱크 제작

959 전선 받침대 제작

960 배기체 포집필터 분해장치 제작

961 유리연마 테이블 제작

962 새도우콘 제작

963 렌즈보호기 받침대 제작

964 Thernal evaporator system 제작

965 구동부품 내구성 평가장치 제작

966 시료혼합장치 제작

967 광 파이버 치구 제작

968 연구로 제어봉용 하프늄 와이어커팅 가공 제작

969 핫셀 케이블 연결용 차폐플러그 제작 설치

970 CGI 유도관 LICO3 콜리메터 제작

971 레이저 샘플챔버 레일 제작

972 스팀 시험장치 제작

973 제어봉 구동장치 노즐 결합시연

974 Ouartg 곡면 가시창 제작

975 시편홀더 제작

976 인코넬 판재시편 제작

977 특수볼트 제작

978 컵형 필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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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사용후 핵연료 파손거동 종합시험장치 제작

980 Vial 지지대 제작

981 연마용 치구 제작

982 장치보호 cover 제작

983 렌즈 마운트 제작

984 실험기기 cover  제작

985 전극 연결부 제작

986 ITER TBM 강용접성 및 제작성평가(Ⅱ)

987 스페이서 제작

988 일체형 filter 제작

989 스팀시험장치 물공급 Tank 외 2종 제작

990 HV pumping system 제작

991 바이알 납 차폐체 제작

992 Collimator 제작

993 Pride 알미늄 사다리 난간 제작

994 펠렛 수리 및 전도도 측정셀 제작

995 Can 제작

996 Cold-Tas 시료캔 제작

997 열전도도 측정 샘플 홀더 제작

998 고온재료 시험용 mock-up 캡슐 설계/제작

999 RAFM강 충격시편 및 접합시편 제작

1000 Globe valve 10"2500LBS trim 제작

1001 폐기물 분리박스 제작

1002 볼밀 cover 제작

1003 충격파 진동장치

1004 RI  용액용 A형 납용기 제작

1005 핵연료봉 이송용 jig 제작

1006 거치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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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용해용기 cover 제작

1008 ATLAS RV Heater용 flange 제작

1009 화합물 센서 가공용 L 형 지그 제작

1010 받침대 제작

1011 Air nozzle 제작

1012 stopper 가공

1013 Zircaloy 가공

1014 Teflon 가공

1015 용접시편 가공

1016 단백질 단결정 성장용 crystal bath 가공

1017 러이저장치 부품 수정 가공

1018 Ni200, SS, A600 시료가공

1019 용접시편 가공

1020 Inconel 시편 가공

1021 Metal 시료 가공

1022 시편 절단가공

1023 BSDM 인터페이스 가공

1024 Arcyl plate 가공

1025 Al plate 가공

1026 아크릴 유동관 길이 확장가공

1027 단일채널시험루프 QR 아크릴 유동관 내경가공

1028 Aluminum plate 가공

1029 시편 압입기 홀더 가공

1030 SA508 시편 가공

1031 플랜지 가공

1032 Tube 내·외경 가공

1033 STS flange 가공

1034 보로나이트 부품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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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 교정용 선원지그 제작

1036 실리콘 스토퍼 hole 가공 

1037 RAFM강 열간 압출용 can 제작

1038 용접결함을 삽입한 노즐 시편 제작

1039 펠렛 sample holder 제작

1040 Lamp stand 제작

1041 벨트 지지대 제작

1042 빔 차폐체 제작

1043 펠렛 자유팽윤 부피측정장치 제작

1044 알루미늄 시편 제작

1045 Teflon 반응용기 제작

1046 Master gauge 받침대 제작

1047 납 컨테이너 제작

1048 시료 가압용기 제작

1049 플라스틱 컬럼 제작

1050 ATLAS 실험장치 파단유량 수집응축탱크 제작

1051 동위원소 밀봉용기 제작

1052 R-마운팅 베이스(A,B,C type) 제작

1053 ATLAS 원자로 RV 용기 부속부품 제작

1054 스팅거 연결치구 제작

1055 가스배관 지지대 제작

1056 Belt 지지대 제작

1057 진공 스테이지 제작

1058 샘플 챔버 제작

1059 압력계 connector 제작

1060 납 컨테이너 제작

1061 입자회수기 제작

1062 Hose nipple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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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End cap 제작

1064 연료봉 지지봉 제작

1065 Tube guide 제작

1066 Band saw guide 제작

1067 RI 용액용 A-type 납용기 제작

1068 벨트 고정틀 제작

1069 감마선 측정용 납차폐체 제작

1070 스팀시험장치 플렌지외 1종 제작

1071 실험대 제작

1072 I-125 seed 밀봉조립장치 개선제작

1073 몰타르 CT공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제작

1074 Level plate 제작

1075 감마선 분광분석기용 샘플 홀더 제작

1076 UO2 부식실험용 전극홀더 제작

1077 필터 자동세정 및 차폐장치 제작

1078 시료 지지대 제작

1079 STS 시편 홀더 제작

1080 Ir-ring 제작

1081 X-ray filter holder 제작

1082 캡슐용 납 컨테이너 제작

1083 Free swell meter upper plate  제작

1084 용접 지그 제작

1085 연료봉 welding jig 외 1종 제작

1086 수분제거율 측정 system 제작

1087 진공 pump 부품 제작

1088 End cap 외 1종 제작

1089 Pin hole holder 제작

1090 빔 얼라인용 마운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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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NB 이온원 플라즈마 그리드 제작

1092 TH-TAS rack panel 제작

1093 Solid targetry for PET 제작

1094 Stopper set 제작

1095 감마선 분광분석기용 용기 제작

1096 크레인 높이 조절자 제작

1097 Bracket 제작

1098 자기장시료환경장치 시료대 제작

1099 ATR원자로 환경유동시험장치 제작

1100 팁 홀더 제작

1101 폐절삭유 회수 pump 제작

1102 아크릴 거치대 제작

1103 Bio-D CCR 시료용기 cap &  flange 제작

1104 동위원소시설 핫셀 도어 제작

1105 NB 이온원 플라즈마 그리드 제작

1106 NB 이온원 가속부 G3 그리드 제작

1107 아크릴 거치대 제작

1108 Ni ODS 분말충진용 can 제작

1109 PRIDE 셀 조명장치 모듈 제작/설치

1110 대형폐기물 해체 및 절단 booth box 제작

1111 Cold trap 제작

1112 차폐체 제작

1113 Hanger bracket 제작

1114 Computer die 제작

1115 Dilatometer 용 열전대 제작

1116 Shaker handle 제작

1117 대체감시자 전시용 모조품 제작

1118 폐기물통 cover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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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시료챔버 상부 stirrer holder 외 2종 제작

1120 용접 end cap holder 제작

1121 동위원소동 환기설비 첨착 활성관 흡착기 제작

1122 Sample plate 제작

1123 Circulator cover 제작

1124 시료 holder 외 1종 제작

1125 전자석 지지판 제작

1126 EC 지지점 간극 삽입용 금속 sleeve 제작

1127 IAEA 감시장비 level plate 제작

1128 CCR can 제작

1129 중성미자 검출기 설치용 차폐체 제작/설치

1130 P.P door 제작

1131 제염시편 제작

1132 Sample holder 제작

1133 Billet 용접기 용접지그 부품 제작

1134 Acryl chamber 제작

1135 Acryl board 제작

1136 메탈 패킹 제작

1137 Welding stopper 제작

1138 동위원소 조사표적 열 방출 지지대 제작

1139 납 컨테이너 제작

1140 시편 선반 제작

1141 Al 필터링 챔버 제작

1142 RⅠ 용액용 A-type 납용기 제작

1143 기장연구로 시험용핵연료 picture furnace  제작

1144 모의 핵연료 집합체 부품 제작

1145 LTA 조사시험용 핵연료집합체 부품 제작

1146 RⅠ 생산시설 환기설비용 HEPA 여과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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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PRIDE LTL 기밀성능 개선시스템 제작

1148 Laser beam guide 제작

1149 PRIDE 전해환원 내부반응기 제작

1150 시료 캔 어댑터 제작

1151 중성미자 검출기 설치용 차폐체 제작

1152 CCR can 제작

1153 호이스트 바스켓 외 1종 제작

1154 배수관 nipple 제작

1155 Turo fan 제작

1156 부스터 펌프 고정프레임 및 배관플렌지 제작

1157 ILL furnace sample holder 제작

1158 ACPF 이동식 리프트장치 제작/설치

1159 Laser arm adaptor 제작

1160 알루미늄 차단막 제작

1161 필름벳지 거치대 보강판 제작

1162 실험대 제작

1163 PM tube 인출용 jig 제작

1164 Tube filter 제작

1165 Inner STS rods for test cell  제작

1166 Acryl 시료대 제작

1167 고선량 드럼 차폐체 제작

1168 End blot 제작

1169 Ring 제작

1170 물품보관용 컨테이너 제작

1171 PGAA BPE 차폐체 및 NDP container  검출기 제작

1172 초음파 scan 치구 제작

1173 용융염 전극 홀더 제작

1174 CCR can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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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스테인레스 플레이트 제작

1176 STS tray 제작

1177 Working table 제작

1178 Tied universal expansion joint  제작

1179 산화탈피복 이중반응기 수정 제작

1180 고투자율 코어를 이용한 대형 LVDT 제작

1181 CERDM용 영구자석 매립형 전자석 집합체 제작

1182 Cold trap 제작

1183 고성능 소듐중 가시화 센서 예비 시제품 제작

1184 WBS-500AN 우라늄 절단기 booth box 제작

1185 수증기 개질반응후 가스포집기 부품 제작

1186 실험용 tray 외 1종 제작

1187 Heater fitting 제작

1188 PRIDE 산화율 증대장치 제작

1189 하나로 핵연료 집합체 부품 제작

1190 우라늄분말 확산 및 비산방지 밀폐형 booth 제작

1191 Polibration source jig 제작

1192 수증기개질 가스포집기 부품 제작

1193 실험대 제작

1194 몰리브덴/텅스텐 전극 제작

1195 Pb & STS 받침대 제작

1196 Breaket 받침대 제작

1197 Leaching cell 납 차폐체 및 지지대 제작

1198 STS tray 제작

1199 Acryl cover 제작

1200 칠러 트레이 제작

1201 Furnace 받침대 외 1종 제작

1202 Confined swelling tenter 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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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봉단마개 외 2종 제작

1204 시료 고정판 제작

1205 합성장치 부품 제작

1206 ASTM TP 316L 강관 제작

1207 하프늄울 이용한 제어봉 집합체 시제작

1208 Union rack 제작

1209 열교환기 제작

1210 RMS 장비 부품 제작

1211 몰리브덴 ORP 전극 제작

1212 폐액탱크 마개 제작

1213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14F-031K 제작

1214 ATR 원자로용 fuel tool 제작

1215 시료 받침대 제작

1216 화학분리 컬럼 거치대 제작

1217 PE plug 제작

1218 피복관 기계시험용 가열로 제작 및 온도 콘트롤러

1219 Traverse system 제작

1220 몰리브덴 전극 제작

1221 흡착재 column 제작

1222 판재 용접시편 제작

1223 Laser 코팅장치 분말 필터 제작

1224 S/F 감온, 감압공정 PLC 제어반 제작

1225 레이져 차단판 지지대 제작

1226 이온빔 이용연구동 크레인 및 호이스트 제작

1227 중성자 카메라 받침대 제작

1228 캡슐용 납용기 제작

1229 RI 용액용 A-type 납용기 제작

1230 Zr 격자 spot welding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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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CRDM gripper 제작

1232 시편 제작

1233 Bubble trap 성능시험장치 제작

1234 전자빔 증착챔버 제작

1235 고주파 가속관 세척용 화학세정장치 제작

1236 모터 연동 초고속 DAQ 장치 제작

1237 멀티포트(36 port) mca 제작

1238 캡슐용납용기제작

1239 실험장치 계측제어 판넬 제작/설치

1240 Mo 전극 제작

1241 용해로 스탠드 제작

1242 LIBS sample holder 제작

1243 분리관 거치대 및 비커 보관대 제작

1244 실험장치 계측제어 판넬 제작/설치

1245 61봉 핵연료다발 모의체 제작

1246 FM target 용 picture frame cover plate 제작

1247 Cell 받침대 외 1종 제작

1248 페러데이 검출기 거치대 제작

1249 STS 거치대 제작

1250 전자빔 증착전원 및 부대장치 제작

1251 실험실 cover 제작

1252 챔버 도어 개선 제작

1253 Smear paper container 제작

1254 Fume hood 칸막이 제작

1255 Cold TAS radiation shield 제작

1256 TRIGA cask 용 basket 제작

1257 Crevice 시편 제작

1258 Be x-ray 윈도우 홀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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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ACPF hotcell light system 제작

1260 Cell holder with jippy jack 제작

1261 원거리 방사성물질 채취용 공구 제작

1262 하부설치 CRDM용 연장봉 어댑터 설계/시제작

1263 공기조화기 제작

1264 용접 지그 제작

1265 용해조 필터 제작

1266 납 컨테이너 제작

1267 Table 연결용 링크 제작

1268 볼밀 뚜껑 제작

1269 Sample air grinder 고정 지지대 제작

1270 시료지지대 제작

1271 가압지료용기 STS 커버 제작

1272 몰타르재료 OR공 무계장 캡슐(14M-16U) 설계  제작

1273
PRIDE 결정화 장치 냉각가스 포트 일괄 제어용 플랜지 개량 

제작

1274 수직 이온빔 장치용 x-y motion stage 제작

1275 침출셀 센서 고정나사 제작

1276 침출셀 cap 제작

1277 Bracker 제작

1278 연결 받침대 제작

1279 플라스틱 케이스 제작

1280 Filter trap 제작

1281 EC 측면각공 및 치구제작

1282 챔버 핸들 스토퍼 제작

1283 고온 최전반응기 제작

1284 방사성 고화체 제작용 고온 box furnace 제작

1285 TH-TAS cu monochromator 제작

1286 61봉 핵연료다발 모의체 및 주시험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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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감압증류/ 응축챔버 제작

1288 보드 지지대 제작 외 1종

1289 원격 후크 제작

1290 Compton suppression XRF stage  설계제작

1291 NB 이온원가속부 G1 그리드 제작

1292 Fission-Mo 용해조 샘플형 제작

1293 Autoclave crucible 외 1종 제작

1294 수분제거 장치용 금형 제작

1295 체인 박스 제작

1296 검출기 케이스 제작

1297 초전도자석용 셀 어뎁터 제작 및 가공

1298 실험용 cart 제작

1299 NTD 수력회전장치 (8인치) 설계/제작

1300 제어봉구동장치 모터 구동부의 성능시험장치 제작

1301 ATLAS 열전대 접속부 제작 설치

1302 셀 지지대 제작

1303 핫셀 샘플 지지대 제작

1304 Thermal evaporator 제작

1305 연료봉 드릴링머신벤취 제어반 제작

1306 Plate 부품제작

1307 TL/OSL 모듈 제작

1308 NDP 검출기, 마운트 플랜지 제작

1309 진공 스테이지용 시료대 제작 외 1종

1310 이온빔 가속관 챔버 제작

1311 핫셀용 고온 가열장비 제작

1312 체인고정 브라켓 제작

1313 대형나사 조임 기구 제작

1314 ITER TBM 용접시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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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전극셀 뚜껑 제작

1316 주사기 홀더 제작

1317 전자빔측정장치 component  제작

1318 68Ge/Ga shield제작

1319 Thermal evaporator 제작

1320 핵연료봉 레이저용접용 진공챔버 제작

1321 감마측정 제어용 스테이지 제어반 제작 설치

1322 Hot cell, turn Table 제작

1323 Pump stand 제작

1324 몰리브덴 플레이트 제작

1325 Ni ODS 분말 압출용 can 제작

1326 엔트캡 제작

1327 용융물 수냉 도가니 제작

1328 용융물 이송관 제작

1329 운반 박스 제작

1330 시료대 제작

1331 STS vial 제작

1332 TL/OSL 측정장치(측정시료대) 제작

1333 치구가공 및 제작

1334 Caster bracket 제작

1335 U-dendrite 압축성형장치 제작

1336 프로젝터 지지대 제작

1337 비파괴 검사 시편 제작

1338 핵분열생성물 거동 전산 모델 검증용 용융염 장치 제작

1339 광학 홀더 제작

1340 Heater sealing part 제작

1341 이온빔 인출단 제작

1342 Vent seal pot 제작 및 설치



- 214 -

1343 염 비산 특성측정 및 다용도 실험장치 제작

1344 이동식 rack 제작

1345 원격장치 서포터 제작

1346 차폐형 이온교환기 제작

1347 시료 보관함 제작

1348 Air 분배기 제작

1349 NB system assembly parts 제작

1350 불활성가스 챔버용 고온가열 장비 제작

1351 운전원 주제어 및 감독자 콘솔 모듈 제작

1352 안전장치 제어반 콘솔 모듈 제작

1353
SFR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센서 예비시작품 공기중  성능시험

장치 제작

1354 고체 표적 콘트롤러 제작

1355 실시간 커널 적재 노심보호 제어기 제작

1356 450Hz 전원 공급장치 제작

1357 커넥터 상부 모듈 제작

1358 보안문 콤프레셔 받침대 제작

1359 Sus cart 제작

1360 Sus guide 제작

1361 다이아몬드 기공을 이용한 15 MeV RF LINAC  가속관 제작

1362 막분리를 이용한 침출수 전처리 시스템 제작

1363 방사성 폐기물 재포장 드럼 제작

1364 고온 TGA 분석장치 제작

1365 핫셀내 덕트 제작

1366 핵연료제조용 글로브박스 제작

1367 폐파이프 평판화 장치 제작

1368 CANDU hot test loop  배관/수정/제작/설치

1369 X-band 고주파 전자가속기 빔 집속 및 진단용  전자석 제작

1370 제논 크립톤 포집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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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원전제염해체 기술개발부) 거품발생기 제작

1372 플래쉬램프 홀더 제작

1373 Gas tank용 stand 제작

1374 Extended steel bar 제작

1375 실험용 Cap(2ea) 및 계단식 발판 제작

1376
하부설치 제어봉구동장치/이차정지구동장치 검증시험 모의 핵연

료 집합체 제작

1377 3D프린터 이용 샘플제작 외 3종

1378 중성미자 검출기용 포터블크레인 제작 및 설치

1379 중수 운반용기 시험 모델 제작

1380 모의 표준핵연료 집합체 부품 제작

1381 보안문 컴프레셔 브라켓 제작

1382 모의핵연료집합체 부품제작

1383 체내방사능게측장비 검출기위치이동장치 등 개선 및 신규제작

1384
하부설치 제어봉구동장치/이차정지구동장치 검증시험 모의 핵연

료 집합체 제작

1385 SFR 핵연료 2차 열수력 시험용 무계장캡슐 설계 제작

1386 터보팬 제작(22kw)

1387 물 밀도 측정용 지그 제작

1388 내부식 및 김리형 고온반응기 제작

1389 반응증류용 reactor 제작

1390 저온 용융 겔 폐기물 롤러기 제작

1391 난분해성 폐기물 처리 저온 용융기 제작

1392 방사성 고화체용 탈염화 튜브 퍼니스 제작

1393 Tray 받침대 제작

1394 폐기물 처리 비닐 거치대 제작

1395 저울 거치선반 제작

1396 용기 덥개 제작

1397 소형 전기로 보호도구 제작

1398 아크릴 도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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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제습기용 프로파일 제작

1400 RⅠ용액용 A형 납용기 제작

1401 배관 가변치수 대응형 검사장치 제작

1402 하부설치 제어봉구동장치 외 2종 제작

1403 I-131 캅셀 납콘테이너 제작

1404 중장비 원격드라이빙 장치 제작

1405 제논크립톤포집기제작Ⅱ

1406 Iodine column set 제작

1407
방사성 고화체 침출특성 평가를 위한 단반향 흐름 침출  시험 

시스템 제작

1408
OECD ATLAS 실험장치 flash tank  순환계통 break nozzle 제

작 설치

1409
OECD ATLAS 실험장치 main steam 파단  유량 수집용 응축

관로 제작설치

1410 빔라인용 편향전자석 제작

1411 40m SANS 장치용 시료환경장치 제작

1412 Nauta mixer 제작

1413 SMART-ITL 시험용 수평배관 제작 및 설치

1414 STS stanel 제작

1415 펌프기어 부품 제작

1416 체인 박스 제작

1417 진공/수소 환원로 챔버 제작

1418 송출기용 4kV-60A 대전력 직류전원 제작

1419 용해조 서립형 mock-up 제작

1420 시료 지지대 제작

1421 실험용 받침대 제작

1422
비수냉식 진공우라늄 용해용 고주파 power supply 및 유도코일 

제작

1423 염소화 잔류물 처리장치 제작

1424 Beam stopper 제작 (1식-5set)

1425 검출기 윈도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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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진공플랜지 클램프 제작

1427 검출기 지지대 제작

1428 체인 고정 브라켓 제작

1429 ENF 주셔터 차폐체 시험용 mock-up 제작

1430 Safety enclosure와 오일탱크 제작

1431 x-y slit 제작

1432 AHX 전열관 튜브 번들 모사 제작

1433 Bio-D 시료대 고정부 제작 및 설치

1434 아크릴 마스크 보관함 제작

1435 제염설비 지지대 연장 fitting 제작

1436 힘센서 마운팅 베이스 제작

1437 Sim fuel 분말 균질혼합기 제작

1438 스캐너 제작

1439 금속이온빔장치 이온원용 전자석 및 진승함 제작

1440 부트 원격교체 시험장치 제작

1441
안전주입수 동적거동실험 1/5스케일 시험장치 시험대  구동장치 

제작

1442
SMART-ITL 안전주입배관 파단사고 모의시험을 위한 배관 및 

구조물 제작 설치

1443 금속핵연료 핫셀시험 구조물 제작

1444 실험실 배기장치 및 제습 unit 제작

1445 알루미늄 프로파일 제작

1446
Inconel 617 plate 및 800HT 플랜지 제작 1식 

(plate 2개, 플랜지2개)

1447 유해가스정화장치 제작 설치

1448 차콜필터 제작, 교체 및 실험

1449 NTD 조사통 모사장치 및 연관 장치 설계/제작

1450 SFR 연료봉 정밀측정 자동화장치 제작

1451 고속로 핵연료집합체 수력시험용 유동하우징 제작

1452 대용량 고화매질(SAP)제조를 위한 내부식성 furnace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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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3 물-공기 시험대 구동장치 제작

1454 SMART ITL 실험실 추락방지용 난간제작 설치

1455 OECD ATLAS 실험장치 measuring vessel 제작 및 설치

1456 부식 실험용 홀더 제작

1457 알루미늄 받침대 제작

1458 Trash box 제작

1459 배전반 MG 스위치 손잡이 제작

1460 실험대 받침대 제작

1461 Trash box 제작

1462 필터 유닛 제작

1463 ENF 주셔터 차폐체 시험용 mock-up 제작

1464 필터 케이스 제작

1465 파이로 메터 지지대 외 2종 제작

1466 Heator bracket 제작

1467 고기능 원격 조작시스템 관절모듈 시제품 제작

1468 STS 밸브 제작

1469 ODS 신합금 열간 압출용 can 제작

1470 온도센서 브라켓 제작

1471 광섬유 기포센서 정밀 자동이송시스템 제작

1472 FM 홀더 시제품 제작

1473 Multi harmonic buncher module 제작

1474 온도 컨트롤러 박스 제작

1475 가스탱크용 stand 제작

1476
공정실증용fission Mo. target 조사시험용 무계장캡슐 

(14F-17K) 및 조사표적 취급기 설계/제작

1477 납콘테이너 저장대 제작

1478 13F-06K 13F-07K 하우징 재 제작

1479 이온빔 장치 운전 시스템 제작설치

1480 ITER CORE sampling test 장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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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 광학셀 마운트 제작 외 1종

1482 브라켓 연결봉 제작

1483 필터 플러그 제작 (P.E)

1484 납 콘테이너 제작

1485 OECD ATLAS 실험장치 main heater 보관함 제작, 설치

1486 Autoclave crucible 외 1종 제작

1487 호이스트 바스켓 제작

1488 DFDF 감마측정기 window 제작

1489 아크릴판 제작

1490
공정 실증용  fission Mo. mini target 열수력시험 무계장캡슐 

(14F-18K) 설계, 제작

1491 격납건물 요소기술 검증장치 케이싱 제작 및 설치

1492 납 콘테이너 제작

1493 시료 집게 제작

1494 용융물 배출 플러그 제작

1495 Key bolt 제작

1496 실험실용 거치대 제작

1497 C-TAS CCR 지지대 제작

1498 알루미늄 홀더 제작

1499 필터박스 제작

1500 300kV high boltage terminal 제작

1501 진동시험용 마찰방식 지진격리 받침 제작

1502 플랜지 Inner cylinder 제작

1503 Collect chuck 제작

1504 ITER TBM 용접시편 제작

1505 도금 표적 제작

1506 센서 거치대 제작

1507 NTD 수력구동 회전시험용 챔버모듈 및 필터모듈 설계/제작

1508 Filter unit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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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 실험 지지대 제작

1510 구동축 커플러 제작

1511 Cold-TAS CCR 제작

1512 FHX 소듐밸브 제작

1513 열전대 제작

1514 볼트 나사 제작

1515 실험실용 칸막이 제작

1516 광폭 grid type 이온건 1식 제작

1517 센서 대칭 거치대 제작

1518 x-y stage 제작

1519 ODS 합금 시편 제작용 can 제작

1520 Cell light 교환대 개선부품 제작

1521
하부설치 이차구동장치 완충시스템 및 수력시스템 최적화에 따

른 시제작

1522 가압 극소비등 정밀측정 실험장치

1523 금속연료 덕트용 원소재 환봉 제조

1524 금속연료 부품용 와이어 원소재 제조

1525 PAMOS 전해환원 glove box, 가열로 및 외부반응기

1526 ATLAS 증기발생기 bloudon 배관

1527 ATLAS 주증기관 하중실험 파단 모의배관

1528 고화매질 및 고화체 제조용 마이크로웨이브 가열로

1529 IBSD z-stage system 개조

1530 동적 전산모델 검증용 셀시스템/글로브 박스

1531 모의 핵연료 제조

1532 양성자가속기센터 공조기 수리

1533 에너지 분산형 원소분석기 수리

1534 PRIDE 전해환원공정 파워써플라이 제어

1535 핫샤워 배수조 펌프 우회배관 설치

1536 Hybrid 핵연료 2차 열수력시험용 무계장캡슐(14F-0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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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7 Hybrid 핵연료 2차 열수력시험용 무계장캡슐(14F-11K)

1538 ACPF 전해환원공정 제어 및 모니터링 장치

1539 방사성물질취급 원격조정 설치대

1540 ATLAS silincer line 변경배관 작업

1541 핵융합로재료 CT공 계장캡슐(14M-04K)

1542 토양동전기 장치 수리

1543 위생 배수조펌프 & 비방사성 배수조펌프 우회 배관 설치

1544 원전배관 유체가속부식 실증시험설비

1545 Metering pump 수리

1546 Glove & gate 밸브 수리

1547 고분자 고정화제 분사장치

1548 전자빔 증착장치 system 제어부

1549 상부 사출주조장치 개조

1550 원격로봇 시험 배관목업

1551 관통부 파손 실험시편 가공

1552 고속로 시험 집합체용 연료봉 l 다발분 제조

1553 일체형 염화 우라늄 제조장치

1554 소듐냉각고속로금속연료 duct 예비 시제품 제조

1555 장섬유 강화 복합체 튜브 제조 시스템

1556 피복관 봉단 마개용 와이어 제조

1557 사출주조장치 중 상부주조장치 개조

1558 사출 주조 장치 개조 중 R.F working coil 외 도가니 개조

1559 최소재고제어모듈 콘솔

1560 Tac 분말 공급 및 증착 장치

1561 2MeV 전자가속기용 시료이송장치

1562
증기발생기 전열관 목관부 공기중/수중 임계감쇠비 측정 진동시

험대

1563 Alloy 617 plate 유로가공

1564 전열관 곡관부 수중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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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기기 보수

1565 AHX 소듐 유량 분배 물 모의 시험장치

1566
화학시험시설  Hot cell 방사성시료이송장치 control solenoid 

valve, pre umatic tube 및 관련 전원설비 전면교체

1567 안전주입수 동적거동장치 1/5 스케일 실험 가시화  시험부

1568 Alloy 617 유로판 유로가공 1식(45 sheet)

1569 상시용 활성탄필터 교체 및 누설시험

1570 초고온 헬륨루프 수리 및 보완작업

1571 ACPF 내부 반응기 저장용기 시제품

1572 내압형 조사튜브 다중크리프 시험기

1573 분산상 물질 펠렛 제조용 롤콤팩터

1574 Radiation shielded liaching cell 거치대 제작

1575 NH3  가스포집장치 제작

1576 방사화이미징 장치 개선

1577 ITER TBM pre-mock up 제작

1578 볼 플런지 브라켓 제작

No. JOB NAME

1 Alloy 600 봉재 절단가공

2 STS409 부식시험 시편가공

3 전열관 시편가공

4 반응탱크 절단가공

5 Tn-TAS ADU 연결장치 수리

6 무계장캡슐 mook-up 부품 수리 

7 Brazing specimen cutting 가공

8 가속기 support 가공

9 A6061 plate 가공

10 Punch 작업대 수리

11 S/G tube 절단 가공

12 Brazing specimen 절단 가공

13 NB 이온원 조립용 치구 수정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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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cryl plate 가공

15 Vapour 실험시설 유압리프트 수리/설치

16 상부 흑연동 버블 테스트 

17 H beam 절단 가공

18 냉각봉 연장가공

19 시편 block cutting 가공

20 시편 절단 가공

21 손상나사 제거가공

22 BIN 수리

23 350 ton 압출기 수직개조 이전설치

24 표준 시료대 수리

25 STS316 시편 가공

26 Zr 시편 가공

27 진공 상자 수리

28 고온로 부품 수리

29 Bio-C front box 지지대 수정가공

30 Alloy 690 시편 절단 가공

31 중성입자 검출기 증폭기함 수정가공

32 진공관 지지대 수리

33 DC-TOF 탱크 포트 차폐부 가공

34 Al profile 가공

35 검출기 증폭기함 수정가공

36 솔레노이드 수리

37 시료용기 adapter tap 가공

38 시료용기 장착용 adapter hole가공

39 시편걸이 hole 가공

40 차폐용기 집합체 해체

41 용접시편 가공

42 탄소강 주조재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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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Zr Tube 절단 가공

44 Acryl plate 가공

45 조사튜브 내압 크리프시험기 가압부 수리

46 액체 질소 cart 수리

47 바리케이트 바퀴 교체 수리

48 폐액 마개 hole 가공

49 열처리시편 절단 가공

50 티타늄 전극 가공

51 차폐체 가공

52 냉중성자 차폐체 수정 가공

53 Source holder disk hole 가공

54 열팽창 측정시편 가공

55 금속폐기물 피복관 절단 가공

56 Filter system 구성용 고무마개 천공 가공

57 ODS 시편 가공

58 STS flange hole 가공

59 X-Ray filter hole 가공

60 OSL장치 추가 부품 가공

61 빔셔터 외경 가공

62 Flange hole가공

63 Motor 부품가공

64 다이오드 마운트 tapping 가공

65 STS plate 가공

66 STS 다공판 가공

67 냉각장치 수리

68 He leak test plate hole & tap 가공

69 스토퍼 hole 가공

70 Connector 내경가공

71 Plastic scantillator 가공

72 NDP 빔셔터 상판 절단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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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후드장치 부품 수리

74 ODS시편 절단가공

75 RF cavity 부품가공

76 Zircaloy-4 피복관 절단가공

77 나사가공

78 Alloy600 round 13cm 가공

79 하나로 금속폐기물 절단

80 밧드& pom 가공

81 Eye bolt welding

82 작업 table caster 부착

83 단색기 지지대 수리

84 POM 가공

85 시편절단가공

86 STS flange hole 가공

87 DC-TOF 부품 tap 가공

88 시편 drilling가공

89 광학 table 부품 가공

90 Zr 피복관 lutting 가공

91 Lead brick 가공

92 용접봉 봉단마개 가공

93 ODS 열간 압연시편 가공

94 3축분광장치 세그먼트 차폐제 수리

95 Angle가공 

96 Tube 양단면 가공

97 Zircaloy-4 피복관 절단 가공

98 Tube 양단가공

99 STS강관 가공

100 Zirlo 피복관 절단가공

101 Zirlo 관 hole 가공

102 Zr - INB봉 절단 가공

103 비닐 피더로울러 가공

104 금속관 hole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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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고정판  hole 가공

106 시편 절단가공

107 End cap chamfer 가공 

108 계측기 die 수정 가공

109 산란 장치용 시료대 수정가공

110 End cap 양단가공

111 육각렌치 절단 및 용접 가공

112 클램프 나사선 가공

113 End cap champer 가공

114 정문 바리케이트 바퀴 수리

115 Bio-D 진공쳄버 부품수리

116 STS 316L plate cutting 가공

117 STS round bar 크랙 가공

118 아크릴 유동관 차압측정 tap 가공

119 크레인 커넥터 블록 수정 가공

120 펌프 노즐 수거

121 Tube 양단 가공

122 철판 가공

123 Tube 양단 가공

124 Fitting 가공

125 Tube 내경 가공

126 Tube 양단 및 내경 가공

127 Al 부품 가공

128 수평식 탈피복장치 롤러 가이드 tapping

129 Steel plate 가공

130 Al plate  가공

131 Tube 양단가공

132 Al부품 가공

133 End cap 가공 및 지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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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AL 부품 홈 가공

135 STS tube 용접 가공

136 인코넬 표면 가공

137 시료캔 tap가공 

138 인코넬 판재시편 절단가공

139 STS tube cutting 가공

140 End cap 가공 및 지그 제작

141 드럼집게 개조 및 리프트 개조

142 End cap    

143 Screw 가공

144 End cap 가공

145 시편 holder 가공

146 STS 사편 hole 가공

147 Tube 양단가공

148 Disk 가공

149 Tube 양면가공

150 부품 절단 가공

151 Nut 가공

152 Washer 가공

153 STS plate 가공

154 STS plate 가공

155 냉각수 y 트레이너 수리

156 STS 시편 가공

157 STS pipe 가공

158 STS 판재 시편 가공

159 열전대 수정가공

160 Incone bar 절단가공

161 Zr-4 피복관 절단가공

162 PE 절단 가공

163 DC-TOF 탱크 PE 차폐체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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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STS plate 가공

165 zr-4 tube 절단 및 hole 가공

166 DC-TOF 시료 can tap 가공

167 팡형핵연료 부품 TIG welding 가공

168 Tube 내경가공

169 Tube 양단 가공

170 Pb 컨테이너 외 1종 가공

171 BN rod & STS spacer 가공

172 Al panel 가공

173 Al clamp 가공

174 Bn 가공

175 핵연료 제어봉 가공

176 진공 챔버 받침대 수정 가공

177 세라믹 전극 가공

178 온도센서 수리

179 Plastic jig 가공

180 납 컨테이너 가공

181 Zr-4 피복관 절단 가공

182 Polisher tool 가공

183 STS rod 가공

184 Heating jig 수정 외 1종 가공

185 Furnace 가공

186 RAFM 신합금 절단 가공

187 PE 가공

188 시린지 펌프 부품 절단가공

189 전극 가공

190 세라믹 단열부품 고정파트 가공

191 Zr 피복관 절단 가공

192 프로파일 cart 수정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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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파이프 허쿨레스 개조

194 전열관 절단 가공

195 Acryl plate 가공

196 RGA cell cover hole 가공

197 Tube cutting

198 ODS 신합금 canning

199 스펙트럼 측정기 탭 가공

200 NTD 흑연용기 버블 테스트

201 튜브 양단 가공

202 튜브 용접

203 STS 304 파이프 가공

204 핵연료 탄성 마운터

205 XRD 지그 수정

206 고온 피로 시험용 부품 가공

207 안내관 아답터 가공 및 용접

208 스틸봉 가공

209 공기흡입 control system pannel

210 Lift 부품가공

211 Tube 커텅

212 냉각수 분배 노즐 가공

213 Zirlo 피복관 절단

214 용접시편 절단 가공

215 ODS 신합금 ingot 가공

216 JIG 수리

217 Hole 가공

218 Tube 절단가공

219 버블테스트(NTD)

220 RI 조사리그 조립불량 수정가공

221 FCM 적층시편 절단가공

222 운반카트 수리

223 홀더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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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Tube 양단절단 및 양단가공

225 TBM plate 절단가공

226 SUS pipe 가공

227 센서 볼트 가공

228 알루미늄판 가공

229 RAFM강 1종 절단

230 레이저 차단판 수리

231 전열관 서포트 추가가공

232 알곤 농도 측정기 케이스

233 ODS 시험편 절단 및 분석 시료 채취

234 캔 파이프 부분용접 및 절단가공

235 환봉 가공

236 용접시편 절단 

237 STS plate 절단

238 Tube 절단 및 가공

239 STS plate 절단 가공

240 실린더 내경가공

241 사출용해로 스토퍼 가공

242 부품 수정 및 가공

243 Cavity 측정장비 가공

244 캔 용접 절단

245 아크릴판 절단

246 장비 고정용 목재판 가공

247 LM-guide(부착) 조립

248 인코넬 블록 가공

249 고정용 선반 부속 가공

250 폴리에스틸 가공

251 아크릴박스 개조

252 틈새시편 가공

253 피복관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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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업무결과 및 고찰

1. 2012 〜 2014년도 업무결과

2012 〜 2014년도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과제에서 수행한 원자력기기

장치개발 지원업무 실적을 보면 제작업무 1,060건, 보수업무 253건, 외주제

작 지원업무 518건 등 총 1,831건을 처리하면서 이와 관련된 설계 및 공무

관리 3,575건, 공정 및 품질관리 1,165건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연구개발과

제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업무내용은 표 7.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

모듈, Gas bubbler, 웜기어 호이스트 시험모듈, Cold TAS sample table, 냉

중성자 NDP 유도관 빔셔터 광자극 발광 스펙트럼 측정장치 등 1,060건을 

제작하였고, 에너지분산형 원소분석기 수리, 상부사출주조장치 개조, 3축분

광장치 세그먼트 차폐체 수리, 하나로 공기압축기 분해/보수, 충격파 진동

장치 수리 등 253건을 보수하여 의뢰부서에 공급하였으며, 특수가공 또는 

전문업체에서 제작이 요구되는 품목이나 우리과제의 구비장비 또는 제작기

간에 제한이 있는 PAMOS 전해환원 글로브 박스 가열로 및 외부 반응기, 

TaC원료 공급 및 증착장치, 모의핵연료 제조용 NAUTA MIXTER, 고온 

용융용 실험용 다중배열 전해정련 장치, PRIDE 모의 핵연료 제조용 분말 

혼합장치, 다목적 진공 소결로, 고분해능 검출기 이송시스템 등  518건을 

외주처리 함으로써 총 1,831건에 대한 설계 •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

한 설계 • 제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뢰부서와의 기술상담 후 기술자

료 조사, 생산설계 및 제작도면 작성, 공작재료의 구매 및 관리, 제작비산

출 및 통계 등 설계 • 공무관리업무 3,575건과 공정관리 및 품질보증 등 

1,165건을 병행하여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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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기기의 제작 및 보수업무 실적

구   분   주   요   공   작   지   원   작   업   명
처 리
건 수

제   작

업   무

∙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 Gas bubbler

∙ 웜기어 호이스트 시험모듈 제작

∙ Cold TAS sample table 제작

∙ I-131 캅셀용 납용기 (중·대형) 제작

∙ 중성자 조사표적 절단기 제작

∙ Cold TAS 차폐체 제작

∙ ITER TBM강 용접성 및 제작성 평가

∙ 이종금속 HIP 접합시편 canning 제작

∙ 바이오 회절장치 저온챔버 제작

∙ 원격후크 제작

∙ 광자극 발광 스펙트럼 측정장치 시료대 제작

∙ 냉중성자 NDP 유도관 빔셔터 제작

∙ Cold TAS analyzer 차폐체 제작

∙ RAFM강 용접시편 제작 

∙ 복수기/침전로/반응조 제작

∙ 시료혼합장치 제작

1,060

보  수

업  무

∙ 에너지분산형 원소분석기 수리

∙ 상부사출주조장치 개조

∙ 3축분광장치 세그먼트 차폐체 수리

∙ 하나로 공기압축기 분해/보수

∙ BDSM 유지보수 거치대 가이드 보수

∙ End cap 가공

∙ Alloy 617 판형시편 가공

∙ 수평식 탈피복장치 롤러가이드 수리

∙ 충격파 진동장치 수리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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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주

제   작

∙ PAMOS 전해환원 글로브 박스 가열로 및 외부 반응기 

∙ TaC원료 공급 및 증착장치 

∙ 모의핵연료 제조용 NAUTA MIXTER

∙ 방 사 선  발 생 장 치  광 전 자 총  제 작

∙ 방 사 선  폐 기 물  분 리  집 진 장 치  제 작

∙ 하 나 로  핵 연 료  집 합 체  제 작

∙ PR ID E 알 곤 셀  투 시 창  제 작 /설 치

∙ 격 납 건 물  요 소 기 술  검 증 장 치  제 작

∙ 고 분 해 능  검 출 기  이 송 시 스 템  제 작

∙ PR ID E 모 의 핵 연 료 봉  제 조 장 치  제 작

518

설     계

및

공 무 관 리

• 기 술 상 담  및  업 무 협 의   • 자 료 조 사

• 생 산 설 계  및  제 도       • 시 장 조 사

• 공 작 재 료  관 리          • 공 기 구  관 리

• 제 작 비  산 출  및  통 계    • 기 타  공 무  등

3,575

공 정 관 리 

및

품 질 관 리

• 제 조  공 정 관 리  및  검 사

• 작 업 기 술 관 리

• 품 질 보 증  업 무 (ISO  9001 시 행 ) 등

(1,165)

합                          계 1,831

  (합계건수는 실질적인 의뢰작업 처리건수로써 설계 및 공무관리, 품질

    보증 및 작업관리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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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수업무 253건은 연구 • 실험도중 발생하는 긴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작업 뿐 아니라, 기존의 실험기구 및 장치의 보수 또는 보정의 필요성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 보며 이는 연구소의 연구개발 업무가 장치제작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및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연구과제들이 꾸준하게 유

지되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2012〜2014년도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과제에서 수행한 업무 중 특이한 

내용은 시험용 알루미늄 타겟 용해모듈, Gas bubbler, 냉중성자 NDP 유도

관 빔 셔터 설계·제작, TOF-NDP 진공시료함 설계, ITER TBM 용접성 및 

제작성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위 장치들은 개념설계 단계에서부터 기본·상

세설계, 제작 및 공정·품질·업체관리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함께 수행함으로

써 전반적인 엔지니어링업무를 총괄하였다. 부품가공 능력향상을 위하여 

ATC(automatic tool change)시스템이 탑재된 MCT(machining center)를 

도입함으로써 생산능력 향상 및 정밀 기기장비제작에 대한 능력을 확보하

였다. 설계부문에서는 3D CAD 프로그램인 INVENTOR를 도입 및 활용함

으로써, 도면작업에 있어서 더 세밀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4년도에는 FDM방식과 MJM방식의 3D 프린터를 도입하였으며, 기존의 

첨삭가공방식과 다른 적층제조방식을 적용 하여, 제조 프로세스의 단축, 재

료비 절감, 제작시간단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장치개발팀은 ‘07년도부터 품질보증등급(Q, T Class)를 제작 • 공급할 수 있는 

기기장치개발 • 제작에 대한 품질 기준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여 품질보증시

스템을 구축 • 운영 하고 있으며, ‘14년도에도 사후관리 심사를 통과하여 품질보

증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다. 이로써 제작기술과 안정성의 국제적 인증, 원자력기

술개발정보의 외부 유출방지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원자력시설 안전운영과 관련된 긴급작업과 중장기 과제에 필요한 각종 

실험기기 등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공작업무를 수행하면서 축

적된 설계 • 제작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고 탄력적인 가공분야 운영을 한 결

과라 생각하며 이러한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내년도에도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설계 • 제작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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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결과에 대한 고찰

2012∼2014 년도 설계 • 제작 업무의 수행결과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와 표 9. 은 2012〜2014년도에 수행한 월별 설계 • 제작 업무 실적

을 건수와 금액으로 나타낸 것인데 3년동안 월평균 51건의 작업을 처리하

였으며, 건당 작업내용과 제작수량 및 작업공정 등이 모두 다를 뿐 아니라 

정밀작업이나 대형작업의 경우는 제작소요 시간이 길고 많은 인력이 투입

되는 반면 긴급을 요하는 작업이 많아 적기 공급을 위한 공정계획 수립에 

애로가 많았으나 유연성 있는 작업관리와 전 팀원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총 1831을 처리함으로 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의뢰자의 지참 재료비를 제

외한 금액은 1,686,075,000원 이었다.

  표 10. 은 가공분야별 업무 실적으로 외주제작을 제외한 경우, 정밀가공

이 많은 밀링가공분야가 31.5％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선반과 판

금 • 용접분야도 각각 24.1%와 16.4%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각 분야의 의뢰 

작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이는 다양한 가공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

인 의뢰 작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표 11. 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의 각종 의뢰 작업을 수행하는데 따른 

공무관리와 작업관리 등에 대한 내용으로써 재료비에 대한 공무관리 비중

이 39%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각 연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범위한 분야의 공작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계획

수립, 작업관리 또는 질적 서비스에서 모든 의뢰자들에게 만족감을 주기 

쉽지 않았지만 계속적인 품질보증시스템의 갱신, 적층제조기술 적용, 

CAD/CAM을 적용한 Turn-mill, MCT 가공, 방사선관리구역 내 서비스 시

행 등으로 향상된 제조기술 및 관리시스템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설계 •

제작 업무에는 지금까지와 같은 유형의 업무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상담 또는 기술자료 제공 등 무형의 설계 • 제작 업무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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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원자력기기장치 제작 • 보수실적

     구 분

  월

원자력기기

장치제작

원자력기기

장치보수

외주제작구매 

발주지원
계

 1 83 17 22 122

 2 92 24 27 143

 3 84 23 31 138

 4 78 19 34 131

 5 78 16 35 129

 6 99 21 51 171

 7 122 28 60 210

 8 99 22 68 189

 9 109 22 61 192

10 92 23 62 177

11 77 18 41 136

12 63 20 26 109

합계 1,076 253 518 1847

  건수는 완료기준임

  CNC 프로그램 개발은 기기장치 제작에 포함.

표 9. 사업별 자체제작 실적 및 제작재료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월

중장기 사업 기관고유 수탁사업 기타 계

지원

실적
재료비

지원

실적
재료비

지원

실적
재료비

지원

실적

재료

비

지원

실적
재료비

1 75 15,708 34 49,648 9 2,285 1 504 119 68,145
2 46 10,476 71 188,088 14 5,339 8 2,180 139 206,083
3 36 23,055 57 79,168 13 1,484 18 1,541 124 105,248
4 44 5,997 60 153,973 11 4,387 4 1,576 119 165,933
5 51 22,414 54 78,933 5 41,341 4 1,580 114 144,268
6 58 9,117 76 126,735 13 2,201 6 2,924 153 140,977
7 85 6,893 86 45,668 13 7,801 4 1,070 188 61,432
8 75 18,496 65 152,483 7 15,809 7 3,862 154 190,650
9 74 16,550 81 55,573 9 29,318 6 2,301 170 103,742
10 43 18,532 69 162,595 6 5,680 14 5,136 162 191,943
11 59 20,041 46 150,789 6 3,172 5 1,360 116 175,362
12 49 13,353 37 113,099 8 3,099 7 2,741 101 132,292

합계 725 180,632 736 1,356,752 114 121,916 84 26,775 1,659 1,686,075

  외주제작 구매발주 지원 제외

  의뢰자의 지참 재료비 제외

  중장기사업(43.70%, 10.7％), 기관고유사업(44.36%, 80.5％)(지원,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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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가공분야별 업무실적

    분 야

 월
선   반 밀   링 판 금 • 용 접 외 주 • 기 타 계

1 32 42 26 22 122

2 38 53 25 27 143

3 35 47 25 31 138

4 34 40 23 34 131

5 30 41 23 35 129

6 38 53 29 51 171

7 52 64 34 60 210

8 41 54 26 68 189

9 42 58 31 61 192

10 44 53 18 62 177

11 33 42 20 41 136

12 26 35 22 26 109

계 445 582 302 518 1,847

백 분 율 24.1% 31.5% 16.4% 28.0% 100%

표 11. 공무관리 및 작업관리

        구                분   건     수   비  고

 • 생 산 설 계  및  공 작 도 면  작 성 585

 • 외 주 구 매  제 작 품  발 주 518

 • 물 품 구 입  및  시 장 조 사 408

 • 제 작 재 료 비  산 출  및  재 료 카 드  정 리 1,847

 • 지 출 대 체  결 의 서  작 성 121

 • 운 영 계 획  및  공 문  발 송 96

 • 제 조 공 정 관 리 268

 • 품 질 보 증  및  작 업 • 공 정 관 리 800

 • 기 타 공 무 97

               계 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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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연구원의 설계 • 제작 업무를 생산형태별 특성으로 분석하면

  ∙  연구부서의 필요에 의한 완전 수주생산 ; 예측생산이 불가능

  ∙  생산의 반복성이 없는 개별생산 ; 제품마다 제조공정이 다름

  ∙  다품종 소량생산 ; 생산준비, 작업방법 등이 제품마다 다름

  ∙  생산흐름의 단속생산 : 작업계획 및 공정관리의 복잡 • 난이

등과 같은 복잡한 생산체제에서 업무내용에 따른 가공방법과 조건은 광범

위하고 긴급 의뢰작업 등이 수시로 접수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작업관리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금까지 축적된 공작업무 경험과 탄력적 운영

등 유연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고객(의뢰자)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

여 노력을 하였다. 특히 적층제조기술을 도임함으로써 기존의 첨삭가공과 

융합하여 미래제조프로세스구축기반을 마련한 점과 지속적인 품질보증시스

템관리를 통하여 품질보증등급(Q, T class) 공급자격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구축한 내용 등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

각하며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계속 연구 • 보완해 나갈 과제라고 본다.

  2012 ∼ 2014년도에는 1,831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  개념설계부터 품질보증까지 장치개발의 전체 프로세스를 총괄함으로

써 장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작 품질 부분에서 의뢰자가 만족할 수 있

는 양질의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한 내용과

  ∙  3D 프린터의 도입으로, 기존의 첨삭가공방식과 다른 적층제조방식을 

적용 하여, 제조 프로세스의 단축, 재료비 절감, 제작시간단축의 효과를 기

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  CNC 장비를 활용한 부품가공으로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각 연구과제

에서는 연구기기의 개발 및 제작에 따른 업무와 기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

고 연구에 전념하여 연구효율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과제의 특성상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연구과제에서 의뢰되는 제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일부 분야의 업무가 다소 지연되는 

아쉬움도 있었으나 “운영의 묘”를 최대한 발휘하면서 공작업무의 불만요소 

해소에 최선을 기울였다고 보며 앞으로 보다 좋은 작업환경과 보다 발전적

인 업무수행방법 등을 연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

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 

보고서번호

 표준 

보고서번호
 INIS주제 코드

  KAERI/RR - 3761/2014

  제목/부제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

  연구책임자 및 과제명  염 기 언(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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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발 행 일  2014. 12

 페 이 지    P.259   도표  있음(  ), 없음(   ) 크   기    27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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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여부 공개(  ), 대외비(   ), _ _급비밀  보고서종류  연 구 보 고 서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300단어 내외)

 

 연구과제수행에 필요한 각종 연구기기를 개발 및 제작하여 적시적소에 공급 

 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작업무를 수 

 행하는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과제의 업무내용 및 범위, 의뢰작업의 내용과 

 당해년도에 수행한 주요 제작품에 대한 생산설계 및 제작내용 등을 기술하고 

 주요 공작도면을 수록하였다.

주제명 워드(10단어 내외)

 원자력기기장치개발지원, 업무내용 및 범위, 생산설계 및 공작도면, 의뢰작 
 업내용, 3D 프린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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