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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원자력계측제어기기 유지보수 및 제작

II.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

  우리 연구원에는 하나로 시설을 비롯하여 동위원소생산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 핵연료성

형가공시설 등의 핵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시설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중장

기 과제 등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험시설들이 계속 증설되거나 설치되고 있다. 이

러한 시설들에는 여러 종류의 계장설비들이 공정제어, 자료처리,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가동되고 있으나 설치된 지 오래된 경우 운영 중 오동작이나 고장으로 

인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노후시설이나 계장설

비들에 대한 개선이나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각 연구부서의 실험실에

는 정밀급 전자장비들이 수백 종 이상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의 고

장에 신속히 대처하여 정확히 보수하고 노후개소의 개선이나 교체를 통하여 방

사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에 대한 장해를 방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유

지하며, 연구 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기술 지원하는 데에 본 과제의 목적이 

있다.

III. 운영의 내용 및 범위

  원자력연구원 내의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방사성고화폐

기물시험시설, 새빛연료과학동, 하나로 및 부속시설 등의 원자력시설에 설치 운

영되고 있는 계장기기에 대한 교 • 보정, 연구용 전자장비의 적정성 유지 및 실

험장치 제작지원을 통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운전 지원 및 연구업무가 원

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한다.

   원내 원자력시설 내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의 공정계통에 대한 정기감사 대비

를 위해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의 핵연료저장 풀 수처리공정, 화학연구부의 액체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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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저장 및 이송계통 설비의 계장설비에 대한 교 • 보정을 수행하였다.

  방사선오염감시기용 스마트센서와 개발하였으며 가스흐름형 비례계수관에 대

한 표준교정절차서를 개발하였다. 

  공정계장설비의 교 • 보정, 노후 방사선감시장비 개선, 연구/실험실의 전자장비 

보수 및 제작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계장설비의 교 • 보정 및 유지보수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의 풀물처리공정의 계장기기 29건, 원자  

   력화학연구부의 화학시험시설에서 폐액처리공정의 계장기기 10건 수행     

2. 전자기기 유지 보수  

   - 환경연구부의 방사능확산 모의실험용 추적자포집장치 제어모듈 보수

   - 중대사고 해석분야의 Current Pulser 유지보수 

3. 방사선감시장치 설계 제작

   - 방사선오염감시기용 스마트센서와 가스흐름형 비례계수관 성능개선 

   - 노후방사선검출기 재생기술 개발 

4. 중수로 모의시험시설 MCT 온도측정시스템 설계 제작

   중대사고·중수로안전연구부의 중수로핵연료 냉각수 거동 평가를 위한 중수로 

모의시험시설 MCT 온도측정시스템 설계 제작

5. 전자실험장치 제작

   고전압제어장치, 광데이터 전송장치, 마그네트론 주파수 조정장치, 고전압 

전원장치, 진공챔버 제어장치, Melt Front Velocity 측정장치 등의 하드웨어 

제작 및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작성, 소형디지털계기를 위한 테스트베드

용 소프트웨어 개발

6. 보수유지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기데이터 수집 및 정리

  본 과제와 관련하여 전신오염감시기 제작공정과 비례계수관 제작기술을 산업

체에 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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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성과 및 기대효과

  원자력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공정설비에 대한 건전성 유지보수, 방사선측정 장

비에 대한 제작과 유지보수를 통하여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출입구에 설치하여 출입자들의 오염감시를 위한 전신오염감시기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계 제작기술과 비례계수관 설계제작기술이 국내 산업체에 이전 

되었다.

  노후방사선검출기의 재생기술 습득으로 해당 기술이 관련 원자력시설에서의 

노후방사선검출기의 재활용에 응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설에서의 검출기 

구입비 절감과 원활한 운영이 기대된다.

  본 과제를 통하여 계장기기 및 방사선 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

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설계 구축되었으며, 실제 데이터 적용으로 업무의 효율화

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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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Maintenance and Fabrication of Nuclear Electronic Equipment

II.  Objectives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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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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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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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lity). Since nuclear materials are treated in these plants, safe operation is 

always required in partic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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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data processing, safety manage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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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boratories for test and experiment. Most of the equipment and instruments 

are very sensitive, and they could make dangerous hazard due to un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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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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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pollution and the radiation damage.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is project has been performed to maintain and repair the nuclear 

electronic equipment and instruments at KAERI. Followings have been carried 

out during the past three years(2012～2014):

1. Calibration and correction of process equipment

   ;29 items at PIEF and 10 items at Chemical Analysis Team have been 

calibrated yearly during the past three years.

2. Repair of electronic equipment  

   ;maintenance of control modules of tracers for radiative diffusion simulation and 

a current pulser for Severe Accident Heavy Water Reactor Safet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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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3. Design and fabrication of radiation monitoring system

   ;upgrade of calibration procedures for smart sensor and gas flow-type 

proportional counter tube, and reuse technique for used radiation detectors    

4. Fabrication of a MCT temperature measuring system for heavy water 

reactor simulation facility

   ;a temperature measuring system for heavy water reactor simulation 

facility has been designed and fabricated.

5. Development of experimental apparatus

   ;controller of high voltage power supply, transmission apparatus of optical 

data, Software design requirements for Melt Front Velocity measuring        

apparatus, magnetron frequency controller, control circuit of a high voltage 

power supply, control apparatus for a vacuum chamber and  Software 

development of a test bed for small digital devices have been developed.

6. Database construction for effective maintenance

   ;the database system for managing the process equipment and radiation 

instruments that had been constructed in the previous stage has been 

upgraded..

  

IV. Results and expectation

   Through the maintenance of process equipment and radiation equipment in 

pilot plants at KAERI, facility could be operated and used. 

  The hardware and software techniques for developing contamination monitor 

system and radiation detectors have been transferred to a domestic company.

  The reuse technique for used radiation detectors can be applied for 

development of other radiation detectors research works.

  The database system for managing the process equipment and radiation 

instruments that had been constructed in the previous stage has been 

upgr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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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최근의 원자력계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세계 각 국이 원자력발전

을 포기하고 원자력의 대체에너지 개발을 모색하고 있지만 원자력과 같은 값싸

고 질 좋은 안정적인 에너지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원자력의 안전성 제고를 위

한 연구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다. 

  한편 우리 연구원 내에는 방사선 관련 파이롯 시설인 조사후연료시험시설, 하

나로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동위원소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방사성고화폐기

물시험시설, RI 폐기물폐기시설, 새빛연료과학동 등의 원자력시설들이 운영되고 

있고 또 중장기 등의 대형 국책과제의 일환으로 열수력시험시설 등 새로운 시설

들이 운영되고 있다. 건설된 지 오래된 시설의 경우 시설에 설치 사용되고 있는 

계장기기나 전자장비들도 부품의 노후화 또는 경시변화 등으로 인하여 제 기능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상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새로운 

시설의 경우 건설업체들의 하청에 의한 감리 불성실 등의 원인으로 시설이 제대

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또한 이들 원자력시설에는 

시설에 종사하는 작업자나 출입자들의 방사선 안전과 오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손발오염감시기, 공기오염감시기, 지역오염감시기, 배출가스감시기 등의 방사선감

시장치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장치가 항상 제 성능을 유지하도록 조치되어

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원내 원자력시설의 운영 과

정에서 발생되는 계장설비의 고장을 보수하고, 노후설비를 새로운 기기로 교체 

또는 대체하며, 공정제어 기기들과 연구실험장비들에 대한 유지 보수를 수행하여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운영상의 안전을 

유지하여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기술지원하고 있다.  

  2장 1절에서는 원내 원자력시설인 조사후연료시험시설의 ‘핵연료저장 풀 수처

리공정(Unit211)’과 화학연구부의 ‘액체폐기물 저장 및 이송기구’의 계장설비에 

대한 교.보정 수행내용을 기술하였으며, 2절에서는 원내 원자력환경안전연구부의  

방사능확산 데이터 수집 현장에서 사용하는 실험장치에 대한 정비 내역과 중대

사고 해석분야의 Current Pulser 유지보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3절에서는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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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시설에서의 오염감시기용 스마트센서 개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원내 원

자력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검출기 중에서 노후된  검출기 재생을 시도

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4절에서는 중대사고·중수로안전연구부의 중수로 모의

시험시설에서의 MCT 온도측정시스템을 설계 제작한 내용을 기술하였으며, 5절

에서는 연구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전자기기의 제작내용을 기술하였다. 6절에서는 

보수유지 효율화를 위한 기기 데이터베이스 개발내용을 기술하였으며 마지막으

로 3장에서 결론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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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본론

제1절 계장설비 교⋅ 보정 및 유지보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후연료 시험시설의 풀

물처리공정(Unit-211), 원자력화학연구부의 액체폐기물 저장 및 이송계통

(Unit-208)의 계장설비에 대한 교⋅ 보정과 유지보수를 수행하였다. 

1.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본 시설은 상용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반입되는 조사된 핵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로서 표 1.1.1과 같이 5개의 단위 공정으로 구성된다. 

제어반명칭 단위공정 공정명칭 구역번호

CA 211 Pool water treatment 7201

CB 212 Receiving of casks 8303

CC 015 Nuclear ventilation 6405

CD 208 Active waste networks 7409

CE 203 Inactive release lab 6424

표 1.1.1 조사후연료 시험시설의 단위 공정 구성 

  표 1.1.1의 5개의 공정 중 풀물처리공정의 계장기기에 대한 교 • 보정을 수행하

였으며, 이 공정의 교정검사 절차서(PIEF-OP-05-24)에 준하여 지시계 11개(수위

지시계 4개, 온도지시계 7개), 차압트랜스미터 5개, 차압스위치 13개의 계장기기

에 대해 수행하였다. 

 기기명 : 수위 지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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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Multimeter Fluke 23, NAGANO KEIKI Hand-Pump

  CALIBRATION 결과 

  (2012년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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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I-50.1

  

  - TAG. No : LI-55.1

   

   - TAG. No : LI-90

   

   - TAG. No : LI-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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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2 25 24.5 2 25 24.8

3 50 50.5 3 50 50

4 75 76 4 75 75.5

5 100 100.3 5 10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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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2 25 25 2 25 26

3 50 50.5 3 50 51

4 75 76 4 75 75.5

5 100 100.5 5 10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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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2 25 26 2 25 25.5

3 50 51 3 50 50.5

4 75 75.5 4 75 76

5 100 100.5 5 10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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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5 1 0 0.2

2 25 25.5 2 25 25

3 50 50.7 3 50 50.3

4 75 75 4 75 76

5 100 100.5 5 100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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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데이터)

   - TAG. No : LI-50.1

 

   - TAG. No : LI-55.1

   

   - TAG. No : LI-90

   

   - TAG. No : LI-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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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2 25 25 2 25 25

3 50 50 3 50 50

4 75 75 4 75 75

5 100 100 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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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2 25 25 2 25 25

3 50 50 3 50 50

4 75 75 4 75 75

5 100 100 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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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2 25 24 2 25 24

3 50 48 3 50 49

4 75 74 4 75 74

5 100 99 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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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2 25 25 2 2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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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데이터)

  - TAG. No : LI-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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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2 25 25.5 2 25 26

3 50 50.5 3 50 51

4 75 76 4 75 77

5 100 100 5 100 100

  - TAG. No : LI-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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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2 25 25 2 25 25

3 50 49.5 3 50 50

4 75 74.5 4 75 75

5 100 99 5 100 100

3 50 50 3 50 50

4 75 76 4 75 75

5 100 101 5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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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I-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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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2 25 25 2 25 25

3 50 50 3 50 50

4 75 75 4 75 75

5 100 99 5 100 100

  - TAG. No : LI-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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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1 0 0

2 25 24 2 25 24

3 50 49.5 3 50 50

4 75 74.4 4 75 75

5 100 99 5 100 100

  

 기기명 : 온도 지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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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BRATION 결과 

  (2012년 데이터)

   - TAG. No : T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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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2 100 0 0.1

109.73 25 25.4 109.73 25 25.3

119.40 50 50.5 119.40 5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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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TI-15

 

   - TAG. No : TI-20

   - TAG. No : TI-40.1

   - TAG. No : TI-40.2

   - TAG. No : TI-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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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2 100 0 0.3

109.73 25 25.6 109.73 25 25.4

119.40 50 50.2 119.40 5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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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1 100 0 0.1

109.73 25 25.2 109.73 25 25.1

119.40 50 50.3 119.40 5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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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2 100 0 0.3

109.73 25 25.4 109.73 25 25.3

119.40 50 50.1 119.40 5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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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3 100 0 0.2

109.73 25 25.2 109.73 25 25.4

119.40 50 50.3 119.40 5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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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3 100 0 0.3

109.73 25 25.3 109.73 25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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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TI-40.4

  

  (2013년 데이터)

   - TAG. No : TI-10

   - TAG. No : TI-15

 

   - TAG. No : TI-20

   - TAG. No : TI-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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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1/0.2 100 0 0.1/0.2

109.73 25 25.2/25.3 109.73 25 25.2/25.3

119.40 50 50.2/50.3 119.40 50 50.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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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3 100 0 0.3

109.73 25 25.3 109.73 25 25.3

119.40 50 50.3 119.40 5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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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1 100 0 0.1

109.73 25 25.2 109.73 25 25.2

119.40 50 50.2 119.40 50 50.2

119.40 50 50.3 119.40 50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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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2 100 0 0.3

109.73 25 25.2 109.73 25 25.3

119.40 50 50.3 119.40 50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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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TI-40.2

   - TAG. No : TI-40.3

   - TAG. No : TI-40.4

  

  (2014년 데이터)

  - TAG. No : TI-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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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1 100 0 0.3

109.73 25 25.3 109.73 25 25.3

119.40 50 50.3 119.40 5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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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2 100 0 0.3

109.73 25 25.3 109.73 25 25.3

119.40 50 50.3 119.40 5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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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6 100 0 0.6

109.73 25 25.6 109.73 25 25.6

119.40 50 50.6 119.40 50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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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0 0.2 100 0 0.3

109.73 25 25.3 109.73 25 25.3

119.40 50 50.3 119.40 5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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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100 0 0.1 100 0 0.1

109.73 25 25.2 109.73 25 25.2

119.40 50 50.2 119.40 50 50.2

  - TAG. No : TI-15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100 0 0.1 100 0 0.1

109.73 25 25.3 109.73 25 25.4

119.40 50 50.3 119.40 50 50.3

  - TAG. No : TI-20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100 0 0.2 100 0 0.2

109.73 25 25.3 109.73 25 25.3

119.40 50 50.4 119.40 50 50.4

  - TAG. No : TI-40.1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100 0 0.3 100 0 0.3

109.73 25 25.3 109.73 25 25.3

119.40 50 50.3 119.40 50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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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TI-40.2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100 0 0.2 100 0 0.2

109.73 25 25.2 109.73 25 25.3

119.40 50 50.2 119.40 50 50.3

  - TAG. No : TI-40.3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100 0 0.3 100 0 0.4

109.73 25 25.4 109.73 25 25.5

119.40 50 50.3 119.40 50 50.4

  - TAG. No : TI-40.4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모의입력( ) 기준( ) 출력( )

100 0 0.2 100 0 0.3

109.73 25 25.3 109.73 25 25.4

119.40 50 50.3 119.40 50 50.4

 기기명 : 차압 트랜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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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Multimeter Fluke 23, NAGANO KEIKI Hand-Pump

  CALIBRA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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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데이터)

    - TAG. No : LR 50.1

   

    - TAG. No : LR 55.1

    - TAG. No : LR 90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0 0 4 4.0 0 0 4 4.1

675 25 8 8.16 675 25 8 8.17

1350 50 12 12.36 1350 50 12 12.37

2025 75 16 16.41 2025 75 16 16.42

2700 100 20 20.5 2700 100 20 20.4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0 0 4 3.99 0 0 4 4.0

675 25 8 8.02 675 25 8 8.1

1350 50 12 12.30 1350 50 12 12.31

2025 75 16 16.39 2025 75 16 16.37

2700 100 20 20.63 2700 100 20 20.59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0 0 4 3.98 0 0 4 3.99

337.5 25 8 8.21 337.5 25 8 8.19

675 50 12 12.4 675 50 12 12.37

1012.5 75 16 16.35 1012.5 75 16 16.4

1350 100 20 20.3 1350 100 20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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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R 60

   

   - TAG. No : FI 40

  (2013년 데이터)

    - TAG. No : LR 50.1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0 0 4 3.96 0 0 4 3.97

675 25 8 8.1 675 25 8 8.2

1350 50 12 12.2 1350 50 12 12.2

2025 75 16 16.3 2025 75 16 16.2

2700 100 20 20.3 2700 100 20 20.2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0 0 4 4.0 0 0 4 4.0

450 25 8 7.98 450 25 8 8.0

900 50 12 12.2 900 50 12 12.3

1350 75 16 16.47 1350 75 16 16.5

1800 100 20 20.3 1800 100 20 20.4

공급압력

(mmH2O)
유량(%)

기준

(mA)

출력

(mA)

공급압력

(mmH2O)
유량(%)

기준

(mA)

출력

(mA)

0 0 4 3.97 0 0 4 3.99

625 25 8 8.07 625 25 8 8.12

1250 50 12 12.05 1250 50 12 12.10

1875 75 16 16.10 1875 75 16 16.21

2500 100 20 20.1 2500 100 20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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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R 55.1

    - TAG. No : LR 90

    - TAG. No : LR 60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0 0 4 3.95 0 0 4 3.96

675 25 8 8.1 675 25 8 8.1

1350 50 12 12.1 1350 50 12 12.3

2025 75 16 16.2 2025 75 16 16.4

2700 100 20 20.5 2700 100 20 20.4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0 0 4 4.02 0 0 4 4.03

337.5 25 8 8.1 337.5 25 8 8.2

675 50 12 12.3 675 50 12 12.4

1012.5 75 16 16.4 1012.5 75 16 16.5

1350 100 20 20.5 1350 100 20 20.7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공급압력

(mmH2O)
수위(%)

기준

(mA)

출력

(mA)

0 0 4 3.97 0 0 4 3.97

450 25 8 8.1 450 25 8 8.2

900 50 12 12.2 900 50 12 12.4

1350 75 16 16.6 1350 75 16 16.6

1800 100 20 20.5 1800 100 2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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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FI 40

  (2014년 데이터)

  - TAG. No : LR 50.1

공급압력

(mm H2O)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

(mm H2O)
기준(mA) 출력(mA)

0 4 4.01 0 4 4.01

675 8 8.02 675 8 8.03

1350 12 12.13 1350 12 12.16

2025 16 16.23 2025 16 16.22

2700 20 20.04 2700 20 20.09

  

  - TAG. No : LR 55.1

공급압력

(mm H2O)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

(mm H2O)
기준(mA) 출력(mA)

0 4 4.05 0 4 4.04

675 8 8.14 675 8 8.14

1350 12 12.18 1350 12 12.19

2025 16 16.26 2025 16 16.28

2700 20 20.32 2700 20 20.33

공급압력

(mmH2O)
유량(%)

기준

(mA)

출력

(mA)

공급압력

(mmH2O)
유량(%)

기준

(mA)

출력

(mA)

0 0 4 3.98 0 0 4 4.0

625 25 8 8.1 625 25 8 8.2

1250 50 12 12.1 1250 50 12 12.2

1875 75 16 16.2 1875 75 16 16.1

2500 100 20 20.2 2500 100 20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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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R 90

공급압력

(mm H2O)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

(mm H2O)
기준(mA) 출력(mA)

0 4 4.01 0 4 4.02

337.5 8 8.03 337.5 8 8.02

675 12 12.03 675 12 12.04

1012.5 16 16.05 1012.5 16 16.05

1350 20 20.06 1350 20 20.05

  - TAG. No : LR 60

공급압력

(mm H2O)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

(mm H2O)
기준(mA) 출력(mA)

0 4 3.99 0 4 3.99

450 8 8.02 450 8 8.03

900 12 12.18 900 12 12.20

1350 16 16.27 1350 16 16.25

1800 20 20.34 1800 20 20.33

  - TAG. No : FI-40

공급압력

(mm H2O)
기준(mA) 출력(mA)

공급압력

(mm H2O)
기준(mA) 출력(mA)

0 4 4.02 0 4 4.02

625 8 8.17 625 8 8.16

1250 12 12.23 1250 12 12.19

1875 16 1634 1875 16 16.33

2500 20 20.31 2500 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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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명 : 차압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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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Multimeter Fluke 23, NAGANO KEIKI Hand-Pump

 CALIBRATION 결과

  (2012년 데이터)

  (2013년 데이터)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LA+55.2

LO-55.3

LA+50.2

LW+50.4

LO-50.3

50

100

50

50

100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LA+55.2

LO-55.3

LA+50.2

LW+50.4

LO-50.3

LW-10

LO-10

LW-15

LO-15

LW-20

LO-20

LW+51

LW+53 

50

100

50

50

99

50

20

50

20

50

20

30

49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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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데이터) 

 

  

 

LW-10

LO-10

LW-15

LO-15

LW-20

LO-20

LW+51

LW+53  

50

20

50

20

50

20

30

50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LA+55.2

LO-55.3

LA+50.2

LW+50.4

LO-50.3

LW-10

LO-10

LW-15

LO-15

LW-20

LO-20

LW+51

LW+53  

50/49

100/99

50/49

51/50

99/99

49/50

19/19

51/51

20/20

50/50

20/20

31/30

49/50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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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학시험시설

  표 1.2.1, 표 1.2.2, 표 1.2.3은 화학연구부의 액체폐기물 저장 및 이송계통의 계

장기기에 대한 2012년, 2013년, 2014년의 교⋅ 보정 내역을 각각 보여준다.

Checking list of pneumatic valves and gauges

(연간 점검기록표)

기 록 번 호

-

점 검 일 자  2012년 5 월 15 일 점 검 시 간
 10 시부터  17 

시까지

점검수행자    홍 석 붕    인 확  인  자    박 용 준  인

No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Gauge Working value Set rotameter Contact 양호, 불량

1 LIW 90.1
기준값 0-1000 mmWC 6 L/Hr 83%

양호
측정값 1000 83.3 

2 LA 90.2
기준값 1100 mmWC 6 L/Hr 91%

양호
측정값 1100 91.7 

3 LIW 95.1
기준값 0-1000 mmWC 6 L/Hr 83%

양호
측정값 999 83.3 

4 LA 95.2
기준값 1100 mmWC 6 L/Hr 91%

양호
측정값 1100 91.7 

5 LW 96
기준값 50 mmWC 6 L/Hr 50 mmWC

양호
측정값 50 50  

6 LW 91
기준값 50 mmWC 6 L/Hr 50 mmWC

양호
측정값 50 50  

7 TIW 90.1
기준값 15-50 oC 50 oC

양호
측정값 106∼119 Ω 119 Ω

8 TIW 95.1
기준값 15-50 oC 50 oC

양호
측정값 106∼119 Ω 119 Ω

9 TO 90.2
기준값 15-50 oC 50 oC

양호
측정값 119 Ω 119.4 Ω

10 TO 95.2
기준값 15-50 oC 50 oC

양호
측정값 119 Ω 119.4 Ω

 - 1년 주기로 항목별 측정값을 기준값과 비교하여 정상상태 여부를 판정     
 - 판정, 양호(O) : 기준치 유지     불량(X) : 기준치 이탈  

표 1.2.1 Unit 208의 계장기기 교⋅ 보정 데이터(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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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ing list of pneumatic valves and gauges

(연간 점검기록표)

기 록 번 호

-

점 검 일 자  2013년 5 월 24 일 점 검 시 간 10 시부터  17시까지

점검수행자    홍 석 붕    인 확  인  자      박 용 준  인

No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Gauge Working value Set rotameter Contact 양호, 불량

1 LIW 90.1
기준값

0-1000 

mmWC
6 L/Hr 83%

O

측정값 1000 83.3 

2 LA 90.2
기준값 1100 mmWC 6 L/Hr 91%

O
측정값 1100 91.7 

3 LIW 95.1
기준값

0-1000 

mmWC
6 L/Hr 83%

O

측정값 1000 83.3 

4 LA 95.2
기준값 1100 mmWC 6 L/Hr 91%

O
측정값 1100 91.7 

5 LW 96
기준값 50 mmWC 6 L/Hr 50 mmWC

O
측정값 50 50  

6 LW 91
기준값 50 mmWC 6 L/Hr 50 mmWC

O
측정값 50 50  

7 TIW 90.1
기준값 15-50 oC 50 oC

O
측정값 106∼119 Ω 119 Ω

8 TIW 95.1
기준값 15-50 oC 50 oC

O
측정값 106∼119 Ω 119 Ω

9 TO 90.2
기준값 15-50 oC 50 oC

O
측정값 106∼119 Ω 119.4 Ω

10 TO 95.2
기준값 15-50 oC 50 oC

O
측정값 106∼119 Ω 119.4 Ω

 - 1년 주기로 항목별 측정값을 기준값과 비교하여 정상상태 여부를 판정     
 - 판정, 양호(O) : 기준치 유지     불량(X) : 기준치 이탈  

표 1.2.2 Unit 208의 계장기기 교⋅ 보정 데이터(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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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ing list of pneumatic valves and gauges

(연간 점검기록표)

기 록 번 호

-

점 검 일 자  2014년 6 월 12 일 점 검 시 간 10 시부터  17시까지

점검수행자    홍 석 붕    인 확  인  자    박 용 준    인

No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Gauge Working value Set rotameter Contact 양호, 불량

1 LIW 90.1
기준값

0-1000 

mmWC
6 L/Hr 83%

측정값 1000 83.3 

2 LA 90.2
기준값 1100 mmWC 6 L/Hr 91%

측정값 1100 91.7 

3 LIW 95.1
기준값

0-1000 

mmWC
6 L/Hr 83%

 
측정값  1000 83.3 

4 LA 95.2
기준값 1100 mmWC 6 L/Hr 91%

 
측정값  1100 91.7 

5 LW 96
기준값 50 mmWC 6 L/Hr 50 mmWC

측정값 50 50 

6 LW 91
기준값 50 mmWC 6 L/Hr 50 mmWC

측정값 49.5 49.5 

7 TIW 90.1
기준값 0-60 oC 50 oC

 
측정값  100～123.2 Ω    119 Ω

8 TIW 95.1
기준값 0-60 oC 50 oC

측정값  100～123.2 Ω    119 Ω

9 TO 90.2
기준값 15-50 oC 50 oC

측정값   106～119 Ω  119.4 Ω

10 TO 95.2
기준값 15-50 oC 50 oC

 
측정값   106～119 Ω  119.4 Ω

 - 1년 주기로 항목별 측정값을 기준값과 비교하여 정상상태 여부를 판정 
   
 - 판정, 양호(O) : 기준치 유지     불량(X) : 기준치 이탈  

표 1.2.3 Unit 208의 계장기기 교⋅ 보정 데이터(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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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명 : 차압 트랜스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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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Multimeter Fluke 23, NAGANO KEIKI Hand-Pump

    CALIBRATION 결과

   (2012년 데이터)

    - TAG. No : LIW+90.1

CAL. Point

 [%]

입 력

[ mmH2O ]

출력신호 [mA]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0 4 4.03 83.3% LIW+90.1 

Lamp On

91.7% LIW+90.2 

Lamp On

25 300 8 8.03

50 600 12 11.95

75 900 16 16..10

100 1200 20 20.12

    - TAG. No : LIW+95.1

CAL. Point

 [%]

입 력

[ mmH2O ]

출력신호 [mA]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0 4 4.05 83.3% LIW+95.1 

Lamp On

91.7% LIW+95.2 

Lamp On

25 300 8 8.08

50 600 12 12.02

75 900 16 15.96

100 1200 20 19.95

   (2013년 데이터)

    - TAG. No : LIW+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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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Point

 [%]

입 력

[ mmH2O ]

출력신호 [mA]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0 4 3.99 83.3% LIW+90.1 

Lamp On

91.7% LIW+90.2 

Lamp On

25 300 8 8.01

50 600 12 12.0

75 900 16 16.05

100 1200 20 20.1

    - TAG. No : LIW+95.1

CAL. Point

 [%]

입 력

[ mmH2O ]

출력신호 [mA]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0 4 4.0 83.3% LIW+95.1 

Lamp On

91.7% LIW+95.2 

Lamp On

25 300 8 7.9

50 600 12 11.9

75 900 16 15.9

100 1200 20 19.99

   (2014년 데이터)

    - TAG NO : LIW+90.1

CAL. POINT

[ % ]

입  력

[ mmH2O ]

출 력 신 호 [ mA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25

50

75

100

0

300

600

900

1200

4

8

12

16

20

4.01

8.03

12.06

16.11

20.15

  

83.3%-LIW+90.1 

   LAMP ON

  

91.7%-LA+90.2

  LAM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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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LIW+95.1

CAL. POINT

[ % ]

입  력

[ mmH2O ]

출 력 신 호 [ mA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25

50

75

100

0

300

600

900

1200

4

8

12

16

20

4.02

7.98

11.97

16.04

20.09

 

83.3%-LIW+95.1 

   LAMP ON

 91.7%-LA+95.2 

    LAMP ON

 기기명 : 차압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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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ital Multimeter Fluke 23, NAGANO KEIKI Hand-Pump

    CALIBRATION 결과

   (2012년 데이터)

   (2013년 데이터)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LA+90.2

LO-95.2

LW+91

49

50

49

Lamp ON

Lamp ON

Lamp ON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LA+90.2

LO-95.2

LW+91

LW+96 

50

50

50

50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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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데이터)

 기기명 : 온도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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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BRATION 결과

  (2012년 데이터)

  - TAG. No : TIW+95

CAL. Point

 [ ]

입 력

[  ]

출력신호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100.0 0 0.3

15 105.8 15 15.2

30 111.6 30 29.9

45 117.5 45 45.2

60 123.2 60 60.0

  - TAG. No : TIW+90

LW+96 51   Lamp ON

      기 기 명   입력 경보값[mmH2O]     동작상태

LA+90.2

LO-95.2

LW+91

LW+96 

50

51

49.5

50   

Lamp ON

Lamp ON

Lamp ON

Lamp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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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 Point

 [ ]

입 력

[  ]

출력신호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100.0 0 0.1

15 105.8 15 15.1

30 111.6 30 30.0

45 117.5 45 45.4

60 123.2 60 60.1

  - TAG. No : TO+90.2

입 력

[  ]
출력신호 비 고

119.4 TO+90.2 Lamp Off
Tank 온도가 50 가 

넘으면 PV-6가 열리지 않음

  - TAG. No : TO+95.2

입 력

[  ]
출력신호 비 고

119.4 TO+95.2 Lamp Off
Tank 온도가 50 가 

넘으면 PV-6가 열리지 않음

  (2013년 데이터)

  - TAG. No : TIW+95

CAL. Point

 [ ]

입 력

[  ]

출력신호 [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100.0 0 0.2

15 105.8 15 15.3

30 111.6 30 30.1

45 117.5 45 45.2

60 123.2 60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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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TIW+90

CAL. Point

 [ ]

입 력

[  ]

출력신호 [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100.0 0 0.1

15 105.8 15 15.2

30 111.6 30 30.2

45 117.5 45 45.5

60 123.2 60 60.2

  - TAG. No : TO+90.2

입 력

[  ]
출력신호 비 고

119.4 TO+90.2 Lamp Off
Tank 온도가 50 가 

넘으면 PV-6가 열리지 않음

  - TAG. No : TO+95.2

입 력

[  ]
출력신호 비 고

119.4 TO+95.2 Lamp Off
Tank 온도가 50 가 

넘으면 PV-6가 열리지 않음

  (2014년 데이터)

  - TAG NO : TIW+95

CAL. POINT

[  ]

입  력

[ ohm ]

출 력 신 호 [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15

30

45

60

100.0

105.8

111.6

117.5

123.2

0

15

30

45

60

 0.1

15.1

30.2

45.1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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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G NO : TIW+90

CAL. POINT

[  ]

입  력

[ ohm ]

출 력 신 호 [  ]
비  고

표준치 교정치

0

15

30

45

60

100.0

105.8

111.6

117.5

123.2

0

15

30

45

60

0.1

15.0

30.1

45.3

60.3

  - TAG NO : TO+90.2

입   력

[ ohm ]
출 력 신 호 비   고

 119.4 TO+90.2 LAMP OFF
TANK 온도가 50 가 넘으면 

PV-6가 열리지 않음

   - TAG NO : TO+95.2

입   력

[ ohm ]
출 력 신 호 비   고

 119.4 TO+95.2 LAMP OFF
TANK 온도가 50 가 넘으면 

PV-6가 열리지 않음



- 30 -

제2절 전자기기 유지보수

1. 방사능확산 모의실험용 추적자포집장치 제어모듈 보수

  원자력환경안전연구부에서 현장에 설치하여 활용해 왔던 방사능확산 모의실험

용 추적자포집장치 제어모듈을 보수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수행하였다.

가. 보수 과정

(1) 외관상 부품 파손 및 부식 여부 확인

  1차로 고장 증상 파악을 위해 외관상 부품 파손 및 부식 여부 확인하는 작업

을 그림 2.1.1과 같이 진행하였다.

그림 2.1.1 외관상 부품 파손 및 부식 여부 확인

(2) 동작 상태 확인

  2차로 고장 증상 파악을 위해 전원을 공급하여 동작 상태 확인하는 작업을 그

림 2.1.2와 같이 진행하였다.

(3) 도면 확인 및 원인 파악

  방사능확산 모의실험용 추적자포집장치 제어모듈의 설계문서를 참고하여 1차, 

2차 확인 작업을 거쳐 파악한 고장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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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동작 상태 확인

(4) 부품 교체

  파악한 고장 원인을 토대로 부품 교체 및 수리 작업을 그림 2.1.3과 같이 진행

하였다.

그림 2.1.3 부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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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수 결과     

  표 2.1.1은 작업결과보고서로서 원자력환경안전연구부에서 의뢰한 방사능확산 

모의실험용 추적자포집장치의 제어모듈을 보수한 내역을 보여준다.

표 2.1.1 방사능확산 모의실험용 추적자포집장치 제어모듈의 보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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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urrent Pulser 유지보수

  중대사고·중수로안전연구부에서 의뢰한 Current Pulser 장치에 대한 고장유무

를 판별하기 위해 아래 같이 점검을 수행하였다.

가. 점검 과정

(1) 1차 동작 상태 확인

  고장 증상 파악을 위해 전원을 공급하고 오실로스코프로 동작 상태 확인하여 

그림 2.2.1와 같이 진행하였다.

그림 2.2.1 동작 상태 확인

(2) 도면 확인 및 육안검사

  Current Pulser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여 점검부위에 대한 육안검사를 시행하였

다.

(3) 2차 동작상태 확인

  Current Pulser 사용 설명서를 참고하여 동작상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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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점검 결과

  2차 동작상태를 확인한 결과 그림 2.2.1에 나타나 있는 조작부의 “Fire" 버튼을 

누르면 폭파전원이 기폭장치에 인가되어 출력전원에 연결된 시험용 부하저항이 

그림 2.2.2와 같이 연소되는 것을 통하여 정상 동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2.2 정상동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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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방사선감시시스템 설계제작

1. 방사선오염감시기용 스마트센서 개발

가. 개요

  이미 개발된 가스흐름형(Gas Flow type) 방사선센서를 스마트센서로 개발하여 

방사선오염감시기의 상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α와 β-γ 동시검출가능 가스

흐름형 방사선센서 성능개선, 스마트센서 구조개발, 스마트센서용 신호처리 및 

디지털출력 보드 개발, 기존 제작품 대비 효율 개선, 센서분야 특허 확보 등이며 

센서의 자체개발과 신호 측정 및 처리를 위한 전자 모듈을 개발하였다.

(1) 방사선측정원리

   방사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검출기와 측정회로로 구성된다. 측정

원리는 방사선의 이온화작용이나 들뜸(발광)작용, 화학작용, 사진작용, 핵반응 등

을 이용한다.

   다음 표 3.1.1은 측정원리에 따른 방사선검출기의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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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원리 검출기명칭 측정방사선 비고

전리

작용

기체전리

이온함

직류이온함 베타/감마 X선,감마선선량율

펄스이온함 중하전입자 계수측정,에너지측정

비례계수관 알파/베타,중성자 

GM관 베타/감마 에너지분해능 없음

고체

(반도체)

전리

HPGE 엑스선, 감마선 에너지분해능 탁월

Si(Li) 엑스선, 감마선 저에너지엑스선측정

표면장벽형 알파

CdTe, HgI2, GaAs 엑스선, 감마선 상온에서 냉각불필요

여기

작용

무기물질섬

광

NaI(Tl), CsI(Tl) 엑스선, 감마선

ZnS(Ag) 얼파

Li(Eu) 중성자

유기물질섬

광

액체섬광(LSC) 알파,저에너지베타 3H,14C14 측정

플라스틱 베타

열형광 TLD 선량측정

화학

작용
프리케선량계 선량측정 고선량 측정

감광

작용
필름감광 필름뱃지 선량측정

핵반

응

핵분열함,

반도양성자검출기
중성자

표 3.1.1 측정원리에 따른 방사선검출기의 특성

(2) 기체검출기

   기체 밀봉형 검출기는 그림 3.1.1과 같이 밀봉된 기체 속에서 양극과 음극 사

이에 고전압을 인가하여 방사선에 의하여 이온화되는 정도를 검출하여 방사선의 

세기를 측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공기 중에서 하나의 이온쌍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34eV이므로, 입사방사선 에너지를 E라고 하면 생성되는 이온쌍

의 수는 N=E/W가 되고 생성되는 전하량은 Q=Ne=Ee/W 이므로 정전용량을 C라

고 하면 전압은 V=Q/C=Ne/C 가 된다. 이때 포집시간을 t라 하면 전류는 I=Q/t 

가 된다.

  기체 밀봉형 검출기는 인가전압에 따라 계수율이 그림 3.1.2와 같이 5가지 영역

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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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에 영역별 주요 특성을 요약하였다.

영역 주요 특성 

I 재결합 영역

.생성된 이온쌍이 수집 전에 일부 재결합

.인가전압을 높여줌으로써 재결합은 감소

.전극에 수집되는 이온 수는 인가전압 상승에 따라 증가

II 전리(이온)함 영역
.초기 이온쌍의 수만 검출(가스증배인자: 1)

.인가전압을 증가시켜도 수집된 이온수는 증가하지 않음

III 비례계수관 영역 .가스증폭(가스증배도: 105 ～ 106 )

III* 제한비례계수관

 영역

.UV에 의한 2차 전자사태가 완전히 방전되지 못하여 초기

 이온쌍 수에 대한 비례성 상실

.단순 계수는 가능하나 에너지 분해능 저해

IV GM 영역 .가스증폭이 중심전극 전역에서 발생(가스증배도: ～108 )

표 3.1.2 인가전압에 따른 영역별 주요 특성

그림 3.1.1 기체 밀봉형 검출기의 구조 

그림 3.1.2  기체 밀봉형 검출기의 인가전압에 따른 수집전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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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온 전리함

  (가) 동작원리

  알파선이나 베타선 등의 하전입자가 그림 3.1.3과 같이 기체속으로 입사하면 

기체분자가 이온화하고 양·음극의 전극에 걸린 전압에 의해 가속되어 전류가 흐

르게 된다. 일차 이온쌍에 의한 이온화 전류는 10-14 ～ 10-15A 정도의 미소량이

므로 직류증폭기를 이용하여 미소전류계로 측정하거나 1012Ω 정도의 고저항을 통

해서 양단에 생기는 전위차를 전위계로 측정한다. 이온화전류의 크기는 방사선의 

종류, 에너지플루언스율, 이온화상자의 크기, 기체의 종류와 압력에 의존한다. 그

림 3.1.3은 이온전리함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나) 주요 특성

  이온전리함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재결합 현상이 소멸하는 이온함영역에서 작동

- 입사에너지와 출력전류는 비례관계

- 에너지의존성은 비교적 낮다.

- 알파, 베타, 감마 구별이 가능

- 가스증배도가 1이므로 고선량일 때 측정이 유리

- 일차적으로 발생된 전자와 양이온들이 전부 전극에 모였을 때 측정하므로 전

류의 크기가 일정

- 이온함에서 나오는 신호가 작기 때문에 고증폭 전자회로가 필요

- 인가전압은 대략 1000V 이하

V 연속방전영역 .연속방전이 일어나는 영역으로 검출기 기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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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이온전리함의 원리도 

- 기체는 보통 대기압상태의 공기를 이용

- 가압형 전리함은 민감도가 높아 환경감시용으로 사용

- 전리함의 벽을 인체조직과 유사한 재질로 구성한 조직등가 전리함은 선량평가

에 사용

(4) 비례계수관

  (가) 동작원리

  전리함 영역보다 인가전압이 높아지면 초기에 생성된 전자는 전기장에서 가속

되어 2차 전리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고 이 2차 전자는 또 다른 전

리를 야기하면서 전자가 증식되는 전자사태(electron avalanche)가 발생하여 이온

쌍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며 전극에 수집된 이온 수는 1차 전리에 의한 이

온 수에 비례하는 관계가 성립된다. 기체증배도는 대략 105 ～ 106 이고 인가전

압, 전극의 구조, 기체의 종류 및 압력에 따라 다르다. 그림 3.1.4는 비례계수관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3.1.5는 구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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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비례계수관의 원리도 그림 3.1.5 비례계수관의 구조도

  비례계수관의 구조도에서 양극의 반지름을 a, 음극의 반지름을 b, 걸어준 전압

을 V라 하면 중심선에서 r만큼 떨어진 지점의 전계강도 E는 다음 식으로 표시된

다.


∙ln

 


전계강도는 양극에 가까울수록 갑자기 강해진다.

  (나) 주요 특성

  비례계수관의 주요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온함보다 높은 전압 영역에서 작동

- 출력펄스의 파고치는 입사 방사선의 에너지에 비례

- 출력펄스의 파고치를 통해 입사방사선의 에너지를 알 수 있다. 즉, 방사선장의 

특    성이나 측정시료의 방사성핵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 비정이 짧은 알파, 베타, 저에너지 X선 측정에 적합

- 이온쌍의 이동이 빨라 분해시간이 10-6초 정도로 GM관보다 짧다.(GM관 : 10-4

초)

  (다) 계수용 가스

  가속된 전자가 원자를 여기(excite)시켜 여기된 원자가 바닥상태로 천이하면서 

가시광선 또는 자외선을 방출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불필요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CH4와 같은 소멸가스(quenching gas)를 첨가한다. 소멸가스는 자외선 등

을 잘 흡수하는 반면 전자를 방출하지 않는다. 표 3.1.3은 계수용 기체를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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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비례계수관의 종류

  비례계수관의 종류에는 기체를 채운 후 밀봉한 밀봉형과 출입구를 설치하여 

기체를 천천히 흘리는 기체흐름형(gas flow)이 있다.  밀봉형은 X선, 감마선, 중

성자선의 검출에 사용되고 흐름형은 알파나 베타선의 검출에 사용된다. 그림 

3.1.6은 2π(좌측)와 4π(우측)기체흐름형 비례계수관의 구조를 보여준다.

- 3He 계수관

  3He(n, p)3H 반응을 이용하여 양성자를 계수하여 중성자를 측정한다. 열중성자

를 계수하여 스펙트럼 측정이 가능하다. 길이는 1cm～1m, 직경은 1～2.5cm와 

5cm의 크기를 갖는다. 그림 3.1.7은 3He 계수관의 모양을 보여준다.

기체조성 명칭 특성

90% Ar + 10% CH4 P-10 가스(PR가스) 알파, 베타 측정

95% Ar + 5% CH4 P-5 가스 알파, 베타 측정

90% Xe + 10% CH4 - 고감도 감마측정

100% CH4 - 신속타이밍

100% C3Hg - 고감도

64.4% CH4 + 32.4% CO2 + 3.2% N 조직등가 기체 선량측정

BF3 - 중성자 측정

표 3.1.3 비례계수관용 계수용 가스

그림 3.1.6 2π와 4π 기체흐름형 비례계수관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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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3He 계수관의 모양

  

- BF3 비례계수관

  열중성자 측정용으로 BF3 가스를 사용하고 10B(n, α) 7Li 핵반응을 이용하여 알

파선을 열중성자를 계수한다. 스펙트럼 측정은 불가능하고 고속중성자는 계수관 

둘레에 파라핀 등을 싸서 감속하여 측정한다. 그림 3.1.8은 BF3 비례계수관의 모

양을 보여준다.

그림 3.1.8 BF3 비례계수관의 모양

  (마) 비례계수관의 사용 예

  비례계수관은 원자력발전소등의 원자력시설의 보건물리 장비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그림 3.1.9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보건물리 장비로 설치 사용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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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오염감시기의 예를 보여 준다. 표 3.1.4는 비례계수관을 사용한 정문오염감시

기의 시방이다.

그림 3.1.9 정문오염감시기 (RADOS RTM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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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 규격 및 윈도우 

면적

body 6 x RGZ 2100(570x370mm)

hands, forearms 4 x RGZ 730(348x235mm)

head 1 x RGZ 730(348x235mm)

foot 2 x RGZ 730(348x235mm)

플래토우 길이 > 150V

플래토우 경사 < 1% over 100V

금속 마일라 창 window thickness  1mg/cm2, 6μm 

검출기용 가스 P10, P7.5, Ar/CO2

효율 베타 
Co-60 17%

Cl-36 21%

MDA for Beta(Bq)

body 

Co-60 35

Sr-90 11

Cs-137 21

Cl-36 21

손,발,

머리

Co-60 50

Sr-90 16

Cs-137 30

Cl-36 30

표 3.1.4 RADOS RTM850 시방

(5) GM 계수관  

  (가) 동작원리

  비례계수관은 전자사태 과정에서 여기된 원자가 방출하는 자외선 등에 의한 

전자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소멸가스를 첨가하지만, GM계수관에서는 이러한 전

자사태를 허용하며 기체의 증폭이 최대로 일어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자사태는 

양극의 강한 전기장 때문에 양극 근방에서 주로 일어나므로 양극 근방에는 많은 

수의 전자들과 양이온들이 존재한다. 양이온들은 벽재의 전자와 결합하여 중화하

면서 자외선을 방출한다. 이 자외선은 음극벽에 광전흡수되어 광전자를 방출하고 

이 광전자들은 또다시  기체분자들과 충돌하여 전자사태를 반복한다. 연속방전이 

일어나면 GM계수관은 방사선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내부소멸법(소멸기체봉입)

과 외부소멸법을 사용하여 연속방전을 방지한다.

  내부소멸법은 2차적으로 전자를 발생시키지 않는 소멸기능을 가진 소멸기체를 

GM계수관에 넣어 연속방전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표 3-5는 소멸기체의 비교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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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기체 유기기체 할로겐기체

수명 있음 (108 ～ 109 counts) 없음

사용전압 높음 (1000V) 낮음 (200～300V)

플래토우 기울기 낮음 (2%) 높음 (5～10%)

 표 3.1.5 소멸기체의 비교

  외부소멸법은 외부에 저항을 연결시켜 방전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양극전압의 

회복시간(수 ms)이 길어지기 때문에 고선량률 방사선검출에는 부적합하다.

  (나) 주요 특성

- 방사선의 종류나 에너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크기(수～수십V)의 출력펄스가 발

생된다. 

- 펄스크기가 크기 때문에 계측회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단순히 계수만 할 뿐 방사선의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선량이나 선량

률을 측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 기체증폭도 : 109 정도

- 불감시간이 길다 (수 백 μs 정도)

- 충전가스로는 

 . Q가스(99.5% He + 0.05% isobutane)

 . 전자와의 친화성이 작은 가스(He, Ar, Ne 등의 불활성가스) + 소멸가스(유기 

다원자 가스)

 . P10가스 (Ar 90% + 메탄가스 10%)

- 플래토우 구간이 길어 안정적 계수가 가능하다.

- 단창형의 재질로는 얇은 운모, 알루미늄, 유리(보통 30 mg/cm2)가 사용된다.

  (다) GM계수관의 불감 및 분해시간

  전자와 양이온의 이동속도가 약 1000배의 차이가 나므로 양극부근에서 아직 

음극쪽으로 완전히 이동하지 못하고 있는 양이온 때문에 전자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이 부분에 방사선이 들어와도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의 펄스가 생기지 않아 

계수할 수 없다. 계수할 수 없는 시간을 불감시간과 분해시간으로 나눈며, 그림 

3.1.10은 GM계수관의 불감 및 분해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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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감시간 : 전자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시간(보통 100μsec)

  .회복시간 : 출력펄스가 최초의 방전펄스와 같은 크기로 될 때까지의 시간

  .분해시간 : 출력펄스가 회복되어 그 선별레벨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그림 3.1.10 GM계수관의 불감 및 분해시간

  (라) 계수특성

  그림 3.1.11는 GM계수관 입사창에 적당한 강도의 베타선원을 두고 인가전압을 

서서히 높이면서 계수율을 측정한 모양을 나타낸다.

그림 3.1.11 GM 계수관의 계수 특성

- 계수개시전압(Vt) : 계수가 시작되는 전압

- 문턱전압(V1) : Vt보다 약간 높은 전압으로 V1이 되면 계수율의 급등은 일어

나지 않고 거의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 연속방전전압(V2) : V2 이상으로 전압을 높이면 계수율이 갑자기 증가한다.

- 플래토우 : 계수율이 일정해지는 구간(V1～V2)으로 폭이 길고 수평에 가까울

수록 좋다.

- 사용전압 : 사용전압은 플래토우 길이의 1/4 ～ 1/3 정도에 설정한다.

- 플래토우 경사 : 인가전압 100V의 변화에 대한 계수율의 상대적 변화율을 백

분비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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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토우 경사(%/100V) = 
 

 ÷ (V2-V1) x 100

  (마) GM 계수관 종류 및 용도

  표 3.1.6은  GM 계수관 종류 및 용도를 보여준다.

  (바) GM 계수관의 전자회로 

  그림 3.1.12는 GM 계수관의 전자회로를 보여주고 있다.

(6) 반도체 검출기

  반도체검출기는 이온화상자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의 이온화/들뜸 작용을 이용한 

방사선검출기이다. 반도체는 고체이기 때문에 고체검출기라 부른다. 실리콘, 게르

마늄 등의 반도체에 하전입자가 부딪치면 그 흔적에 따라 많은 전도전자와 양공

이 생긴다. 반도체검출기는 이 양공과 전도전자의 음·양전하를 수집하여 전류펄

스로 계수하는 일종의 펄스이온화상자이다.

  (가) 검출원리

  그림 3.1.13과 같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양단에 역바이어스 

종류 용도

원통형 X선, 감마선 측정

단창형 베타선 측정

액침형 물속에 녹아 있는 베타방사능 농도 측정

가스흐름형 알파선이나 저에너지 베타선 농도측정

표 3.1.6 GM 계수관 종류 및 용도

그림 3.1.12 GM 계수관의 전자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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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을 걸어주면 공핍층(deplection layer)이 생겨 전류는 흐르지 않는다. 하전입

자가 공핍층에 들어오면 전자와 양공이 생겨 각각의 전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발생한다. 반도체검출기에서는 이 전류펄스의 계수치로부터 입사방사선의 

플루언스를 구하는 것이다.

  (나) 특징

- 전자는 결정 속을 이동이 가능하고, 정공의 이동속도는 전자의 1/3 정도이다.

- 분해시간이 기체의 이온화를 이용한 검출기에 비해 1000배정도 빠르기 때문에 

고선량률 측정이 가능하디.

- 밀도가 기체보다 1000배정도 커서 감마선에 대한 검출효율이 우수하다.

- 반도체검출기에는 상온에서도 열적 여기에 의해 미량의 전류가 항상 흐르기 

때문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액체질소로 냉각시켜 주어야 한다.

- 방사선검출기의 에너지분해능은 펄스파고가 클수록 높은데 방사선검출기는 펗

스파고가 가장 크기 때문에 분해능이 가장 높다. 

- 반도체검출기 효율은 3“x3" NaI(Tl) 계측기로부터 25cm 거리에서 60Co의 1.33 

MeV 방사선에 대한 계측효율의 상대효율을 의미하다. 

- 최근에는 효율이 150% 이상도 제작되고 있다.

- 검출감도가 높기 때문에 검출기를 소형화할 수 있다.

- 감마선에 의한 방사선 손상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다.

  (다) 반도체검출기의 전자회로

  그림 3.1.14는 반도체검출기를 이용한 방사선측정장치의 회로구성을 보여준다.

  (라) 반도체검출기의 종류

  반도체검출기는 감지영역인 공핍층의 두께가 방사선의 도달거리보다 긴 것이 

그림 3.1.13 반도체검출기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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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데 이 공핍층의 제조방법에 따라 pn접합형, 표면장벽형, Li드리프트형이 

있으며, 그밖에 고순도반도체검출기(HPGe), CZT, HgI2, GaAs 검출기 등이 있

다. 그림 3.1.15는 반도체검출기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

① 확산접합형

- n형과 p형 반도체를 접합하는 것으로서 ‘n-p 접합형 검출기’ 또는 ‘n-p 접합 

다이오드‘라고한다.

- 구조가 간단하고 분해능이 다소 떨어진다.

- 공핍층의 두께는 10～500 μm이며 주로 알파선 측정에 사용한다.

② 표면장벽형

- n형 반도체인 Si의 표면을 부식시킨 다음 산화환경에서 금이나 니켈을 증착시

키면 p-n접합으로 된다.

- 표면으로부터 공핍층까지 매우 얇기 때문에 알파입자와 같은 중하전입자 검출

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 검출부 영역이 작기 때문에 감마선에 의한 백그라운드의 영향이 적다.

그림 3.1.15 반도체검출기의 종류

그림 3.1.14 Ge 반도체검출기를 이용한 방사선측정장치의 회로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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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드리프트형

- 공핍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p형 Si 또는 Ge 반도체에 Li를 열확산시켜 만들

며, ‘Li drifted 반도체검출기’라 하고 Ge(Li), Si(Li)로 표기한다.

- Li 원자의 이동을 막기 위해 액체질소온도(77K)로 냉각시켜 보관하거나 사용

한다.

- Si(Li)는 상온에서 수주일 동안 보관이 가능하나 Ge(Li)는 사용할 때나 보관할 

때에도 항상 냉각시켜 주어야 한다.

- Ge(Li)는 원자번호가 높아서 감마선 에너지 측정, 핵종분석용으로 사용되나 알

파나 베타선 측정에는 부적합하다.

- Si(Li)는 저에너지 X선이나 베타선 측정에 유리하다.

④ 고순도반도체검출기(HPGe)

- Ge의 불순물 정제기술이 발달하여 Ge(Li) 대신에 ‘고순도 Ge 검출기(High 

Purity Ge detector)'가 널리 사용된다.

- 상온에서 보존이 가능하고 방사선 측정시에만 액체질소로 냉각시킨다.

- Ge(Li)는 상온에서 Li이 이동하기 때문에 액체질소로 냉각해야 하지만 HPGe

는 열전자에 의한 잡음을 줄이기 위해 측정시에만 냉각시킨다.

- Li 드리프트형에 비해 유지가 편리하고 에너지 분해능이 탁월하나 가격이 고

가이다.

- 고순도 Si형 검출기는 Si의 녹는점이 높기 때문에 제작이 어렵다.

⑤ CZT, HgI2, GaAs 검출기

- 감마선 측정에 사용되고 에너지 갭의 간격이 커서 냉각하지 않고 상온에서 사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에너지 분해능이 좋치 않다. 

- 정공의 이동도가 상당히 느려 전하 수집에 문제가 있다.

- 결정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어 만드는데 크기제한이 있다.(최대길이 약 1cm 정

도)

- 에너지가 높은 방사선 측정에 불리하다.(1MeV 이하)

(7) 섬광검출기

  섬광검출기는 방사선의 들뜸작용에 의한 발광(형광) 현상을 이용한 방사선검출

기이다. 방사선이 섬광체에 부딪치면 많은 분자들이 들뜨게 되는데 이 분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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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상태로 되돌아갈 때 섬광을 방출한다. 1개의 방사선에는 1개의 섬광이 대응

한다.

  (가) 섬광물질

-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하였을 때 충만대에 있던 전자가 전도대로 여기되었다가 

약 10-8초 이내에 다시 바닥상태로 천이하면서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물질이다. 

- 섬광검출기는 입사하는 방사선장의 세기와 섬광방출량과의 비례성을 이용한다.

- 섬광물질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 유기질, 무기질로 분류한다.

- 섬광물질의 요건으로는,

  .방사선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효율이 높아야 함.

  .광 출력이 높아야 함.

  .빛의 투과성(투명도)이 좋아야 함.

  .발광의 감쇠시간이 짧아야 함.

  .발광스펙트럼이 광전자증배관의 분광감도에 적합해야 함.

  .만들기 쉽고 기계적과 화학적으로 내성이 높아야 함.

  .고에너지 감마선용으로는 원자번호나 밀도가 높고 부피가 커야 함.

  (나) 섬광체의 종류

  표 3.1.7은 섬광체의 종류를 나타낸다.

고체

무기결정 NaI(Tl), Li(Eu), ZnS(Ag), BGO, CWO,GSO, LSO

유기결정 안트라센, 스틸벤

플라스틱
폴리스틸렌에 파라-터피닐을 분산시켜 POPOP를 미량 첨가

한 것

액체
톨루엔이나 키실렌의 용매에 파라-터피닐이나 POP를 약 

5g/l 녹이고 POPOP를 미량 첨가한 것

기체 He, Ar, Xr, Xe

표 3.1.7 섬광체의 종류

  (다) 무기섬광검출기

  무기섬광체는 소량의 불순물(약 1%정도)을 포함한 무기염의 결정이 사용되며 

소량의 불순물은 발광중심이 되며 활성제(activator)라 한다. 밀도와 유효원자번

호가 크기 때문에 X선, 감마선 측정에 많이 사용된다. 유기섬광체에 비해 섬광효

율은 좋으나 섬광의 감쇠시간이 긴 것이 단점이다. 표 3.1.8은 무기섬광체의 종류

와 특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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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9는 무기결정형 섬광체의 장단점 및 용도를 나타낸다.

섬광체 NaI(Tl) CsI(Tl)
BGO

(Bi4Ge3O12)
CdWO4 BaF2

GSO

(Gd2SiO5)

밀도(g/cm3) 3.67 4.51 7.13 7.90 4.89 6.71

Max. 

Emission 

파장(nm)

415 550 480 470 310, 220 450

감쇠시간

(nsec)
230 900 300 20000 630, 0.9 60

녹는점( ) 651 621 1050 1325 1280 -

Photon/Mev 40000 52000 8500 13000 12000 10000

Radiation

Length(cm)
2.59 1.86 1.13 1.00 2.06 1.39

Peak

Emission에서

의 굴절률

1.80 1.78 2.15 2.25 1.5 1.91

안정성

조해성이 

아주 

높음

조해성이 

조금 

있음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안정적

표 3.1.8 무기섬광체의 종류와 특성

섬광물질 장단점 용도

NaI(Tl)

.발광효율이 높다

.감마선에 대한 검출효율이 크다

.조해성이 있으므로 Al용기에 밀봉하여 사용

.Al용기로 인해 투과력이 약한 알파, 베타, 저에너지 

X선 측정은 불가능

.기계적, 열적 충격에 약함

.원통형 또는 우물형으로 핵화학, 의료계에서 많이 사

용됨

감마, X선 

측정

CsI(Tl)

.NaI(Tl)보다 발광강도가 작고 에너지 분해능도 저조

.검출효율이 좋다

.기계적 강도와 내수성이 강하다

X선 측정

표 3.1.9 무기결정형 섬광체의 장단점 및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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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유기섬광검출기

  표 3.1.10은 유기섬광체의 특성을 나타낸다.

 

  (마) 섬광검출기 시스템

- 섬광검출기 시스템은 그림 3.1.16과 같이 구성된다.

.펄스 형성이 느리다

6LiI(Eu)
.6Li(n,α)3H 반응을 이용

.열중성자에 대한 감도가 우수

열 중 성 자 

측정

ZnS(Ag)

.조해성이 없다

.ZnS(Ag) 분말을 도포하여 사용

.검출영역이 20 μm 이내여서 알파만 검출

.큰 단결정을 얻을 수 없다

알파 측정

섬광물질 특성

유기결정형

(안트리센, 스틸벤)

섬광특성은 양호하나 큰 결정을 얻기 어렵고 약해서 기계적으

로 결정형태로의 사용은 드물다.

플라스틱 섬광체

.액체섬광체  중합반응  플라스틱 섬광체 제작

.C, H, O, N이 주 구성성분이어서 광전효과가 잘 일어나지 않아

서 감마선 핵종분석에 발광 감쇠시간이 짭ㄹ은 장점으로 시간

과 관련된 측정에 이용한다

.베타선 측정에 주로 이용됨

.반도양성자에 의한 중성자도 측정이 가능함(빠른 출력 펄스)

.다양한 형태의 가공이 가능하고 기계적 강도가 우수함

액체섬광검출기

.톨루엔 등의 용매에 유기섬광물질을 녹인 것

.섬광체 속에 시료를 녹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기흡수가 없고 

4π계수가 가능

.저에너지의 베타방출체 및 알파선 측정에 적합

.3H나 14C측정에 매우 우수(시료를 액체로 만들어 섬광체와 섞

어서 계측)

표 3.1.10 유기섬광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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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6 섬광검출기 시스템 구성도

 

- 광전자증배관 : 섬광체로부터의 가시광선을 전류로 취출하는 장치

- 고압전원 : 광증배관에 고전압 인가

- 전치증폭기 : 출력펄스의 성형

- 증폭기 : 출력펄스의 증폭 및 성형

- 다채널분석기(MCA) : 출력펄스의 크기별 분류

- 파고선별기 : 잡음 또는 자연방사선으로부터 신호를 선별

- 계수기 : 출력펄스의 계수

  (바) 광전자증배관

  그림 3.1.17은 광전자증배관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림 3.1.17 광전자증배관의 구조

- 10～14단의 dynode로 구성되며 dynode의 재질은 BeO, MgO 등이 사용된다.

- 광음극은 섬광체로부터 빛을 받아 광전자를 방출하는 역할을 하며 재질은 일

함수가 작은 물질인 알칼리 토금족(K, Sb, Cs)의 혼합물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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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ynode 사이의 전압은 일반적으로 50～250V이고, anode 전 1～2단의 dynode

는전자의 feedback을 막기 위해 앞쪽의 dynode에 비해 전압이 높다.

- 지자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배관 몸체를 뮤금속(철과 니켈의 합금)으

로 shield하여 사용한다.

- 열전자에 의한 잡음 증가를 막기 위해 규정 이상의 고전압은 가하지 않는다. 

- 안정회로로 된 고전압 전원을 사용한다.

- 직사광선, 열 등으로 방사선과 무관한 dark current가 발생하기 때문에 light 

shield가 필요하고 적정 실내온도에서 동작시킨다.

- 입사광이 약한 경우 증배관을 냉각시켜 열잡음을 줄여 사용한다.

- 증배도는 보통 106 정도

- 출력펄스= V(동작전압)0.7N에 비례하므로 안정적인 고전압 공급장치가 필요하  

    다.(N는 dynode 수)

(8) 그 외의 방사선검출기  

   표 3.1.11과 표 3.1.12는 방사선검출기의 측정대상과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를 

각각 보여 준다.

측정대상 특징 및 검출기 종류

선량(율)

.자유공기전리함 : X선이나 감마선 조사선량 절대측정

.공동전리함 : 절재측정이 가능

.TL선량계 : 표준선량계와의 교정에 의하여 조사선량 측정

.사진필름, CdS선량계, 열량계, 프리케선량계, Cerium선량계, 유리선량

계

알파방사능

.조건 : 검출기 입사창이 얇아서 알파선 흡수가 적을 것

.표면장벽형반도체검출기, ZnS(Ag)신틸레이터, LSC, Gas 흐름형 비

례계수관

베타방사능

.조건 : 검출기 입사창이 얇고 원자번호가 낮을 것

.단창형GN계수관, Si(Li), 유가신틸레이터, LSC, Gas 흐름형 비례계수

관

중성자
.열중성자 : BF3계수관, 3H계수관, LiI 신틸레이터, 핵분열계수관

.속중성자 : 반도양자계수관, 3H계수관, 핵분열계수관

표 3.1.11 방사선검출기의 측정대상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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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방사선 피폭관리용 포켓선량계, 열형광선량계, 필름뱃지, 형광유리선량계, 알람미터

공간방사선 감시용
베타감마선량율 측정기, 알파선량율 측정기, 중성자 선량율 측

정기 등

방사성오염도 측정용 Ge(Li)다중파고분석기, LSC

표 3.1.12 방사선검출기의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나. 연구 내용

(1) α,β,γ 동시검출가능 가스흐름형 센서 성능개선

  센서 재질 다양화 적용

 - 하판 : 동+니켈도금

 - 하판 : 알루미늄(7072) + 크로메이트, 상판 : 스테인레스(STS 304)

  전극코팅종류 및 두께에 따른 성능 분석

 - 텅스텐 와이어 

 - 텅스텐 와이어 + Ag도금(20㎛)

  필름재질에 따른 성능 분석

 - 폴리프로필렌(12㎛)

 - 마일러

  전극(electrode) 굵기 및 간격에 따른 성능 분석

 - 10㎛ 

 - 20㎛ 

 - 25㎛ 

  가스 입출력단의 최적 위치 및 형태 결정

 - 동일면 

 - 대각면

(2) 스마트센서 구조개발

  스마트센서를 위한 센서 구조개발

     - Out gassing방지용 불소고무오링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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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간섭 및 잡음의 최소화를 위한 최적구조 분석

  용이한 유지보수를 위한 구조개발

    - 조립분해가 용이한 구조

  스마트센서용 신호처리 및 디지털출력 보드 개발

    - Preamp, Amp, Signal shaping, Discriminator, HV, Network 기능 구현 

PCB 개발

    - 신호간섭 및 저잡음 회로 개발

    - 신호처리용 알고리즘 개발

  기존 제작품 대비 효율 개선

    - 35% (137Cs, on contact with mesh) 이상의 센서 효율 달성

    - 25% (137Cs, on contact with mesh)

  센서분야 특허 확보

    - 가스흐름형 스마트방사선센서 특허출원

    - ‘휴대형 방사선검출기 신호검출 회로 및 방법’ 특허출원 

(3) 센서시험절차 개발

  센서의 성능평가 시험을 위해 부록 00과 같이 센서에 대한 표준적인 시험절차

를 개발하였다. 

다. 기술개발

(1) 가스흐름형 방사선검출기의 개발

  가스흐름형 방사선검출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스누설율, 전극와

이어의 재질 및 직경과 간격, 알루미늄 양면증착 마일라 필름의 광투과율과 두

께, 고전압전원의 품질, 고전압전원용 콘넥터와 케이블의 임피던스, 공급가스의 

순도와 압력 등이다. 

  본 과제에서는 가스누설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과 검출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

법에 대해 상기 요인들의 다양한 적용을 통하여 연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과제

의 목표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가) Vat 시험

  검출기의 다양한 조건을 시험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vat로 가스흐름형 검출

기를 제작하였으며 각각의 조건에 따른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그림 3.1.18은 여러 

종류의 vat로 검출기를 제작하여 시험하는 장면이며 그림 3.1.19는 시험 중인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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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기와 LCD 모니터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20은 LCD 모니터를 확대한 것이

다.

  

그림 3.1.18 시험 중인 검출기 그림 3.1.19 각종 vat로 제작한 검출기

        

     

그림 3.1.20 확대한 LCD 모니터

  (나) 전극와이어의 간격 시험

  ① 5.5mm 간격

(10초간)

325*265*25(기본) VAT 2칸(5.5mm)

표 3.1.13  5.5mm 간격의 텅스텐 와이어전극에 대한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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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BC

Beta BC

Sr-90

Cs-137

325*265*25(기본) 밧드

-줄간격5.5mm(2칸) ,25줄

- 10초간

그림 3.1.21 5.5mm 간격의 텅스텐 와이어전극에 대한 plateau 곡선

　 Alpha BC Beta BC Beta-Gamma ME

HV 50 50 Sr-90 Cs-137

1300 46 434 391 371

1350 44 486 418 365

1400 61 452 401 437

1450 67 496 391 375

1500 71 495 382 411

1550 65 499 404 416

1600 59 484 454 404

1650 78 485 476 458

1700 75 487 532 472

1750 78 476 560 517

1800 91 457 528 566

1850 82 447 549 713

1900 86 588 591 964

1950 89 661 704 1348

2000 90 792 97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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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3.5m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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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 BC 40

Beta BC 40

4 Beta-Gamma ME Sr-90

4 Beta-Gamma ME Cs-137

325*265*25(기본) 밧드

- 줄간격13.5mm(4칸), 13줄

- 10초간데이터

그림 3.1.22 13.5mm 간격의 텅스텐 와이어전극에 대한 plateau 곡선

  

(10초간)
325*265*25 VAT  4칸(13.5mm) 13줄

　 Alpha BC Beta BC 4 Beta-Gamma ME
HV 40 40 Sr-90 Cs-137
1300 50 455 444 349
1350 39 461 454 358
1400 50 492 452 409
1450 58 491 449 435

1500 67 503 478 575
1550 67 490 633 843
1600 72 562 802 1295
1650 71 571 1082 1804
1700 84 626 1542 2324
1750 110 690 1986 2757

1800 124 652 2347 3134
1850 179 704 2714 3295
1900 208 761 2956 3344
1950 342 824 3105 3450
2000 358 797 3127 16410

표 3.1.14 13.5mm 간격의 텅스텐 와이어전극에 대한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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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17.5m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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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65*25(기본) 밧드

- 줄간격 17.5 mm (5칸), 10줄

- 10초간

그림 3.1.23 17.5mm 간격의 텅스텐 와이어전극에 대한 plateau 곡선

(10초간)

325*265*25(기본) VAT 5칸 10줄( 17.5 mm)

　 Alpha BC Beta BC Beta-Gamma ME

HV 50 50 Sr-90 Cs-137

1300 41 452 394 310
1350 50 459 359 340
1400 44 497 396 364
1450 36 482 439 448
1500 59 529 522 740
1550 65 555 746 1149

1600 88 669 1059 1698
1650 103 659 1484 2234
1700 115 725 1954 2786
1750 125 809 2464 3253
1800 198 790 2641 3246
1850 272 807 2943 3329

1900 330 858 3110 3517
1950 489 952 3207 11082

2000 526 1288 4151 29455

표 3.1.15 17.5mm 간격의 텅스텐 와이어전극에 대한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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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22m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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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eta-Gamma ME Cs-137

325*265*25(기본) 밧드

-줄간격22mm(6칸), 9줄

- 10초간데이터

그림 3.1.24 22mm 간격의 텅스텐 와이어전극에 대한 plateau 곡선

  

(10초간)

325*265*25 VAT 6칸  (22mm) 9줄

　 Alpha BC Beta BC 6 Beta-Gamma ME

HV 40 40 Sr-90 Cs-137

1300 70 748 506 438
1350 61 738 499 446
1400 53 706 548 510
1450 60 701 601 745
1500 66 764 839 1128

1550 71 781 1098 1588
1600 67 819 1522 2165
1650 90 862 2026 2716
1700 134 995 2542 3177
1750 160 1014 2932 3395
1800 194 976 3020 3244

1850 312 1050 3084 3315
1900 388 1047 2964 3655
1950 462 1430 4721 25333

2000 445 5080 28650 31599

표 3.1.16 22mm 간격의 텅스텐 와이어전극에 대한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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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26mm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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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265*25(기본) 밧드

- 줄간격 26 mm(7칸) , 7줄

- 10초간

그림 3.1.25 26mm 간격의 텅스텐 와이어전극에 대한 plateau 곡선

  (다) 온습도에 따른 가스압력 변화 시험

(10초간)

325*265*25(기본) VAT 7칸 7줄(26 mm)

　 Alpha BC Beta BC Beta-Gamma ME

HV 50 50 Sr-90 Cs-137

1300 51 408 358 296
1350 58 435 367 344
1400 42 429 433 547
1450 55 470 570 875

1500 59 488 803 1280
1550 60 576 1148 1796
1600 75 712 1595 2295
1650 80 728 2201 2929
1700 111 821 2584 3293
1750 160 862 2999 3229

1800 232 772 3040 3291
1850 377 844 3012 3418
1900 501 890 3156 8552
1950 734 1875 6992 34274

2000 912 6768 27760 41465

표 3.1.17 26mm 간격의 텅스텐 와이어전극에 대한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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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가스압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2. 11. 16 ～ 

2012. 11. 19까지 3일간의 온도와 습도에 따른 P10가스의 압력변화를 압력용기에

서 검출기로 들어오는 검출기의 인입구에서 측정하였으며 이 결과 온도와 가스

압력과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반대로 작용하고 습도와 가스압력과의 관계는 같은 

방향성을 가지며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3.1.26은 측정기구 구성, 그림

3.1.27은 가스 압력을 측정하는 장면이며 표 3.1.18은 3일간의 측정 결과이다.

그림 3.1.26 가스압력 측정기구 구성

 

그림 3.1.27 가스압력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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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8 3일간 온습도 변화에 따른 가스압력의 변화

  

그림 3.1.28은 온습도 변화에 따른 가스압력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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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8 3일간 온습도 변화에 따른 가스압력 변화 그래프 

  (라) 마일라(Mylar) 필름의 두께와 알루미늄 코팅 두께에 따른 시험

  Mylar 필름의 두께와 알루미늄 코팅 두께는 방사선검출기의 성능에 많은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 Mylar 필름의 두께는 투과되는 방사선의 양을 결정

하고 알루미늄 코팅의 두께는 잡음과 펄스의 크기를 결정한다. 따라서 상용으로 

구할 수 있는 필름 종류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 3.1.19는 Mylar 필름 두께 11μm+Al 코팅(표면저항 0.7 ohm/ , 또는 

ohm/cm2) 1겹과 2겹을 비교 측정한 결과이며 표 3.1.20은 Mylar 필름 두께 9μ

m+Al 코팅(표면저항 0.7 ohm/ , 또는 ohm/cm2) 1겹과 2겹을 비교 측정한 결과

이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표시하여 비교하여 본 결과 2겹으로 사용한 경우 플라

토우 곡선이 안정화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필름의 코팅이 균일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부 필름면을 통해서 빛의 투과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

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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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19  Mylar 필름 두께 11μm+Al 코팅(표면저항 0.7 

ohm/ , 또는 ohm/cm2) 1겹과 2겹을 비교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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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0  Mylar 필름 두께 9μm+Al 코팅(표면저항 0.7 

ohm/ , 또는 ohm/cm2) 1겹과 2겹을 비교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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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29는 텅스텐와이어 직경 25μm, Mylar 필름 두께 11μm+Al 코팅(표면

저항 0.7 ohm/ , 또는 ohm/cm2) 1겹과 2겹을 비교 측정한 결과이고 그림 3.1.30

은 텅스텐와이어 직경 25μm, Mylar 필름 두께 9μm+Al 코팅(표면저항 0.7 ohm/

, 또는 ohm/cm2) 1겹과 2겹을 비교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3.1.31은 Mylar 필름두께 11μm와 9μm의 알파선 배경선량 측정 그래프이

며, 그림 3.1.32는 Mylar 필름두께 11μm와 9μm의 베타선 배경선량 측정 그래프, 

그림 3.1.33은 Mylar 필름두께 11μm와 9μm의 Am-241 알파선량 측정 그래프, 

그림 3.1.34는 Mylar 필름두께 11μm와 9μm의 St-90 베타선량 측정 그래프, 그림 

3.1.35는 Mylar 필름두께 11μm와 9μm의 Cs-137 베타선량 측정 그래프이다.

  시험결과 상대적으로 빛이 덜 투과하는 필름의 Plateau 곡선이 양호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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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9 Mylar 필름두께 11μm와 9μm의 알파선 배경선량 측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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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0 Mylar 필름두께 11μm와 9μm의 베타선 배경선량 측정 그래프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5000

1200 1250 1300 1350 1400 1450 1500 1550 1600 1650 1700 1750 1800 1850 1900 1950 2000 2050 2100

검출기#1 11um Am-241 30

검출기#1 11um 2겹 Am-241 30

제작검출기2 9um Am-241 30

제작검출기2 9um * 2겹 Am-241 30

- 2013/07/23 PM02:30  현광등 on, Gas: 50CC

-텅스텐와이어25µm,  매쉬망

- 5초
검출기필름비교테스트

( Am-241 )

그림 3.1.31 Mylar 필름두께 11μm와 9μm의 Am-241 알파선량 측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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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2 Mylar 필름두께 11μm와 9μm의 St-90 베타선량 측정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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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3 Mylar 필름두께 11μm와 9μm의 Cs-137 베타선량 측정 그래프

  그림 3.1.34는 국내에서 제작한 9μm Mylar필름을 각각 다른 검출기에 2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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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하여 측정한 그래프이다.  각각의 검출기에 대해 알파선 배경선량, 베타선 

배경선량, Cs-137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3.1.35는 Good fellow사 6μm, 

RADOS 6μm, 국내제작 5μm 1겹과 9μm 2겹의 알루미늄 양면코팅 Mylar 필름에 

대한 Cs-137 측정값을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프이다. 

그림 3.1.34 검출기별 국내제작필름 9um*2겹 - 그래프

그림 3.1.35 종류별 필름에 대한 Cs-137 측정값 비교

  (마) 전극와이어의 직경에 따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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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36 ～ 그림 3.1.41은 각 전극와이어의 직경 10μm, 18μm, 25μm에 따른 

알파선과 베타선의 측정값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극와

이어의 직경이 가늘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고전압에서의 측정값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3.1.36 전극와이어 직경 10μm,

Alpha

   그림 3.1.37 전극와이어 직경 10μm,

Beta

그림 3.1.38 전극와이어 직경 18μm,

Alpha

   그림 3.1.39 전극와이어 직경 18μm,

Beta

그림 3.1.40 전극와이어 직경 25μm,

Alpha

   그림 3.1.41 전극와이어 직경 25μm,

B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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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거리에 따른 측정값 변화

  방사선원과 검출기표면과의 거리에 따른 Cs-137 측정값의 변화를 표 3.1.21과 

그림 3.1.42에 나타내었다.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각각 0cm(on contact), 5cm, 

10cm이다.

표 3.1.21 방사선원과 검출기와의 거리에 따른 Cs-137 측정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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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2 방사선원과 검출기와의 거리에 따른 Cs-137 측정값

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표 3.1.22는 각각 0cm(on contact), 5cm, 10cm의 거리에서 측정한 Sr-90과 

Cs-137의 50초간 측정값이며 그림 3.1.43은 이를 1초 당 평균값(cps)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3.1.22 거리에 따른 Sr-90과 Cs-137 50초간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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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3 거리에 따른 Sr-90과 Cs-137 50초간 측정값의 1초 당 

평균값(cps) 그래프

   표 3.1.23은 각각 1cm, 10cm의 거리에서 측정한 Sr-90과 Cl-36, Cs-137의 5

초간 측정값이며 그림 3.1.44는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표 3.1.23 거리에 따른 Sr-90, Cl-36, Cs-137의 5초간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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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4 거리에 따른 Sr-90, Cl-36, Cs-137의 5초간 측정값의 1초 

당 평균값(cps) 그래프

  (사) 가스 누설율 시험

  검출기 본체에 대한 가스 누설을 검사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그림 3.1.45와 같

이 수조에 담가 기포발생 여부를 검사하였다. 또한 검출기의 가스 인입부와 인출

부에 각각 flow meter를 설치하여 가스의 누설이 발생하는 지 측정하였다. 그림 

3.1.46은 가스 흐름량을 측정하는 장면이다.

  실내 온습도 변화에 따른 가스 압력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온습도 자동기

록장치와 디지털 유량계를 사용하여 풍선과 함께 3일간의 변동을 기록하였다. 그

림 3.1.47은 실내 온습도 변화에 따른 가스압력변화를 측정하는 실험 구성을 보

여준다. 보다 정밀한 측정을 위하여 그림 3.1.48과 같이 디지털압력계를 사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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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5 검출기 본체의 가스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수조 담금

     

그림 3.1.46 검출기의 가스 인입부와 인

출부의 가스 흐름량 측정

그림 3.1.47 실내 온습도 변화에 따른

압력변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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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8 디지털 압력계를 사용한

   정밀 측정

  (아) Vat connector 비교 시험

  ① BNC 콘넥터 + POM(Poly Acetal) HV 지지대 

(10초간)

325*265*25(기본) vat BNC콘넥터+HV지지대 6줄 ( 24 mm)

　 Alpha BC Beta BC Beta-Gamma ME

HV 50 50 Sr-90 Cs-137

1300 48 546 556 403

1350 50 522 532 376

1400 53 486 528 435

1450 51 497 600 613

1500 51 487 828 989

1550 49 476 1001 1452

1600 52 555 1413 1924

1650 62 524 2032 2618

1700 64 709 2511 3006

1750 103 744 2890 3355

1800 175 631 3024 3220

1850 248 757 3096 3827

1900 339 794 3355 5777

1950 684 1135 5141 18373

2000 1268 2968 11073 59769

표 3.1.24 BNC 콘넥터 + POM HV 지지대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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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9 BNC 콘넥터 + POM HV 지지대 측정값 그래프

  ② 제작 피드쓰루 + POM HV 지지대

(10초간)

325*265*25(기본) 밧드 제작피드쓰루+HV지지대 

20um텅스텐와이어6불 ( 24 mm)

　 Alpha BC Beta BC Beta-Gamma ME

HV 50 50 Sr-90 Cs-137

1300 42 9238 7629 6925
1350 40 9333 8603 8183

1400 42 10979 9674 9565
1450 41 12161 11526 10902
1500 37 13718 12948 12701
1550 45 15195 15069 14515
1600 31 16550 17715 18007
1650 39 18393 28124 31539

1700 67 20135 44218 41169
1750 83 20436 59201 64451
1800 140 14464 43110 65535
1850 232 14336 61118 65535
1900 587 17757 65535 65535
1950 2958 30464 65535 65535

2000 61928 65535 65535 65535

표 3.1.25 제작 피드쓰루 + POM HV 지지대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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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0 제작 피드쓰루 + POM HV 지지대 측정값 그래프

  (자) 검출기 입식상태 측정 위치 변화 시험

  검출기 내부의 가스흐름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검출기를 세워서 측

정위치를 변경해가며 시험을 하였다. 그림 3.1.51과 그림 3.1.52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검출기를 세운 후 1～5까지의 위치에서 측정한 결과 그림 3.1.53과 그림 

3.1.54의 Plateau 곡선에서와 같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스

의 인입구와 인출구는 세워진 검출기의 상부 쪽으로 위치해 있다.

그림 3.1.51 세워진 검출기의 측정위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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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2 세워진 검출기의 측정위치(2)

그림 3.1.53 세워진 검출기의 측정값 Plateau(1)

그림 3.1.54 세워진 검출기의 측정값 Plateau(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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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Discriminator 설정값의 변화에 따른 배경선량

  Discriminator 설정값에 따른 베타선 배경선량을 측정하여 시험을 하였다. 표 

3.1.26은 측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며 그림 3.1.55는 Plateau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다.

표 3.1.26 Discriminator 설정값의 변화에 따른 베타선 배경선량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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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5 Discriminator 설정값의 변화에 따른 베타선 배경선량 Plateau

(2) 방사선검사장치 구성

  (가) 유선 스마트센서 제어장치 구성

  유선 스마트센서의 제어장치는 그림 3.1.56과 같이 구성되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chip microcontroller 로 구성

      고전압발생회로 실장

      Alpha 와 beta/gamma 검출신호 처리

      Touch screen 방식 LCD 디스플레이 구성

      Stand-alone 동작 및 serial 통신을 이용한 중앙제어기능

  그림 3.1.57은 유선 스마트센서 제어장치 전면 사진이며, 그림 3.1.58은 유선 스

마트센서 제어장치 후면 사진이다.

그림 3.1.56 유선 스마트센서 제어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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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7 유선 스마트센서 제어장치 전면 사진

그림 3.1.58 유선 스마트센서 제어장치 후면 사진

  (나) 무선 스마트센서 제어장치 구성

  그림 3.1.59는 무선 스마트센서의 제어장치로 그림 3.1.60과 같이 구성되며 특징은 다

음과 같다.

      1 chip microcontroller 구성

      고전압발생회로 구성

      Alpha 와 beta/gamma 신호 처리

      RF 방식 데이터전송

      RS232C serial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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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9 무선 스마트센서 제어장치 사진

그림 3.1.60 무선 스마트센서 제어장치 구성도

  

  (다) 무선제어장치 구성

  그림 3.1.61은 무선제어장치로 그림 3.1.62와 같이 구성되며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무선 스마트센서 제어

      1 chip microcontroller 구성

      RF 방식 데이터전송

      USB 인터페이스  

 

그림 3.1.61 무선제어장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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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2 무선제어장치 구성도

(3) 최소검출방사선량(MDA : Minimum Detectable Activity)

  (가) 개요

  방사성 선원으로 나오는 방사선수는 같은 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단위시간에 항

상 같은 값이 측정되지 않는다. 이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할 때 확률적인 분포를 

가지고 붕괴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의 붕괴형태는 Poisson 분

포를 가지므로 측정되는 방사선량의 통계분포도 같은 Poisson 분포를 가진다.  

따라서 측정된 방사선량은 그 값의 제곱근에 해당되는 표준편차를 지닌다.  그림 

3.1.63은  피측정 방사능 샘플이 없이 배경선량만 존재 할 경우와 샘플을 측정할 

경우의 통계 분포를 나타낸다. 배경 선량이 크면 그에 따르는 표준 편차도 커지

기 때문에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값의 여유도도 커져야 한다. 방사능 측정값

의 표준편차는 측정값의 제곱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단위 시간당 방사선량의 표준 편차는 측정시간에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즉 단위 시간당 평균 선량율 B[cps]를 t 시간 동안 측정하여 얻어진 값이라고 하

면 B의 표준편차는 (Bt)0.5/t = (B/t)0.5 가 된다.  따라서 방사능 검출기가 오염을 

검출하는 능력은 검출기가 설치되는 장소의 사용 중 노출되는 배경선량과 측정

시간 및 검출기효율에 따라 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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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3  방사선량 측정의 오차 분포 예(x축은 측정방사선량)

  (나) 경보 설정치(CDL : Critical Detection Limit, LoB : Limit of Blank)

  이 값은 방사능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최소 기준값이다. 저자에 따라 

Lc(Critical Level), CDL, LoB등으로 표현된다. 이 값을 넘는 값이 측정되면 방사

능 오염원이 있음을 의심해야 한다. 배경선량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측정된 값이 

배경선량으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니고 배경선량 이외의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림 3.1.6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1-α) 확률만큼 된다는 뜻이다. 역으로 거짓 

경보가 될 확률이 α% 가 된다는 의미이다. α의 값이 5%가되는 표준편차 지수 k

α 는 1.645이다. 배경선량의 참값이 B이고 방사선 측정시간이 t초이면 이때 오염

여부를 95%수준으로 판별하는 최소값은 1,645*(B/t)0.5[cps]가 된다. 

그림 3.1.64 경보 설정치와 검출 한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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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출 한계치(MDL : Minimum Detection Limit, LoD : Limit of Detection)

  방사능 검출기에서 경보설정치 Lc는 이 값에 해당되는 방사능 샘플을 50%의 

확률로 검출한다는 의미이다. 임의의 확률로 검출할 수 있는 방사능의 최소 크기

를 검출한계치라고 한다. 방사선 측정기가 임의의 신뢰도로 검출할 수 있는 최소 

방사선량이다. 방사능 오염 검출기에서 경보 설정치를 Lc로 선정하면 이 값의 방사

능 샘플은 두 번 중 한번만 검출(경보발생)되게 된다. 따라서 더 큰 확률로 검출 

될 수 있는 방사능 값은 Lc보다 커야 한다. (1-β)의 확률로 검출할 수 있게 되는 

방사선량, 즉 검출한계치는 Ld=Lc + kβ*σd 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σd 는 Ld값에 

해당하는 방사선량의 측정 표준 편차이다. 문헌에 따라 검출 한계치의 계산식을 약

간씩 다르게 사용한다. Currie공식이라는 것은 α와 β를 5%로 하여 Ld=(2.71 + 

3.29*(B*Tm)0.5)/eff/Tm로 계산한다. 경보설정치는 Lc=1.645*(B*Tm)0.5/eff/Tm

로 가정한다. eff는 검출기 효율, Tm은 측정시간을 나타낸다. B는 배경선량으로 

참값이라고 본다. IEC-61098의 기술기준에서는  MDA=(P(B/Tb + 

B/Tm)0.5+0.05B)/eff의 공식을 사용 하며 여기서 P는 kα이고, Tb는 배경선량 B

의 측정시간을 표시한다. 경보설정치는 Lc=Ld로 정의한다. 즉 50%의 확률로 검

출되는 값을 MDA로 한다. 

  (라) 계산사례

  그림 3.1.65는 Sr-90과 Cs-137을 이용하여 MDA를 계산한 값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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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5 Sr-90과 Cs-137을 이용하여 MDA를 계산한 값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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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감시기용 가스흐름형 스마트센서 구조 설계 및 제작

(1) 기능

  방사선감시기용 가스흐름형 스마트센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α,β,γ 동시검출가능 가스흐름형 센서 

  - 디지털 출력 신호를 갖는 일체형 가스흐름형 스마트센서

  - 개선된 SNR(Signal to Noise Ratio)의 고전압 및 측정회로 

  - 스마트센서용 신호처리 및 디지털출력 보드

(2) 구조 및 재료

  방사선감시기용 가스흐름형 스마트센서 구조는 그림 3.1.66에 나타낸 것과 같

이 알루미늄으로 CNC machine을 통한 절삭 가공을 하였으며 신호처리 모듈과 

센서가 일체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림 3.1.66 센서 구조 및 구성요소

  방사선감시기용 가스흐름형 스마트센서에 사용된 재료는 그림 3.1.67에 보인 바

와 같이 Polypropylene film, Tungsten wire, High Voltage Supporter, Viton 

O-ring, Viton Packing, 접시머리 렌치볼트, Male Connector, Polyimide Cap, 

Polyimide Feedthrough, Plug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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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7 센서제작에 사용된 재료 및 부품

(3) 제작

  (가) 신호처리 모듈

  그림 3.1.68은 제작된 신호처리 모듈로서 신호처리용 PCB와 일체형 화면이다.

        

그림 3.1.68 신호처리용 PCB 및 일체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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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작된 가스흐름형 방사선 스마트센서

     1차 제작 (하판 1종 + 상판 3종)

  방사선 스마트센서의 시험제작을 위하여 CNC에 의한 알루미늄으로 가공을 하

여 1차 제작을 하였다. 표 3.1.27은 1차 제작된 가스흐름형 방사선 스마트센서이

며 그림 3.1.69는 센서 외함의 하판 1종과 상판 3종을 나타낸다. 그림 3.1.70은 센

서 조립과정이다. 그림 3.1.71은 조립이 완료된 센서이며 그림 3.1.72는 신호처리 

및 표시화면 모듈이다

도면 외함 사진 Size
O-Ring 

위치

Feedthrough 

절연체 재질

大
센서 

하판
STS304

표 3.1.27 1차 제작된 가스흐름형 방사선 스마트센서

 

그림 3.1.69 하판 1종 + 상판 3종

 

그림 3.1.70 센서조립과정

그림 3.1.71 조립 완료된 센서

  

그림 3.1.72 신호처리 및 표시화면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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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제작 (4종)

  1차 제작된 센서를 토대로 다양한 모델의 2차 센서를 제작 하였으며 각각의 

비교를 표 3.1.28에 나타내었다.

번호 도면 외함 사진 Size
O-Ring 

위치

Feedthrough 

절연체 재질

1 대
센서 

하판
STS304

2 중
센서 

하판
Polyimide

3 중
센서 

상판
Polyimide

4 대
센서 

하판
Polyimide

5 대
센서 

상판
Polyimide

표 3.1.28 2차 제작된 스마트센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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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73과 그림 3.1.74는 각각 전자모듈 전면과 후면이며 스마트센서 후면은 

그림 3.1.75에 나타내었다. 센서의 밀봉을 위하여 하판과 상판에 O-ring을 금형주

문으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는데 O-ring을 삽입하기 위한 홈을 그림 3.1.76과 그림 

3.1.77과 같이 가공하였다.

그림 3.1.73 전자모듈 전면

  

그림 3.1.74 전자모듈 후면

  

그림 3.1.75 센서 후면

그림 3.1.76 하판 o-ring 홈

   

그림 3.1.77 상판 o-ring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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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결과

  방사선 스마트센서를 위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하여 많은 시험을 수행한 결과 최적 조

건에 대한 시험결과를 그림 3.1.78, 그림 3.1.79, 그림 3.1.80에 나타내었다. 

  그림 3.1.78은 방사선원과 검출기와의 거리에 따른 Cs-137 측정값의 변화를 나

타낸 그래프이며 전극은 굵기 25μm의 스텐와이어, 필름은 상용 쿠킹호일, 필름보

호용 외부 타공망은 타공면적 12mm x 12mm와 격자간격 1mm의 구조를 가진 

센서에 의해 측정되었다. 측정시간동안 실내의 형광등은 켜져 있는 상태이다.

  그림 3.1.79는 거리에 따른 Sr-90과 Cs-137 50초간 측정값의 1초 당 평균값(cps) 

그래프이며 전극은 굵기 25μm의 스텐와이어, 필름은 상용 쿠킹호일, 필름보호용 

외부타공망은 타공면적 12mm x 12mm와 격자간격 1mm의 구조를 가진 센서에 

의해 측정되었다. 측정시간동안 실내의 형광등은 켜져 있는 상태이다.

  그림 3.1.80은 거리에 따른 Sr-90, Cl-36, Cs-137의 5초간 측정값의 1초 당 평균

값(cps) 그래프이며 전극은 굵기 25μm의 스텐와이어, 필름은  국내에서 주문 제

작한 9μm 마일라필름, 필름보호용 외부 타공망은 타공면적 12mm x 12mm와 격

자간격 1mm의 구조를 가진 센서에 의해 측정되었다. 측정시간동안 실내의 형광

등은 켜져 있는 상태이다.

그림 3.1.78 방사선원과 검출기와의 거리에 따른 Cs-137 측정값의 변 

 화를 나타낸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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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9 거리에 따른 Sr-90과 Cs-137 50초간 측정값의 1초 당 평균

 값(cps) 그래프

 

그림 3.1.80 거리에 따른 Sr-90, Cl-36, Cs-137의 5초간 측정값의 1초

당 평균값(cps)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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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후 방사선검출기 재생기술 개발

가. 개요

  원내 파일롯 원자력시설에는 방사선 감시를 위해 수많은 방사선 장비가 사용

되고  있고 이들 시설에 사용되는 방사선 장비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

다. 이들 방사선 장비에는 핵심부품인 검출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수명이 있어 정

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하며 검출기를 교체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연구 활동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검출기 재생을 통하여 시간과 비용

을 절약하고 검출기 제작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원내 원자

력시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출기 중에 베타검출기를 분석하여 재생방안을 

도모하였다. 

나. 검출기 설치 현황

  표 3.2.1～표 3.2.3은 원내 주요시설에서의 방사선감시장비와 검출기 현황을 나

타낸다.

계측기 검출기

Tag
번호

계측목적 모델 검출대상 모델 단위 검출범위

RE701 Area Monitor ADM606M Gamma GP110 uR/h 1μR/h〜1kR/h

RE702 Area Monitor ADM606M Neutron
NP100

B Rem/h 0 - 10 Rem/h

RE703 Area Monitor ADM606M Gamma GP110 uR/h 1μR/h〜1kR/h

RE704 Area Monitor ADM606M Gamma GP110 uR/h 1μR/h〜1kR/h

RE705 Area Monitor ADM606M Neutron
NP100

B Rem/h 0 - 10 Rem/h

RE706 Area Monitor ADM606M Gamma GP110 uR/h 1μR/h〜1kR/h

표 3.2.1 냉중성자 실험(CNLB)시설에 설치된 방사선감시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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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기 검출기
Tag
번호

계측목적 모델 검출대상 모델 단위 검출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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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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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004 Area Monitor 942WM-213(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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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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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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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008 Area Monitor 942WM-213(UDR) Gamma and X-rays 977-201 mR/h 0.1~107 m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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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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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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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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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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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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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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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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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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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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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019 Hall Monitor LCU(960SF-22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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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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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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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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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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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022 HVAC Monitor LCU(960SF-22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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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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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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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023 STACK Monitor LCU(960SF-22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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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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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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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024 Stack Monitor LCU(960SF-22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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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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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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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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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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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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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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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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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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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047 P.I.&G Monitor LCU(960SF-22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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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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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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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2 하나로/FTL에 설치된 방사선감시장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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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기 검출기

Tag 
번호. 감시목적 모델 검출대상 모델 단위 검출범위

RE501 공기오염감시기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RE502 공기오염감시기 LCU(960SF-22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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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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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M

RE503 공기오염감시기 LCU(960SF-220등) Beta 
Particulate 943-25T uCi/cc 0~107 

CPM

RE505 공기오염감시기 LCU(960SF-220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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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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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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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M

RE520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21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23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24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25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26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27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29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30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31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32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33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33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34 지역감시기 956WM-213(UDR) Gamma 897-210 mR/h 0.01~103 
mR/h

RE541 지역감시기 946WM-215(UDR) Gamma 58-32 mR/h 0.1~107 
mR/h

RE542 지역감시기 946WM-215(UDR) Gamma 58-32 mR/h 0.1~107 
mR/h

RE543 지역감시기 946WM-215(UDR) Gamma 58-32 mR/h 0.1~107 
mR/h

RE544 지역감시기 946WM-215(UDR) Gamma 58-32 mR/h 0.1~107 
mR/h

표 3.2.3 동위원소생산시설(RIPF)에 설치된 방사선감시장비의 종류 

다. 검출기 분해

  원내 원자력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검출기에서 

감마검출기와 베타검출기를 분해하여 구조를 파악하였으며, 국내 제작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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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1) 감마검출기 분해  

  (가) 검출기 제원   

모델(제조사) S/N 측정 방사선 증상

943-36H

(VICTOREEN)
152 Gamma

No Signal(프리앰프 

정상)

  (나) 준비 장비

  - 1.5mm 육각렌치, 펜치, 가위, 칼, 바이스, 몽키 스패너

  (다) 분해 대상

 분해하고자 하는 검출기는 그림 3.2.1과 같이 NaI 섬광체, 광증배관과 전치증폭

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3.2.1 Gamma 검출기 블럭도

  (라)분해과정

  ① Scintillation Detector(그림 3.2.2)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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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Scintillation Detector

  ② 그림 3.2.3에 빨간색으로 표시 된 육각 나사를 풀어준다.

그림 3.2.3 Scintillation Detector 나사 제거

  ③ 그림 3.2.4와 같이 Scintillation Detector에서 Preamplifier housing과 

cylindrical housing을 분리한다.

그림 3.2.4 Preamplifier housing과 Cylindrical housing을 분리

  ④ Cylindrical housing의 위쪽에 실리콘을 칼을 사용하여 그림 C-5-4와 같이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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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5 Photomultiplier Tube housing의 실리콘 제거

  ⑤ 실리콘을 제거한 안쪽에 Cylindrical housing과 Photomultiplier Tube 

housing을 연결하는 스냅 링을 제거한다.(그림 3.2.6 참조)

그림 3.2.6 스냅 링 제거

  ⑥ 스냅 링을 제거하면 그림 3.2.7과 같이 Cylindrical housing와 

Photomultiplier Tube housing로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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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7 Cylindrical housing과 Photomultiplier Tube housing 분리

  ⑦ Photomultiplier Tube housing의 중심을 바이스로 잡고, 파란색의 플라스틱 

부분을 돌리면 Photomultiplier Tube와 Photomultiplier Tube housing이 분리된

다.(그림 3.2.8) 분리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을 잡는 몽키 스패너에 많은 힘을 가

하면 플라스틱 부분이 부러질 수 있으므로 적당한 힘을 가하도록 한다.

그림 3.2.8 Photomultiplier Tube housing과 Photomultiplier Tube 분리 

  ⑧ Photomultiplier Tube는 Mu-Metal Shield로 감싸져 있고 검은 테이프로 감

겨 있다. 테이프를 제거하면 그림 3.2.9와  같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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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9 Photomultiplier Tube 

  ⑨ Photomultiplier Tube를 뺀 Photomultiplier Tube housing에는 그림 3.2.10

에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곳에 Sodium Iodine(NaI) Crystal 있다. 

그림 3.2.10 Photomultiplier Tube  

  ⑩ Photomultiplier Tube housing의 몸통 가운데를 바이스로 잡고 Sodium 

Iodine(NaI) Crystal이 들어 있는 Housing을 돌려서 제거한다.

그림 3.2.11 Photomultiplier Tube housing에서 Sodium Iodine(NaI) Crystal 

housing을 분리한 모습 

  ⑪ 그림 3.2.12는 Scintillation Detector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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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2 Scintillation Detector 구성 장비

(2) 베타검출기 분해  

  (가) 그림 3.2.13은 베타검출기 구성도를 보여준다.

그림 3.2.13 베타검출기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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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표 3.2.4는 분해된 베타검출기의 구성부품을 나타낸다.

표 3.2.4  베타검출기(943-25T) 구성 부품(Preamplifier 제외)

구성 부품 사진 규격 및 제질 비고

943-25T

Housing

Dimension(HxOD)

9.0"x2.5"

(22.9cm x 6.4cm)

Housing Stainless Steel 재활용

Housing과Scintilla

tion Housing을 

연결하는 스냅링-1

재활용

Housing과Scintilla

tion Housing을 

연결하는 스냅링-2

재활용

Scintillation 

Housing
Stainless Steel

Scintillation 

Housing - Optical 

Coupling

BC637(SGN)

분해하는 작업 중 

외형에 손상이 

있으므로 

제작해야함.

Scintillation 

Housing - 나사
재활용

Scintillation 

Housing-본체-1
Stainless Steel 재활용

Scintillation 

Housing-본체-2
Stainless Steel 재활용

Scintillation 

Housing-본체-오

링

두께 : 2.58mm 

Ø : 56.2mm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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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검출기를 조립하기 위한 준비물

 - PA : Preamp Assembly 

 - PMT : Photo Multiplier Tube(R878) 

 - SDA : Scintillator Disc Assembly(943-25T-13) 

 - SH : Sleeve Housing(Stainless steel) 

 - SOG : Silicone Optical Grease(BC-630) 

 - 검은색 절연 테이프

 - 나사 : 3X6 접시머리(4ea)

Scintillation 

Housing-Light 

pipe

50.72mm 47.3mm

21.5mm

Scintillation 

Housing-Light 

pipe-오링

두께 : 1.58mm

Ø : 47.3mm
재활용

Scintillation 

Housing-Scintillat

ion Disc

두께 : 0.286mm

Ø : 50.25mm

분해하는 작업 중 

외형에 손상이 

있으므로 

제작해야함.

Scintillation 

Housing-Window 

Metal

Titanium 0.01mm

분해하는 작업 중 

외형에 손상이 

있으므로 

제작해야함.

PMT R878(Hamamatsu) 96만원/개

지자계차폐 Mu-metal 재활용

Si optical grease BC630 (SGN) 722,000원/500ml

Optical cement BC600 (SGN)

Black wrapping 

tape
BC638 (SGN) 65,000원/개

resin 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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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춤링1 : 타입 - Retaining Ring

 - 멈춤링2 : 타입 - Snap Ring

 - 알콜

 - 육각렌치 : 1.5mm 

 - 윤활유 : Lubricant

 - 종이 와이퍼

  (라) 조립과정

  ① 검출기에 먼지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 3.2.14와 같이 장갑과 

방진복을 입는다.

그림 3.2.14 작업 준비 

  ② 그림 3.2.15와 같이 검출기 구성부품을 준비한다.

그림 3.2.15 검출기 구성부품

  ③ 알콜로 SH의 내·외부를 세척하고 멈춤링1을 장착한다.(그림 3.2.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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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16 멈춤링1이 장착된 SH

 

  ④ SDA의 한쪽 면이 티타니움 필름으로 되어있어 손상되기 쉽기 때문에 탁자

위에 흰 천을 깔고 작업을 한다.  SDA의 Optical Interface쪽으로 SOG를 적당량 

떨어뜨린다.(그림 3.2.17 참조)

그림 3.2.17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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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SDA의 오링에 윤활유를 바르고 SH의 위로 멈춤링1에 닿을때까지 밀어 넣

는다.(그림 3.2.18 참조)

그림 3.2.18 SDA

  ⑥ 그림 3.2.19와 같이 SDA가 끼워진 SH에 멈춤링2를 장착한다. 

그림 3.2.19 SH에 멈춤링2 장착

  ⑦ 탁자 위 흰 천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SDA가 조립된 SH를 뒤집어 

놓는다.(그림 3.2.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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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0 뒤집어 놓아진 SDA가 조립된 SH

  ⑧ 기존 검출기에서 분해한 PMT와 PA를 준비한다.(그림 3.2.21 참조)

그림 3.2.21 기존 검출기의 PMT와 PA 

  ⑨ 그림 3.2.22와 같이 기존 검출기의 PMT와 PA를 분리하고 PMT에 결합된 

오링과 Mu-Metal을 분리한다. 

* 주의 사항 *

Mu-Metal과 PA사이에 연결된 그라운드 선이 안 떨어지도록 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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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2 분리된 기존 검출기의 오링과 

Mu-Metal

  ⑩ PMT에 빛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룸의 불을 끈다. 새로운 

PMT에 Mu-Metal과 오링을 결합한다. PMT와 Mu-Metal이 접촉되는 부분에 빛

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실리콘 또는 검은색 테이프로 막아준다.(그림 3.2.23 참

조)

그림 3.2.23 Mu-Metal과 오링이 결합된 새로운 PMT

  ⑪ 그림 3.2.24와 같이 PMT의 빨간 원으로 표시된 위에 SOG를 적당량 떨어

뜨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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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4 PMT

  ⑫ 그림 3.2.25와 같이 PMT와 PA를 연결시키고 오링에 윤활유를 바른 후, 

SH에 거꾸로 천천히 넣어준다.

* 주의 사항 *

SH에 PMT를 넣을 시 회전하면서 넣으면 SDA의 인터페이스 커플링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PMT를 삽입 전에 SH의 나사구멍과 PA의 나사구멍을 맞춘다.

그림 3.2.25 SH에 PMT&PA 장착

  ⑬ SOG를 도포하기 위한 장치로 그림 3.2.26과 같이 PA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다. 이 스프링이 지속적으로 PMT를 눌러주기 때문에 SOG가 잘 도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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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6 PA에 장착되어 있는 스프링

  ⑭ SH의 나사구멍과 PA의 나사구멍을 맞추고 장착한다.(그림 3.2.27 참조)

그림 3.2.27 SH와 PA의 나사구멍

  ⑮ 그림 3.2.28와 같이 맞춰진 나사구멍에 나사를 체결한다.

그림 3.2.28 나사 구멍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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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⑯ 그림 3.2.29는 조립된 검출기 이다.

그림 3.2.29 조립된 검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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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중수로 모의시험시설 MCT 온도측정시스템 제작

1. 제작 개요 및 시스템 구성 

가. 제작 개요

  MCT 온도측정시스템은 센서를 이용하여 중수로 모의시험 시설 내부의 감속

재 유동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센서는 센서봉 밖의 감속재 유동 

온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는 컴퓨터로 전송된다. 소프트웨어는 센서의 동

작 상태와 측정한 데이터를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그래프와 표로 표시하고 파일

로 저장한다. 감속재 유동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는 접촉식 TC 센서와 비접촉식 

IR 센서를 사용한다. 센서봉은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2 set를 

우선 제작하여 테스트 진행 후, IR 센서로 구성된 센서봉 35 set를 위치 및 길이

에 따라서 A, B, C, D 타입으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센

서에서 측정되는 온도 및 동작 상태 등을 제공한다. 

나. MCT 온도측정시스템 구성

  MCT 온도측정시스템은 그림 4.1.1과 같이 구성된다. 센서봉은 TC와 IR 센서

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과 IR 센서를 장착한 센서봉으로 나뉘며, 각 센서의 데

이터는 Communication Bus와 Network Adapter를 통하여 컴퓨터로 전달된다. 

Network Adapter를 통하여 전달받은 데이터는 컴퓨터에서 처리하여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게 변환한 다음 측정상태와 결과를 LCD 화면으로 사용자에게 인

지 시켜주고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림 4.1.1 MCT 온도측정시스템 구성

2. 센서봉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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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센서봉의 제작 방법

  센서봉은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과 IR 센서봉으로 구분하여 

제작한다.

나.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그림 4.2.1 참

고)

· 센서봉 외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TC 센서와 비접촉식 IR 센서

· TC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TC Wire

· IR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PCB

· 물의 파장이 투과될 수 있는 필름

· TC 센서와 IR 센서, PCB, TC Wire를 보호할 수 있는 외부 보호 센서 파이프

그림 4.2.1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구성

(1)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구성 조건

· 동일 조건에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TC와 IR 센서는 동일한 구간에 위치한

다.

· TC 센서는 센서봉에 구멍을 내어 외부로 노출시킨다.

· IR 센서는 센서가 위치하는 센서봉의 구간에 구멍을 내어 방수가 되도록 필름

을 부착한다.

· 센서봉의 물리적 외경은 17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유동장 저항을 고려한다.

·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은 2개 제작한다.

다. IR 센서를 장착한 센서봉



- 120 -

  IR 센서봉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그림 4.2.2 참고)

· 센서봉 외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IR 센서

· IR 센서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PCB

· 물의 파장이 투과될 수 있는 필름

· IR 센서와 PCB를 보호할 수 있는 외부 보호 센서 파이프

그림 4.2.2 IR 센서봉 구성

(2) IR 센서봉 구성 조건

· IR 센서는 센서가 위치하는 센서봉의 구간에 구멍을 내어 방수가 되도록 필름

을 부착한다.

· 센서봉의 물리적 외경은 17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유동장 저항을 고려한다.

· IR 센서봉은 위치 및 길이에 따라서 A, B, C, D 타입으로 구분한다.(부록 4.1 

MCT 온도측정시스템 제작 시방서_부록 A. 참고)

· IR 센서봉은 설치 시 A B C D C B A 순서로 설치한다.(부록 4.1 MCT 온도

측정시스템 제작 시방서_부록 B. 참고)

· 타입별 IR 센서봉 개수는 아래와 같다.

 

타입 A B C D 합계/set set 총 합계

봉 개수 2 2 2 1 7 5 35

표 4.2.1 타입별 IR 센서봉 개수

· 타입별 IR 센서 개수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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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A B C D

센서 개수 9 11 13 13

표 4.2.2 타입별 IR 센서 개수

3. 하드웨어 제작

가. Communication Bus

  Communication Bus는 센서와 Network Adapter 간에 데이터가 전송되는 역할

로서 Commnuication Bus 제어부와 TC 센서용 Communication Bus, IR 센서용 

Communication Bus로 구성한다. (그림 4.3.1 참고)

(a) Communication Bus 제어부

(b) TC 센서용 Communication Bus

(c) IR 센서용 Communication Bus

그림 4.3.1 Communication Bus 전체 사진

(1) Communication Bus 제어부

  Communication Bus 제어부는 TC 센서용 Communication Bus와 IR 센서용 

Communication Bus의 센서 데이터가 컴퓨터로 전송된다. (그림 4.3.1 (a) 참고)

(2) TC 센서용 Communication Bus

  TC 센서용 Communication Bus는 하나의 센서봉에 들어있는 TC 센서들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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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가 수집되어 Communication Bus 제어부로 전송된다. (그림 4.3.1 (b) 참고)

(3) IR 센서용 Communication Bus

  IR 센서용 Communication Bus는 하나의 센서봉에 들어있는 IR 센서들의 데이

터가 수집되어 Communication Bus 제어부로 전송된다. (그림 4.3.1 (c) 참고)

나. Network Adapter

  Network Adapter는 센서와 컴퓨터 간의 통신을 위해 NI 의 PCI 8431/2 보드

로 구성한다. (그림 4.3.2 참고)

그림 4.3.2 NI  PCI 8431/2 보드

4. 소프트웨어 제작

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MCT 온도측정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 NI 의 PCI 8431/2 보드를 갖춘 환경

- Windows 7을 호환하는 정품

(2) 운영체제 

  Window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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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LabVIEW 2009 이상 버전으로 호환성 있는 정품

나. 소프트웨어 개발 방향 및 구성

  MCT 온도측정시스템의 소프트웨어는 2 종류를 개발한다.

-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으로 구성한 소프트웨어

- IR 센서봉으로 구성한 소프트웨어

(1)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으로 구성한 소프트웨어 

  (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①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의 화면은 TC, IR 센서의 온도 그래프와 값, 현재 시간, 측정 주기, 

측정 시간을 표시하고 측정 시작과 측정 종료, 기록 시작, 기록 종료 버튼으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화면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다.

· TC, IR 센서의 온도 그래프

· TC, IR 센서의 온도 값

· 현재 시간

· 측정 시간

· 측정 주기

· 측정 시작, 측정 종료 버튼

· 기록 시작, 기록 종료 버튼

  ② 입력 변수

  소프트웨어의 입력 변수는 다음과 같다.

· TC, IR 센서의 온도 값

· TC, IR 센서의 상태

  ③ 출력 변수 

  파일에 저장할 출력 변수는 다음과 같다.

· Test ID

· 현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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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시간

· TC, IR 센서의 온도 값

  (나) 소프트웨어 기능

  ① 측정 시작, 종료 기능

  전체 센서의 온도 값을 측정 시작, 종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② 기록 시작, 종료 기능

  전체 센서의 온도 값을 측정 중에 파일로 기록 시작, 종료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③ 센서 상태 표시 기능

  센서의 상태는 하나의 그래프와 표로 표시한다. 

  ④ 센서 이상상태 표시 기능

  센서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표에 N/A로 표시한다.

  ⑤ 시간 표시 기능

  현재 시간과 측정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⑥ 측정 주기 설정 기능

  센서의 값 측정 주기(표본시간 0.2초 이상)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⑦ 측정 기능

  측정을 시작하면 측정 주기에 따라 센서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⑧ 저장 기능

  기록을 시작하면 측정 주기에 따라 출력 변수를 날짜와 시간별로 엑셀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2) IR 센서봉으로 구성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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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①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의 화면은 IR 센서의 온도 그래프와 값, 현재 시간, 측정 주기, 측정 

시간을 표시하고 Set와 센서봉 선택, 측정 시작, 측정 종료, 기록 시작, 기록 종

료 버튼으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화면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다.

· IR 센서의 온도 그래프

· IR 센서의 온도 값

· 현재 시간

· 측정 시간

· 측정 주기

· Set, 센서봉 선택 버튼

· 측정 시작, 측정 종료 버튼

· 기록 시작, 기록 종료 버튼

  ② 입력 변수

  소프트웨어의 입력 변수는 다음과 같다.

· IR 센서의 온도 값

· IR 센서의 상태

  ③ 출력 변수 

  파일에 저장할 출력 변수는 다음과 같다.

· Test ID

· 현재 시간

· 측정 시간

· IR 센서의 온도 값

  (나)소프트웨어 기능

  ① 측정 시작, 종료 기능

  전체 센서의 온도 값을 측정 시작, 종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② 기록 시작, 종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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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센서의 온도 값을 측정 중에 파일로 기록 시작, 종료하는 기능을 제공한

다.

  ③ 센서 상태 표시 기능

  센서의 상태는 타입별 센서봉 단위로 나뉘어 하나의 그래프와 표로 표시한다. 

  ④ 센서 이상상태 표시 기능

  센서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표에 N/A로 표시한다.

  ⑤ 시간 표시 기능

  현재 시간과 측정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⑥ 측정 주기 설정 기능

  센서 측정 주기(표본시간 0.2초 이상)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⑦ 측정 기능

  측정을 시작하면 측정 주기에 따라 센서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⑧ 저장 기능

  기록을 시작하면 측정 주기에 따라 출력 변수를 날짜와 시간별로 LVM 파일에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⑨ Set, 센서봉 선택 기능

  Set, 센서봉 단위를 선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⑩ LVM 파일을 엑셀 파일로 변환 기능

  저장한 LVM 파일을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⑪ 도움말 기능

  사용자에게 기능에 대한 간단한 도움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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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전자기기 제작

1.  고전압제어장치

  양자광학연구부 고에너지 레이저 고전압충전장치 제어

가. 장치구성

그림 5.1.1 고전압제어장치 구성도

- 1 chip microcontroller 로 구성

- 충전기 동작제어

- 충전전압 설정

- 충전전압 read

- Photo isolated serial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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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고전압제어장치 사진

2. 광데이터 전송장치

  양자광학연구부 고에너지 레이저 발생장치 데이터전송

가. 장치구성

그림 5.2.1 광데이터 전송장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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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압 환경에서 fiber 를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격리된 제어라인 구축

- 1 optical linker & 4 optical modem 구성

- 1 or 2 channel serial interface

- Charger & trigger module 분리

그림 5.2.2 Optical linker 사진

  

그림 5.2.3 Optical modem 

 

3.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는 TROI실험장치 Test Section으로 용융물이 

떨어지는 속도와 모양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Test Section안에 센서가 6층(X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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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Wire, Y축 : 16Wire)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보드인 USB-6509에서는 각 센

서 와이어에 5V 신호가 공급되고 와이어의 상태가 측정된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측정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고 히스토리를 저장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요건명세서와 설계명세서를 부록 3에 첨부하였다.

4. 마그네트론 주파수 조정장치

- 고주파전자가속기의 마그네트론 주파수 자동제어

- Forward 와 reflect 신호 비교처리

- 마그네트론 주파수조정용 가변저항 모터구동

그림 5.4.1. 진공챔버 제어장치

5. 고전압 전원장치

- 고에너지 레이저 전원장치 제어

- 충전 및 방전 수동 및 원격제어

- 충전전압 설정 및 충전전압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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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1 고전압 전원장치

6. 진공챔버 제어장치

- “고에너지밀도플라즈마에서의 핵반응 기반연구”과제 진공챔버 제어

- 레이저발생전 전원분리

- Picomotor, shutter 및 target injector 제어

그림 5.6.1 진공챔버 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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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테스트베드용 소프트웨어 개발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는 전류발생기, 디지털계기, 케이블, 

컴퓨터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요건명세서, 설계명세서와 기술명세

서를  부록 4.1 부록 4.2 부록 4.3에 각각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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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보수유지 효율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Ⅱ)

1. 개요

가.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원의 원자력시설에서는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수의 계장기기와 방사선기

기가 설치 사용되고 있어 기기관리 및 유지보수 시 기기에 관한 이력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연구원 곳곳에 설치가 되어있는 기기에 관한 자료를 중심

으로 기기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함으로써 장비 관리와 유지보수를 할 수 있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1단계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정 보완하고 입력데이터의 다량확보를 통

하여 효율적인 기기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연구개요 및 개발 범위

(1) 연구개요

- 시스템 하드웨어 요건 선정 및 소프트웨어 적용성 검토

- 연구원 내에 설치된 기기의 자료를 중심으로 기기현황내용의 데이터베이스화

- 기기 설치 장소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

- 기 개발된 데이터베이스의 수정 보완

(2) 프로젝트 대상(서비스 항목)

- 계장기기

- 방사성기기

- 기타 유지보수 기기

(3) 기능

- 사용자 관리

- 데이터 관리(추가, 삭제, 수정)

- 데이터 검색, 정렬

-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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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젝트 개발 범위

2. 연구개발 수행 내용

가. 연구 내용

- 연구원에서 사용되는 계장기기, 방사선기기 효율화를 중심으로 장비의 효율적

인 

데이터베이스화 

- 항목별 분석 및 분류

- 검색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

- 감시 데이터 관리

항목 개요 개발범위

계장기기
계장기기에 사용되는 장비항목을 건
물별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프로그램 개발

고화 페기물 시설

방사선 페기물 시설

새빛 연료 과학동

조사후 연료시험 시설

화학 시험 시설

방사성기기
방사성기기에 사용되는 장비항목을 
건물별로 나누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프로그램 개발

냉중성자 시설

동위원소 생산 시설

조사재 시험 시설

하나로 시설

기타 유지보수 
기기

원내에서 의뢰된 기타유지보수 기기
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프로그램 개
발

원내 의뢰 기기

사용자 관리
계정을 생성하고 로그인을 통해 정해
진 해당업무에 접근이 가능하게하며 
부여된 기능만 사용이 가능하다.

로그인/로그아웃

계정별 권한 부여

관리자 모드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이용하여 업
무를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자 모드

데이터 추가

데이터 삭제

데이터 수정

데이터 검색, 정렬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기기를 정
해진 내용에 따라서 검색하고 검색된 
항목을 정렬 하도록 개발

데이터 검색

데이터 정렬

모니터링
구성된 화면에서 계정에 정해진 권한
에 따라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구축 서비스

기기에 관한 정보 제공

표 6.1.1 프로젝트 개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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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 방법

(1) 업무분석 및 설계

  (가) 요구 사항 파악

- 프로그램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요구사항 파악

- 요구사항에 맞는 프로그램 제안

  (나) 업무절차 프로토타입 작성

- 업무절차 및 스케줄 작성

- 프로토타입 구성

  (다) 자료구조 분석 및 컨텐츠 기획

- 수집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구조 분석

-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프로그램 구조에 필요한 컨텐츠 기획

  (라) 데이터 모델 작성

- 파악된 기기에 관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모델링

  (마) 프로세스 모델 작성

- 사용되어야 할 프로그램과 데이터 모델을 이용하여 프로세스 모델링

  (바) 디자인 설계

- 사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디자인 컨셉 회의

- 디자인 요구 분석, 이미지 수집, 디자인 프로토타입 회의

- 기기의 위치와 성능을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인터페이

스 

설계

(2) 구현

  (가) 메인 및 팝업 디자인

- 설계자는 자료구조,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메인 및 팝업 디자

인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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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데이터 베이스 분석서 작성

- 항목별 관계테이블 설명서 작성

  (다) 프로세스 설계

- 각각의 프로세스에 필요한 프로세스 설계

  (라) 데이터베이스 설계

- 요구사항 분석

- 데이터베이스 구축

  (마) 작업단위 생성 및 코딩

  (바) 시험 준비 및 테스트

(3)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 선정

- 자료수집의 용이성

- 이용자의 선호도

- 각종 타당성

  (나) 기기자료의 수집계획 수립

- 기기의 현 위치와 성능 수집절차, 방법, 준비사항

  (다) 자료분석

- 기기자료의 내용, 항목 파악

- 기기 분류

  (라)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베이스 생성

- 데이터베이스 및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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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스템 설정 및 구성

-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할 위치 주소 설정

- 프로그램과 연계할 내용 설정

3. 연구 결과

가. 메인 화면

그림 6.3.1 장비 관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메인 화면

나. 로그인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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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로그인 화면

  Guest 모드 화면에서 ID, Password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검색 기능 

이외에 추가, 삭제, 수정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활성화가 된다.

다. 추가 이벤트

그림 6.3.3  추가 버튼 이벤트

  추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으로 상자가 나타나게 된다. 나타난 상자의 기

기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에 입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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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정 이벤트

그림 6.3.4  수정 버튼 이벤트

  수정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팝업창에 수정해야 하는 아이템이 나오게 된다. 여

기서 수정해야 할 항목을 수정하고 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메인화면

에서 수정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마. 삭제 이벤트

그림 6.3.5  수정 버튼 이벤트
 

  삭제해야 하는 아이템을 선택한 후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상에서 삭

제한 목록이 보이지 않게 된다. 삭제를 하고 난 후  메인화면에서 삭제한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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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렬 이벤트

그림 6.3.6  정렬 이벤트

  메인화면 옆쪽 편에 박스 안에 보면 정렬에 관한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정렬은 

2개의 항목(변수 따른 분류,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에 관한 정렬)을 가지게 된다. 

변수는 기기명, Tag번호, 모델명, 제작회사, 설치장소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따라

서 오름차순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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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론

  원내의 원자력시설인 조사후연료시험시설, 화학시험시설에 설치 운영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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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방사선계측장비에 대한 고장수리와 유지보수를 통하

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였다. 

  원내 파일롯 원자력시설에는 방사선 감시를 위해 수많은 방사선 장비가 사용

되고  있고 이들 시설에 사용되는 방사선 장비는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

다. 이들 방사선 장비에는 핵심부품인 검출기가 사용되고 있으나 수명이 있어 정

기적으로 교체해주어야 하며 검출기를 교체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연구 활동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검출기 재생을 통하여 시간과 비용

을 절약하고 검출기 제작기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단계에서는 원내 원자

력시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출기 중에 베타검출기를 분석하여 재생방안을 

도모하였다. 

  개발된 가스흐름형(Gas Flow type) 방사선센서를 스마트센서로 개발하였으며, 

방사선오염감시기의 상품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α와 β-γ 동시검출가능 가스

흐름형 방사선센서 성능개선, 스마트센서 구조개발, 스마트센서용 신호처리 및 

디지털출력 보드 개발, 기존 제작품 대비 효율 개선, 센서분야 특허 확보 등이며 

센서의 자체개발과 신호 측정 및 처리를 위한 전자 모듈을 개발하였다.

  가스흐름형 방사선검출기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스누설율, 전극와

이어의 재질 및 직경과 간격, 알루미늄 양면증착 마일라 필름의 광투과율과 두

께, 고전압전원의 품질, 고전압전원용 콘넥터와 케이블의 임피던스, 공급가스의 

순도와 압력 등이다. 본 과제에서는 가스누설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과 검출효율

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상기 요인들의 다양한 적용을 통하여 연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과제의 목표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방사선감시기용 가스흐름형 스마트센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제작하였으며, 기능

은 α,β,γ 동시검출 가능하고, 디지털 출력 신호를 갖는 일체형 가스흐름형 스마

트센서로서 고전압 및 측정회로의 SNR(Signal to Noise Ratio)을 개선하여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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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상시켰으며,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하여 많은 시험을 수행을 통하여 최적 조

건에 대한 시험결과를 나타내었다. 

  중수로 모의시험시설에서 사용되는 MCT 온도측정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TC

센서와 IR센서의 성능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비접촉식 센서인 IR 센서의 사용가능성에 대

하여 검토할 준비를 하였다. 이후 계속 개발을 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할 MCT 온도측정시

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원내 연구실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전자기기를 설계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요

구부서의 연구수행에 기여하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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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echnical Note, H0118, SGN. 

 [3] 박석준 외 11명, 핵계측장비 평가분석, 한국에너지연구소,

     KAERI/RR-546/86,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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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ey & Sons, 1999. 

 [5] Instruction Manual (Gamma Scintillation Detector Model 943-36), 

    VICTOREEN ,1989

 [6] Instruction Manual(Beta Detectors Model 943-25T),VICTOREEN ,1989

 [7] 홍석붕 외 8명, 원자력계측제어기기 유지보수 및 제작,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RR-3304/2011.



부록

1. 방사선 감시기용 가스흐름형 비례계수관 Calibration 절차서

2.1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용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2.2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용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3.1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테스트베드용 소프트웨어 기술명세서

3.2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테스트베드용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3.3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테스트베드용 소프트웨어 설계명세서

4.1 MCT 온도측정시스템 제작시방서

4.2 MCT 온도측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건명세서

5. 최소 검출가능 선량(minimum detectable activity) 계산  

 IEC-61098 - 



부록 1

1. 방사선 감시기용 가스흐름형 비례계수관 Calibration 절차서



SPM9500-PROC-CALIBRATION

CALIBRATION 절차서

버전 1.0.0                     2014.02.25

  



CALIBRATION 절차서 - 2 -

문서 정보

문서 제목  CALIBRATION 절차서

문서 번호  SPM9500-PROC-CALIBRATION

작성자  김수희

버전  1.0.0

상태 승인자 기관 서명 승인일

작성 김수희 KAERI 2014.02.14

검토 황인구 KAERI 2014.02.14

승인 홍석붕 KAERI 2014.02.25

버전 작성일 작성자 내역

0.0.1 2014.02.14 김수희 문서 생성

0.1.0 2014.02.14 김수희 중간 책임자 승인

1.0.0 2014.02.25 김수희 최종 책임자 승인



CALIBRATION 절차서 - 3 -

개정 내역

개정

번호
일 자

개정 부분

(페이지, 절)
개정내용 및 사유 작성자 승인자

1.0.0 2014.02.25 전체 최초작성 김수희 홍석붕



CALIBRATION 절차서 - 4 -

목 차

1. 목적 5

2. 범위 5

3. 참고 문서 5

4. 용어 및 약어 6

5. 필요한 장비 및 도구 7

6. 시스템 설명 (이론적 배경) 8

7. 절차 9



CALIBRATION 절차서 - 5 -

1. 목적

본 문서는 방사선감시기용 가스 흐름형 비례계수기의 교정(Calibration)작업에 사용하기 위

한 것이다.   

2. 범위

본 절차는 방사선감시기용 가스 흐름형 개별 비례계수기의 교정(Calibration)작업에 대한 

상세한 요건들을 기술한다.   

3. 참고 문서

3.1. “Personnel Monitor Operations Manual Rev.06”, CANBERRA, 2005.

3.2. “실용 원자력용어사전”,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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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 및 약어

<용어>

Detector 중성자선·α선·β선·γ선 등의 방사선이나 입자선을 검출하고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기

Discriminator 일정한 에너지 이상의 pulse만을 선택하여 계수장치에 적합한 파형으로 

변하게 하는 장치

P-10 Gas 90% Ar + 10% CH4

Plateau 계수관에 있어서 일정한 강도의 방사선원에 대해서 계수율이 계수관에 가

해 준 인가전압에 의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되는 전압영역

α선 Alpha 방사선 

β-γ선 Beta-Gamma 방사선

<약어>

CPS 초당 방사선 측정 단위 (Count per Second)

HV High Voltage

KAERI 한국원자력연구원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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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한 장비 및 도구

Calibration을 위해서는 다음의 장비 및 도구가 있어야 한다.

1) Detector 

2) Alpha 표준선원

3) Beta-Gamma 표준 선원

4) 방사능선원 취급 도구

5) 장갑

6) Calibration 기록지

5.1. 시험장비 설치 및 초기화

1) Detector 입사 표면이 손상된 것이 없는지 제작 상태를 확인한다. 

2) HV에 Detector를 연결한다.

3) P-10 Gas통에 압력조절기를 연결한다.

4) Detector의 가스입력부와 가스통의 압력조절기 출구를 튜브로 연결한다. 

5) 압력조절기의 손잡이를 조절하여 5 psig(0.352kg/cm2)를 맞춘다.

6) 유량조절 밸브를 50 cc/min으로 조절한다.

7) 4시간 이상 purge(정화)한다.

8) Alpha 표준선원, Beta-Gamma 표준선원을 준비한다.    

9) 전원스위치를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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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스템 설명 (이론적 배경)

6.1. 가스 흐름형 비례계수기는 Detector 내부에 충전된 P-10 Gas (90% Ar + 

10% CH4)의 방사선에 대한 전리반응에 의하여 전기적 펄스신호를 발생한다. 

6.2. 전리함에서 생성되는 출력펄스의 수는 입사된 방사능의 세기에 비례한다.

6.3. 각 전리함은 한쪽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360도 모든 방향으로 진행하

는 방사선이 모두 전리함에 입사되지 못한다. 따라서 전자회로로 측정되는 펄

스신호는 방사능 물질의 방사능 붕괴량 (Disintegration Rate)의 일부만 검출

할 수 있다. 

6.4. 이 절차는 전리함의 근거리에 이미 세기를 알고 있는 방사선원을 위치하여  

그 방사능의 세기를 기준으로 검출기의 검출효율을 계산하며 성능의 변동유무

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 교정에 사용되는 방사선원은 방사능 오염 설정

치의 3-5배 정도 강한 선원을 사용하도록 한다.    

6.5. 검출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Detector에 공급되는 고전압  

2) 전기적 잡음과 펄스신호를 구분하기 위한 판별기 기준전압

3) 내부 가스 압력

4) 펄스처리 전자회로의 성능 

6.6. 검출 효율은 방사능 핵종(동위원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출기는 반드시 정해

진 핵종에 대한 검출효율로 표시해야 한다. 주로 사용되는 동위원소는 세슘

-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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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차

7.1. 임의의 Discriminator Level 설정 

그림 7.1 메인화면

임의의 Discriminator level을 설정하기위해 그림 7.1 메인화면에서 연결된 채널을 선택하

여 그림 7.2 설정화면으로 들어간다.

그림 7.2 설정화면

설정화면에서 직접 화면을 눌러 임의의 Alpha, Beta-Gamma Discriminator level을 설정

한다. (예, Alpha Dis : 30, Beta  Dis : 8) 

7.2. High Voltage Level 설정

임의로 설정된 Alpha, Beta-Gamma Discriminator level에서 High Voltage Level을 설

정하기위해 Plateau를 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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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그림 7.1 메인화면에서 10초간 50V간격으로 1000V~2100V 구간을 설정한다. 

(TIME : 10, STEP : 50, STA : 1000, END : 2100)

그림 7.1 메인화면에서 설정이 끝나면 연결된 채널을 선택하여 그림 7.2 설정화면으로 들

어가서 Graph를 선택한다.

Beta-Gamma 표준선원을 Detector 전면부 가운데 놓고 그림 7.3 그래프화면에서 

START를 누르면 그래프가 생성된다.  

그림 7.3 그래프화면

그래프가 그려진 후 Plateau 구간의 1/3지점을 High Voltage Level로 선택한다.

7.3. Set Discriminator Level 설정

1) Alpha

Alpha 표준선원을 Detector 전면부 가운데 놓고 그림 7.1 메인화면에서 연결된 채널을 선

택하여 그림 7.2 설정화면으로 들어간다. 7.2에서 설정한 High Voltage에서 적절한 Alpha 

Discrimination Level을 설정한다.

2) Beta-Gamma

Beta-Gamma 표준선원을 Detector 전면부 가운데 놓고 그림 7.1 메인화면에서 연결된 채

널을 선택하여 그림 7.2 설정화면으로 들어간다. 7.2에서 설정한 High Voltage에서 적절한 

Beta-Gamma Discrimination Level을 설정한다.

7.4. Perform Background collection

그림 7.2 설정화면에서 Count Time을 300초로 설정한 후 화면의 Count를 눌러 측정된 

Count 수를 이용하여 효율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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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문서는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요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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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 위

본 문서는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개발 요건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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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문서

3.1. "USB-6509 Data Sheet", NATIONAL INSTRUMENTS, 2010.

3.2. "USB-6509 User Manual", NATIONAL INSTRUMENT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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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 어

DIM Digital Input Module

DOM Digital Output Module

I/O Input/Output

NI National Instrument

SA Severe Accident

USB Universal Serial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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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시스템

5.1. 시스템 환경

Melt Front Velocity 측정에 사용되는 시스템 환경은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시스템 구성

5.2. 하드웨어

5.2.1. Digital I/O Device

Digital I/O Device는 NI사 USB-6509를 사용한다. 스펙은 부록 A를 참조.

5.2.2. Connector Cable

USB-6509와 센서를 R1005050 Ribbon Cable로 연결한다.

5.2.3. 센서

각 모듈은 X축 16, Y축 16개의 Wire로 구성이 되며, 센서는 모듈 3개로 구성한다.(예

정)

5.3. 소프트웨어

5.3.1. 운영체제 

· Windows XP

5.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 Labview 2009      
· Access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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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설계요건

6.1.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6.1.1. 입력 변수

· 측정 시간 타이밍 

· Wire 개수 : 96(예정) 

· Wire 형태

· 입력 전압 : TTL, +5V

6.1.2. 화면 출력

· 현재 시간

· Wire 형태의 그림

· 각 와이어의 상태

· 측정 시간 타이밍

· 센서의 현재 상태 표시

6.1.3. 출력 변수 

· Wire가 끊긴 시간

· Wire가 끊긴 지점

6.2.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기능

6.2.1. 속도 계산 기능

용융물이 센서의 와이어가 끊게 되면 용융물의 이동 거리 / 이동 시간을 계산하여 속도

를 나타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6.2.2. 와이어 상태 표시 기능

각 계층으로 구성된 센서 모듈의 와이어 상태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6.2.3. 시간 기능

현재시간을 나타내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6.2.4. 저장 기능

정해진 측정 시간 타이밍의 시간대로 센서 와이어의 상태, 측정 시간, 속도(와이어 상태 

여부에 따라서)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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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NI USB-6509 스펙

일반 사항

제품 USB-6509

제품군 디지털 I/O

폼 팩터 USB

파트 번호 779975-01

운영 시스템/타겟 Windows

측정 타입 디지털

절연 타입 None

ROHS 준수 네

USB 파워 외부 전원 공급

디지털 I/O

양방향 채널 96

입력 전용 채널 0

출력 전용 채널 0

타이밍 소프트웨어

논리 레벨 TTL , 5 V

입력 전류 흐름 소싱 , 싱킹

출력 전류 흐름 싱킹 , 소싱

프로그램 가능한 입력 필터 네

프로그램 가능한 파워업 상태를 지원합니까? 네

전류 드라이브 단일 24 mA

전류 드라이브 전체 1.5 A

워치독 타이머 네

핸드쉐이킹 I/O를 지원합니까? 아니오

패턴 I/O를 지원합니까? 아니오

최대 입력 범위 0 V , 5 V

최대 출력 범위 0 V , 5 V

카운터/타이머

카운터/타이머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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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스펙

길이 17.78 cm

폭 10.3 cm

높이 3.34 cm

I/O 커넥터 100 핀 암 0.050 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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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 적

본 문서는 TROI실험에서 사용되는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를 개발

하기 위해,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요건 명세서(SRS)에 따라 소프

트웨어 설계 명세를 제공한다.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설계 명세서                     7

4. 범 위

본 문서는 중대사고 TROI실험과제에 활용하고,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

웨어 개발 설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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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 어

DAQ Data Acquisition

DIM Digital Input Module

DOM Digital Output Module

I/O Input/Output

NI National Instrument

SA Severe Accident

SRS Software Requirement Specification

TROI Test for Real Corium Interaction with Water

USB Universal Serial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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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 개요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는 소프트웨어 요건 명세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효율적

으로 만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LabView 2009를 기반으로 설계한다. 

5.1. 개발 환경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 Microsoft Windows XP 

   - LabView 2009

   - Measurement & Automation Explorer 4.6.1 

   - Report Generation Toolkit

   - Microsoft Office Excel 2007

   - Microsoft Office Access 2007

개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USB-6509에 스펙은 표 5.1과 같다.

일반 사항

제품 USB-6509

제품군 디지털 I/O

폼 팩터 USB

파트 번호 779975-01

운영 시스템/타겟 Windows

측정 타입 디지털

절연 타입 None

ROHS 준수 네

USB 파워 외부 전원 공급

아날로그 입력

채널 0

싱글 엔드 채널 0

차동 채널 0

아날로그 출력

채널 0

디지털 I/O

표 14.1 USB-6509 스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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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시스템 처리 과정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은 3부분으로 나뉜다.

- 용융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계산

- 센서 상태표시 및 히스토리 저장

- 기타 제어 처리(설정치 변경)

양방향 채널 96

입력 전용 채널 0

출력 전용 채널 0

타이밍 소프트웨어

논리 레벨 TTL, 5V

입력 전류 흐름 소싱, 싱킹

출력 전류 흐름 소싱, 싱킹

프로그램 가능한 입력 필터 네

프로그램 가능한 파워업 상태를 지원 네

전류 드라이브 단일 24mA

전류 드라이브 전체 1.5A

워치독 타이머 네

핸드쉐이킹 I/O를 지원 아니오

패턴 I/O를 지원 아니오

최대 입력 범위 0V, 5V

최대 출력 범위 0V, 5V

카운터/타이머

카운터/타이머 수 0

물리적 스펙

길이 17.78cm

폭 10.3cm

높이 3.34cm

I/O 커넥터 100핀암 0.050D-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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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프트웨어 설계

6.1. 개요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는 TROI실험장치 Test Section으로 용융물이 떨어지는 

속도와 모양을 측정하는 장치로서 Test Section안에 센서가 6층(X축 : 16Wire, Y축 : 

16Wire)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보드인 USB-6509에서는 각 센서 와이어에 5V 신호

가 공급되고 와이어의 상태가 측정된다. 소프트웨어에서는 측정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

하고 히스토리를 저장한다.(그림 6.1 참조)

그림 6.1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동작 환경

6.2. 화면 구성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의 화면 구성은 그림 6.2와 같다.

그림 6.2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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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정보는 표 6.1과 같다.

정보 형태 설명

Melt Front Velocity 측정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표시한다.

현재시간 현재 시간(hh:mm:ss)을 표시한다. 

시작버튼 측정 시작하기 위한 버튼.

종료버튼 측정 종료하기 위한 버튼.

센서 1~3층 연결된 센서의 1~3층에 상태를 표시한다.(활성화)

센서 4~6층(예정) 연결된 센서의 4~6(예정)에 상태를 표시한다.(비활성화)

속도 표시 측정된 속도(속도1~5, 전체속도)를 표시한다.(단위 : m/s)

표 6.1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화면 구성 정보

6.3. 소프트웨어 처리 과정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처리과정은 USB-6509와 소프트웨어의 연

결 상태를 확인하고 설정된 주기마다 신호를 받아서 센서의 상태를 체크한다. 이 과정은 

그림 6.3과 같다.

그림 6.3 소프트웨어 처리 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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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초기화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변수를 초기화한다. 

초기화를 할 변수는 표 6.2와 같다. 

변수이름 Type 설정치 설명

L1X01~L1X16

L1Y01~L1Y16

L2X01~L2X16

L2Y01~L2Y16

L3X01~L3X16

L3Y01~L3Y16

L4X01~L4X16

L4Y01~L4Y16

L5X01~L5X16

L5Y01~L5Y16

L6X01~L6X16

L6Y01~L6Y16

Boolean True

센서에 연결된 와이어

(Layer+Number+X or Y축+Line 

Number),

Layer1~6 (16X16),

지역변수

Measure_cycle Integer 10

측정 주기

(Measurement Cycle),

단위 : ms,

지역변수

Sensor_distant Integer 25(예정)

센서 간의 거리

(Sensor Distant),

단위 : cm,

지역변수

Velocity1~

Velocity5

Total_velocity

Integer 0

속도 1 ~ 5, 전체 속도

(Velocity+Number, Total Velocity),

단위 : m/s,

지역변수

표 6.2 초기화 변수

6.3.2. 데이터 수집 함수

데이터 수집 함수는 NI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DAQ 어시스턴트)를 이용하여 신호를 

수집한다. 라이브러리(DAQ 어시스턴트)의 설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림 6.3에 나오는 

DAQ 어시스턴트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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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DAQ 어시스턴트 함수 

선택

DAQ 어시스턴트를 선택하게 되면 그림 6.4와 같은 태스크 측정 타입 설정 화면이 나타

난다. 우측 선택 화면에서 신호수집 -> 라인입력을 선택한다.

그림 6.4 DAQ 어시스턴트 설정 1 

라인입력을 선택하고 나면 물리적 채널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지원되는 물리적인 

채널 항목을 전체 선택하고 마침 버튼을 클릭한다.(그림 6.5 참조)

그림 6.5 DAQ 어시스턴트 설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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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설정하고 나면 그림 6.6과 같은 DAQ 어시스턴트의 설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6 DAQ 어시스턴트 설정 3 

DAQ 어시스턴트의 설정 결과 화면을 마치고 나면 그림 6.7과 같은 함수를 볼 수 있다.

그림 6.7 DAQ 

어시스턴트 함수

DAQ 어시스턴트 함수에서 출력되는 데이터는 배열(1X96)이다. 

6.3.3. 센서 신호 처리 함수

센서 신호 처리 함수는 센서 1~6에서 센서 신호를 확인하여 처리한다.(그림 6.8 참조)

그림 6.8 센서 신호 처리 함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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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히스토리 함수

NI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Report Generation Toolkit)를 이용하여 엑셀에 히스토리

를 저장한다.(그림 6.9 참조)

엑셀 시트에 저장되는 테이블 정보는 표 6.3와 같고, 그림 6.10은 엑셀에 저장되는 형식

이다.

항 목 명 유 형 설 명

Sensor Number Integer 센서 층 번호

DateTime Text
저장된 시간(와이어가 끊어진 

시간을 나타냄)

Wire Location(X) Integer X축 와이어의 위치

Wire Location(Y) Integer Y축 와이어의 위치

Velocity Integer 속도

표 6.3 Melt Front Velocity 테이블 정보

그림 6.10 엑셀 형식 

그림 6.9 Report Generation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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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센서 상태 표시
Melt Front Velocity 측정 장치에 사용되는 센서의 구조도는 그림 6.11과 같다. 

그림 6.11 센서 구조도 

센서 1~6의 상태는 X축과 Y축이 교차되는 지점을 녹색의 LED로 표시하고, +5V 신호

가 들어오면 LED가 켜지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LED가 꺼진다. 그림 6.12는 센서 화면

이다.

그림 6.12 센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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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은 6층으로 구성된 센서(X축 : 16, Y축 : 16)의 변수를 나타낸다. 각 X축과 Y축

은 2차원 배열로 표시된다. 사용되는 변수는 표 6.2의 L1X01~L6Y16이다.

6.5. Velocity 측정
속도 측정은 와이어가 끊어진 시점의 시간과 센서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다. 사용되는 식

은 그림 6.13과 같다. 그리고 계산된 속도는 사용자에게 보여주고 결과를 엑셀에 저장한

다. 사용되는 변수는 표 6.2의 Velocity1~Velocity5, Total_Velocity이다.

그림 6.13 속도 구하는 식 

속도 1~5와 전체 속도는 그림 6.2의 속도 표시 부분에 m/s단위로 표시된다.

6.6. 측정 주기
측정 주기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내부에 고정 변수로 설정한다. 사용되는 변수는 표 

6.2의 Measure_cycle이다.

6.7. 현재 시간 기능
현재 시간은 그림 6.2의 현재 시간 항목에 'yyyy-mm-ss hh:mm:ss' 단위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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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문서는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제작에 필요한 기술 명세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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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 위

본 문서는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제작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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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 어

CPU Central Processing Unit

DT Different Time

HDD Hard Disk Drive

PCS Precision Current Source

RAM Random Access Memory

VGA Video Graphics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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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4.1 시스템 환경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에 사용되는 시스템 환경은 그림 4.1과 같다.

 4.1 -  

4.2 하드웨어

4.2.1 컴퓨터

Windows 7 32bit 를 동작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컴퓨터로서 아래 명세를 참고한다.

[컴퓨터 명세] - 최소 사양 

� CPU : Intel Pentium 2GHz 이상

� RAM : 2GB

� VGA : 다이렉트X9 지원 128M

� HDD : 40GB

� Power : 정격 500W, 220V

� Serial Port(RS-232C)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4.2.2 Connector Cable

컴퓨터와 소형 디지털계기를 Serial Cable로 연결한다. Serial Cable은 9 to 9/25 

Standard RS-232C Cable을 사용한다.

4.2.3 전류발생기

전류발생기는 PCS-62를 모델을 사용한다. PCS-62는 220V 전원을 연결하며, 6개 채널

의 전류와 2개 채널의 전압을 발생시킨다. 동작범위는 아래 참고한다.

[동작 범위] 

� Mode 0 : 정전류, Mode 1: 삼각파

� STEP (주파수를 나누는 단위) : 2 ~ 64 단계로 구성

� DT (Different Time) : 01 ~ 99로 되어 있으며 01당 2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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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전류) : 4 ~ 20mA

� V(전압) : 0 ~ 10V

4.2.4 소형 디지털계기

소형 디지털계기로 디지털지시계를 사용한다. 디지털지시계는 전류발생기에서 발생한 신호

를 전달받아 처리한 결과값을 LED로 표시하며, LED의 표시 결과값은 Serial Port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다. 디지털지시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A를 참고한다.

4.3 소프트웨어

4.3.1 운영체제

� Windows 7 32bit

4.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 Labview 2009이상 버전으로 호환성 있는 정품 

� Excel 2003이상 버전으로 호환성 있는 정품

5.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소프트웨어 기능 요구 사항

5.1. 설정 기능 

소프트웨어에서 표시 예상값 계산 공식, 측정할 시간(시, 분, 초), 정확도(±0~1%)를 설정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2. 측정 기능

소프트웨어에서 측정을 시작하면 해당 시간(Operating Hours)동안 디지털계기에서 나오는 

신호(표시 결과값)를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한 값에 따라 측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3. 판단 기능

디지털계기에서 나오는 신호(표시 결과값)가 소프트웨어의 표시 예상값(공식 계산결과)의 정

확도(±0~1%)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TRUE/FALSE를 판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4. 저장 기능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한 시간(Operating Hours) 동안 수집한 데이터(Date, Time, Test 

Case ID, 전압, 표시 예상값, 표시 결과값, TRUE/FALSE)를 엑셀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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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Digital Indicator Instruction and Operating Manual (Page. 25,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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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문서는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요건을 제

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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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 위

본 문서는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소프트웨어 개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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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 어

CPU Central Processing Unit

DT Different Time

HDD Hard Disk Drive

PCS Precision Current Source

RAM Random Access Memory

VGA Video Graphics 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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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4.1 시스템 환경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에 사용되는 시스템 환경은 그림 4.1과 같다.

4.2 하드웨어

4.2.1 컴퓨터

Windows 7 32bit 를 동작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컴퓨터로서 아래 명세를 참고한다.

[컴퓨터 명세] - 최소 사양 

� CPU : Intel Pentium 2GHz 이상

� RAM : 2GB

� VGA : 다이렉트X9 지원 128M

� HDD : 40GB

� Power : 정격 500W, 220V

� Serial Port(RS-232C)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4.2.2 Connector Cable

컴퓨터와 소형 디지털계기를 Serial Cable로 연결한다. Serial Cable은 9 to 9/25 

Standard RS-232C Cable을 사용한다.

4.2.3 전류발생기

전류발생기는 PCS-62를 모델을 사용한다. PCS-62는 220V 전원을 연결하며, 6개 채널

의 전류와 2개 채널의 전압을 발생시킨다. 동작범위는 아래 참고한다.

[동작 범위] 

� Mode 0 : 정전류, Mode 1: 삼각파

� STEP (주파수를 나누는 단위) : 2 ~ 64 단계로 구성

 4.1 -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요건 명세서                     10

� DT (Different Time) : 01 ~ 99로 되어 있으며 01당 2ms

� CH(전류) : 4 ~ 20mA

� V(전압) : 0 ~ 10V

4.2.4 소형 디지털계기

소형 디지털계기로 디지털지시계를 사용한다. 디지털지시계는 전류발생기에서 발생한 신호

를 전달받아 처리한 결과값을 LED로 표시하며, LED의 표시 결과값은 Serial Port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다. 디지털지시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A를 참고한다.

4.3 소프트웨어

4.3.1 운영체제

� Windows 7 32bit

4.3.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 Labview 2009이상 버전으로 호환성 있는 정품 

� Excel 2003이상 버전으로 호환성 있는 정품

5.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소프트웨어 설계요건

5.1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5.1.1 입력 변수

� 표시 결과값 (Serial Port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하는 디지털 계기 신호, 부록 A.의

Page.16에 Numeric data 부분 참조, 이하동일)

� 표시 예상값 계산 공식

� Operating Hours(시, 분, 초)

� 정확도(± 0~1%)

5.1.2 화면 출력

� Operating Hours(시, 분, 초)

� Stop Hours(시, 분, 초)

� 표시 예상값 계산공식

� 정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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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경로 표시

� 수집 데이터 상태 표시

� 진행 상태 표시

5.1.3 출력 변수

� Date

� Time

� Test Case ID

� 전압

� 표시 예상값

� 표시 결과값

� TRUE/FALSE

5.2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소프트웨어 기능

5.2.1 설정 기능

소프트웨어에서 표시 예상값 계산 공식, Operating Hours(시, 분, 초), 정확도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2.2 측정 기능

소프트웨어에서 Test를 시작하면 해당 시간(Operating Hours)동안 표시 결과값을 Test 

설정에 따라 측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2.3 판단 기능

표시 결과값이 소프트웨어의 표시 예상값(공식 계산결과)의 정확도에 포함될 경우 TRUE, 

오차범위를 벗어나면 FALSE로 판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5.2.4 저장 기능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한 시간(Operating Hours) 동안 측정한 데이터(Date, Time, Test 

Case ID, 전압, 표시 예상값, 표시 결과값, TRUE/FALSE)를 Excel로 저장하는 기능을 제

공한다.

5.2.5 시간 계산 기능

소프트웨어에서 Test를 시작하면 현재 시간과 설정한 시간(Operating Hours)을 계산하여 

Test가 정지할 예정 시간(Stop Hours)과 현재 진행 상태를 인터페이스 상에 표시하여 사

용자에게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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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저장 경로 설정 기능

소프트웨어에서 측정한 데이터의 저장 경로를 설정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5.2.7 분석 기능

표시 결과값을 소프트웨어에서 수집하여 분석한 후, 각 신호의 전압을 알아내는 기능을 제

공한다.

5.2.8 데이터 상태 표시 기능

소프트웨어에서 설정한 시간(Operating Hours) 동안 측정하는 데이터(Date, Time, Test 

Case ID, 전압, 표시 예상값, 표시 결과값, TRUE/FALSE)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

인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인터페이스 상에 데이터 정보를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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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Digital Indicator Instruction and Operating Manual (Page. 25,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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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문서는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를 구현하기 위해,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요건 명세서(SRS)에서 기반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 설계들을 기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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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 위

본 문서는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개발 설계에 활용하며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능과 같은 요건들을 기술한다. 본 문서는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에 대한 요건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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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어 및 약어

CPU Central Processing Unit

DT Different Time

HDD Hard Disk Drive

PCS Precision Current Source

RAM Random Access Memory

VGA Video Graphics Array

Step 주파수를 나누는 단위

Set Point 현재 신호의 위치 정보

Truth Table Step과 Set Point를 통하여 현재 신호의 전압과 오차범위를 파악하는 테이블

정확도 표시 예상값을 기준으로 표시 결과값의 Truth를 판단하기 위한 허용치

표시 결과값 신호 발생기에서 발생한 신호를 디지털 계기에서 처리한 결과값

표시 예상값 표시 결과값과 비교하기 위해 예측한 전압을 계산 공식에 대입한 값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설계 명세서                     9

4. 설계 개요

본 문서는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요건 명세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효

율적으로 만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인 LabView 2009를 기반으로 설계한다. 

4.1 개발 환경

개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다음과 같다.

- Microsoft Windows 7

- Microsoft office Excel 2010

- LabView 2009

개발에 사용되는 하드웨어에 대한 스펙은 아래와 같다.

4.1.1 컴퓨터

Windows 7 32bit 를 동작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컴퓨터로서 아래 명세를 참고한다.

[컴퓨터 명세] - 최소 사양 

� CPU : Intel Pentium 2GHz 이상

� RAM : 2GB

� VGA : 다이렉트X9 지원 128M

� HDD : 40GB

� Power : 정격 500W, 220V

� Serial Port(RS-232C)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4.1.2 Connector Cable

컴퓨터와 소형 디지털계기를 Serial Cable로 연결한다. Serial Cable은 9 to 9/25 

Standard RS-232C Cable을 사용한다.

4.1.3 전류발생기

전류발생기는 PCS-62를 모델을 사용한다. PCS-62는 220V 전원을 연결하며, 6개 채널

의 전류와 2개 채널의 전압을 발생시킨다. 동작범위는 아래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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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범위] 

� Mode 0 : 정전류, Mode 1: 삼각파

� STEP : 2 ~ 64 단계로 구성

� DT : 01 ~ 99로 되어 있으며 01당 2ms

� CH(전류) : 4 ~ 20mA

� V(전압) : 0 ~ 10V

4.1.4 소형 디지털계기

소형 디지털계기로 디지털지시계를 사용한다. 디지털지시계는 전류발생기에서 발생한 신호

를 전달받아 처리한 결과값을 LED로 표시하며, LED의 표시 결과값은 Serial Port를 통해 

컴퓨터로 전송할 수 있다. 디지털지시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A를 참고한다.

4.2 시스템 처리 과정

시스템의 전체적인 흐름은 3부분으로 나뉜다.

- 디지털 계기의 신호(표시 결과값)를 측정

- 측정 상태 기능 및 히스토리 저장

- 기타 제어 처리(설정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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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설계

5.1 개요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는 디지털계기에 전달되는 전류발생기의 신호가 

계산식에 맞게 처리하여 출력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의 소프트웨어로 측정하는 장치이

다. 측정 연결 도구(Serial Cable(RS-232))는 디지털 계기의 신호를 컴퓨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며,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에서는 측정한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고 히스토리를 저

장한다.(그림 5.1 참조)

 5.1     Test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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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화면 구성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의 화면 구성은 그림 5.2와 같다.

그림 5.2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의 화면 구성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의 화면 구성 정보는 표5.1와 같다.

정보 형태 설명

디지털 지시계 신호 디지털 계기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표시한다.

동작 시간 측정 시간(YYYY-MM-DD hh:mm:ss)을 설정할 수 있다.

정확도 정확도(범위 : 0~1, 0.1 단위로 증감)를 설정할 수 있다. 

저장 경로 저장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남은 시간 남은 측정 시간(YYYY-MM-DD hh:mm:ss)을 표시한다.

진행도 측정 진행도(슬라이드)를 표시한다.

진행 상황
측정 진행 상황(Test Case ID, Date, Time, 전압, 표시 예

상값, 표시 결과값, TRUE/FALSE)을 표시한다.

측정 제어 측정을 시작, 종료하기 위한 버튼.

표 5.1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의 화면 구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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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소프트웨어 처리 과정

소형 디지털계기를 위한 시스템 Test Bed 소프트웨어 처리과정은 디지털계기와 소프트웨

어의 연결 상태를 확인한 후, 소프트웨어에서 디지털계기의 신호를 수집하여 설정한 값을 

통해 신호를 측정한다. 이 과정은 그림 5.3과 같다.

그림 5.3 소프트웨어 처리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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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초기화

신호를 수신하기 전에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초기화한다. 초기화를 할 변수는 표 

5.2와 같다.

변수이름 Type 설정치 설명

Indicate_result Float 0 표시 결과값

Indicate_expect Float 0 표시 예상값

progress Float 0 진행도

Operating_hours Date 사용자 설정 신호를 측정할 시간(동작 시간)

Remaining_hours Date
Operating_

hours
신호 측정이 끝날 때까지 남은 시간

Accuracy Float 사용자 설정 정확도

Voltage Integer 0 전압

Location String 사용자 설정 저장경로

Measure_control Boolean False 측정제어

Decision Boolean False 신호 TRUE/FALSE 판단

Signalsync_flag Boolean False 신호 Sync 설정 유무 판단

표 5.2 초기화 변수

5.3.2 데이터 수집 함수

데이터 수집 함수는 디지털 계기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집하는 함수로서, NI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Serial Port)를 이용하여 신호를 수집한다. (그림 5.4, 부록 A. Page.25 참조) 

그림 5.4 Serial Port 라이브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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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데이터 처리 함수

데이터 처리 함수는 데이터 수집 함수에서 수집한 표시 결과값의 시작 순서를 정하기 위해 

Signal Sync Control 하는 부분과 표시 결과값의 Truth를 판단하기 위해 Truth Control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처리 한다. Truth Control 처리 과정은 Signal Sync Control에서 알아낸 Step 

값과 현재 신호의 위치를 가리키는 Set Point에 따른 Truth Table의 오차범위(최소, 최대)를 

불러와 처리한다. (그림 5.5, 표 5.3 참조)

  

그림 5.5 데이터 처리 함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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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3에 나와 있는 Truth Table은 정확도가 0.1일 경우의 오차범위(최소, 최대)를 예시

로 표시했으며 이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 범위가 바뀔 수 있다.

Step Set Point 전압 오차 범위(최소) 오차 범위(최대)

2 1 0.00 -0.10 0.10

2 2 5.00 49.90 50.10

2 3 10.00 99.90 100.10

4 1 0.00 -0.10 0.10

4 2 2.50 24.90 25.10 

4 3 5.00 49.90 50.10 

4 4 7.50 74.90 75.10 

4 5 10.00 99.90 100.10 

8 1 0.00 -0.10 0.10

8 2 1.25 12.40 12.60 

8 3 2.50 24.90 25.10 

8 4 3.75 37.40 37.60 

8 5 5.00 49.90 50.10 

8 6 6.25 62.40 62.60 

8 7 7.50 74.90 75.10 

8 8 8.75 87.40 87.60 

8 9 10.00 99.90 100.10 

16 1 0.00 -0.10 0.10

16 2 0.63 6.15 6.35 

16 3 1.25 12.40 12.60 

16 4 1.88 18.65 18.85 

16 5 2.50 24.90 25.10 

16 6 3.13 31.15 31.35 

16 7 3.75 37.40 37.60 

16 8 4.38 43.65 43.85 

16 9 5.00 49.90 50.10 

표 5.3 Truth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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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 5.63 56.15 56.35 

16 11 6.25 62.40 62.60 

16 12 6.88 68.65 68.85 

16 13 7.50 74.90 75.10 

16 14 8.13 81.15 81.35 

16 15 8.75 87.40 87.60 

16 16 9.38 93.65 93.85 

16 17 10.00 99.90 100.10 

32 1 0.00 -0.10 0.10

32 2 0.31 3.03 3.23 

32 3 0.63 6.15 6.35 

32 4 0.94 9.28 9.48 

32 5 1.25 12.40 12.60 

32 6 1.56 15.53 15.73 

32 7 1.88 18.65 18.85 

32 8 2.19 21.78 21.98 

32 9 2.50 24.90 25.10 

32 10 2.81 28.03 28.23 

32 11 3.13 31.15 31.35 

32 12 3.44 34.28 34.48 

32 13 3.75 37.40 37.60 

32 14 4.06 40.53 40.73 

32 15 4.38 43.65 43.85 

32 16 4.69 46.78 46.98 

32 17 5.00 49.90 50.10 

32 18 5.31 53.03 53.23 

32 19 5.63 56.15 56.35 

32 20 5.94 59.28 59.48 

32 21 6.25 62.40 62.60 

32 22 6.56 65.53 65.73 

32 23 6.88 68.65 6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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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4 7.19 71.78 71.98 

32 25 7.50 74.90 75.10 

32 26 7.81 78.03 78.23 

32 27 8.13 81.15 81.35 

32 28 8.44 84.28 84.48 

32 29 8.75 87.40 87.60 

32 30 9.06 90.53 90.73 

32 31 9.38 93.65 93.85 

32 32 9.69 96.78 96.98 

32 33 10.00 99.90 100.10 

64 1 0.00 -0.10 0.10

64 2 0.16 1.46 1.66 

64 3 0.31 3.03 3.23 

64 4 0.47 4.59 4.79 

64 5 0.63 6.15 6.35 

64 6 0.78 7.71 7.91 

64 7 0.94 9.28 9.48 

64 8 1.09 10.84 11.04 

64 9 1.25 12.40 12.60 

64 10 1.41 13.96 14.16 

64 11 1.56 15.53 15.73 

64 12 1.72 17.09 17.29 

64 13 1.88 18.65 18.85 

64 14 2.03 20.21 20.41 

64 15 2.19 21.78 21.98 

64 16 2.34 23.34 23.54 

64 17 2.50 24.90 25.10 

64 18 2.66 26.46 26.66 

64 19 2.81 28.03 28.23 

64 20 2.97 29.59 29.79 

64 21 3.13 31.15 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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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2 3.28 32.71 32.91 

64 23 3.44 34.28 34.48 

64 24 3.59 35.84 36.04 

64 25 3.75 37.40 37.60 

64 26 3.91 38.96 39.16 

64 27 4.06 40.53 40.73 

64 28 4.22 42.09 42.29 

64 29 4.38 43.65 43.85 

64 30 4.53 45.21 45.41 

64 31 4.69 46.78 46.98 

64 32 4.84 48.34 48.54 

64 33 5.00 49.90 50.10 

64 34 5.16 51.46 51.66 

64 35 5.31 53.03 53.23 

64 36 5.47 54.59 54.79 

64 37 5.63 56.15 56.35 

64 38 5.78 57.71 57.91 

64 39 5.94 59.28 59.48 

64 40 6.09 60.84 61.04 

64 41 6.25 62.40 62.60 

64 42 6.41 63.96 64.16 

64 43 6.56 65.53 65.73 

64 44 6.72 67.09 67.29 

64 45 6.88 68.65 68.85 

64 46 7.03 70.21 70.41 

64 47 7.19 71.78 71.98 

64 48 7.34 73.34 73.54 

64 49 7.50 74.90 75.10 

64 50 7.66 76.46 76.66 

64 51 7.81 78.03 78.23 

64 52 7.97 79.59 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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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히스토리 함수

NI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Report Generation Toolkit)를 이용하여 엑셀에 히스토리를 

저장한다.(그림 5.6 참조)

 

그림 5.6 Report Generation Toolkit

엑셀 시트에 저장되는 테이블 정보는 표 5.4과 같고, 그림 5.7은 엑셀에 저장되는 형식이다.

64 53 8.13 81.15 81.35 

64 54 8.28 82.71 82.91 

64 55 8.44 84.28 84.48 

64 56 8.59 85.84 86.04 

64 57 8.75 87.40 87.60 

64 58 8.91 88.96 89.16 

64 59 9.06 90.53 90.73 

64 60 9.22 92.09 92.29 

64 61 9.38 93.65 93.85 

64 62 9.53 95.21 95.41 

64 63 9.69 96.78 96.98 

64 64 9.84 98.34 98.54 

64 65 10.00 99.90 1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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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명 유 형 설 명

Test Case ID Integer 신호 수신 순서

DateTime Date
저장된 날짜, 시간

(디지털 계기로부터 신호가 들어온 시간을 나타냄)

전압 Float 표시 결과값의 전압

표시 예상값 Float 전압 * 10 연산 결과값

표시 결과값 Float 디지털계기 신호

TRUE/FALSE Boolean 표시 예상값과 표시 결과값의 비교 결과

표 5.4 엑셀 시트 테이블 정보

그림 5.7 엑셀 시트 형식

5.4 신호 측정 설정

측정할 시간을 그림 5.2의 측정 시간 항목에 타임스탬프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정확도를 

그림 5.2의 정확도 항목에 0~1 범위 안에서 0.1 단위로 증감시킬 수 있다. 저장 경로를 그

림 5.2의 저장 경로 항목에 파일 경로 형태로 설정할 수 있다. 측정 제어하기 위해 그림 

5.2의 측정 제어 스위치로 제어 할 수 있다.

5.5 신호 표시 기능

디지털 계기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그림 5.2의 디지털 지시계 항목에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 

된다.

5.6 남은 시간 기능

남은 측정 시간을 그림 5.2의 남은 시간 항목에 'YYYY-MM-DD hh:mm:ss' 단위로 표시

된다.

5.7 진행상황 표시 기능

측정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기 전에 그림 5.2의 진행상황 테이블에 Test Case ID, 

DateTime, 전압, 표시 예상값, 표시 결과값, TRUE/FALSE 값이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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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Digital Indicator Instruction and Operating Manual (Page. 25, 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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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문서는 MCT 온도 측정 시스템 제작에 필요한 시방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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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 위

본 문서의 범위는 2014년 12월 5일 중대사고·중수로 안전연구부에서 의뢰한 MCT 온도 

측정 시스템 제작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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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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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어 및 약어

<용어>

센서봉 센서와 신호처리 회로와 외부보호 파이프를 포함한 원형 봉

<약어>

DAS Data Acquisition System

IR Infrared Ray

MCT Moderator Circulation Test [참고문서 3.1]

TC 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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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CT 온도 측정 시스템

5.1. 제작 개요 및 방향

MCT 온도 측정 시스템은 센서를 이용하여 중수로 모의시험 시설 내부의 감속재 유동 온도

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MCT 온도 측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그림 5.1 참고)

· 중수로 모의시험 시설 내부의 감속재 유동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가 장착된 센서봉

·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하드웨어

·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림 5.1 MCT 온도 측정 시스템 환경 구성

5.2. 센서봉

센서봉은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하여 우선 제작하고 테스트 진행 후, IR 센서로 구성

된 센서봉을 제작하여야 한다. 센서봉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5.2.1.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5.2.1.1.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구성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그림 5.2 참고)

· 센서봉 외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접촉식 TC 센서와 비접촉식 IR 센서

· TC 센서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TC Wire

· IR 센서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PCB

· 물의 파장이 투과될 수 있는 필름

· TC 센서와 IR 센서, PCB, TC Wire를 보호할 수 있는 외부 보호 센서 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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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구성

5.2.1.2.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구성 조건

· 동일 조건에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TC와 IR 센서는 동일한 구간에 위치하여야 한다.

· TC 센서는 센서봉에 구멍을 내어 외부로 노출시켜야 한다.

· IR 센서는 센서가 위치하는 센서봉의 구간에 구멍을 내어 방수가 되도록 필름을 부착하

여야 한다.

· 센서봉의 물리적 외경은 17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유동장 저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은 2개 제작하여야 한다.

5.2.2. IR 센서봉

5.2.2.1. IR 센서봉 구성

IR 센서봉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그림 5.3 참고)

· 센서봉 외부의 온도를 측정하는 비접촉식 IR 센서

· IR 센서의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PCB

· 물의 파장이 투과될 수 있는 필름

· IR 센서와 PCB를 보호할 수 있는 외부 보호 센서 파이프

그림 5.3 IR 센서봉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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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IR 센서봉 구성 조건

· IR 센서는 센서가 위치하는 센서봉의 구간에 구멍을 내어 방수가 되도록 필름을 부착하

여야 한다.

· 센서봉의 물리적 외경은 17 mm 이하가 되어야 하며 유동장 저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IR 센서봉은 위치 및 길이에 따라서 A, B, C, D 타입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부록 A. 참고)

· IR 센서봉은 설치 시 A B C D C B A 순서로 설치하여야 한다.(부록 B. 참고)

· 타입별 IR 센서봉 개수는 아래와 같다.

 

타입 A B C D 합계/set set 총 합계

봉 개수 2 2 2 1 7 5 35

표 5.1 타입별 IR 센서봉 개수

· 타입별 IR 센서 개수는 아래와 같다.

타입 A B C D

센서 개수 9 11 13 13

표 5.2 타입별 IR 센서 개수

5.2.3. TC, IR 센서 자격 조건

5.2.3.1. TC 센서

TC 센서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Type : T Type (Copper vs. Copper-Nickel)

· Maximum Temperature Range 

   - Thermocouple Grade : -200℃ to 350℃

   - Extension Grade : -60 to 100℃

· Limits of Error

   - Standard : 1.0℃ or 0.75℃ Above 0℃

 1.0℃ or 1.5℃ Below 0℃

   - Special : 0.5℃ or 0.4%

· Comments, Bare wire environment 

   - Mild Oxidizing, Reducing Vacuum or Inert

   - Good Where Moisture Is Present

   - Low Temperature and Cryogenic Applications

· Temperature in Degrees ℃

· Reference Junction a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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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IR 센서

IR 센서는 아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Response time : < 0.2 sec

· Sampling rate : < 0.1 sec

· 측정 범위 : -10℃ ~ 120℃

· Precision : < 0.25℃

5.3. 하드웨어

5.3.1. Communication Bus

Communication Bus는 센서와 Network Adapter 간에 데이터가 전송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추후 상세한 통신스펙을 추가한다.)

5.3.2. Network Adapter

Network Adapter는 온도센서와 PC간에 통신하기 위하여 RS-422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

며, 통신 스펙은 다음과 같다. (추후 상세한 통신스펙을 추가한다.)

· 38400 bps ~ 115 Kbps

· 8 Data bit

· No Parity

5.4. 소프트웨어

5.4.1. 컴퓨터

· RS-422 규격의 PCI 보드를 갖춘 환경

· Windows 7을 호환하는 정품

5.4.2. 운영체제

· Windows 7

5.4.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 LabVIEW 2009이상 버전으로 호환성 있는 정품 

5.4.4. 소프트웨어 화면구성 및 기능

MCT 온도 측정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IR 센서봉의 상태 및 번호와 일시, 통신 상태 등을 

현장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화면구성 및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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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1. 초기화면

초기화면은 중수로 모의시험 시설 내부에 위치한 IR 센서봉의 상태 및 번호와 일시, 통신 

상태, 측정 버튼, 종료 버튼을 표시하여야 한다. 

5.4.4.2. 메뉴 항목 

메뉴 항목은 타입별 IR 센서봉으로 구분하여 센서의 개별적인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5.4.4.3. 기능 

· Network Adapter로 받은 정보를 온도(℃)로 변환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전체 온도 값에 대한 숫자와 일시는 표와 그래프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전체 IR 센서로부터 받은 온도 값의 표본시간(Sampling Time)은 0.2초 이상이어야 하

고 컴퓨터에 저장되어야 한다.

· 이상 상태의 센서는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되어야 하고 이상 정보는 컴퓨터에 따로 저장

되어야 한다.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IR 센서의 온도 값이 날짜와 시간별로 엑셀에 저장되어야 한다.

· 필요 기능에 대한 간단한 도움말이 제공되어야 한다.

· 데이터는 추후에 중대사고·중수로 안전연구부에서 제공하는 DAS 장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부록 C. 참고)

6. 기술협의 및 특기사항

본 시방서에 제시된 사양보다 개선, 발전된 기술과 부품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나 이 경우 제

작공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사전에 기술협의를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한다.

7. 납품 시 제출사항

·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2set(1차), IR 센서봉 35set(2차)

·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및 관련 파일 CD 1장

· 사용자매뉴얼(운영절차서)

· 시험성적서

8. 납품장소

본 시스템은 의뢰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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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납품일자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2개의 납품은 2015년 1월 31일 이내로 한다.

(IR 센서봉은 추후 협의한다.)

10. 하자보증

본 시스템의 하자보수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시스템 운영 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 요청할 

수 있다

11. 저작권 및 소유권

본 시스템을 제작하면서 생산되는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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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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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Thermocouple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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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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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문서는 MCT 온도측정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요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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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 위

본 문서의 범위는 2014년 12월 5일 중대사고·중수로 안전연구부에서 의뢰한 MCT 온도

측정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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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문서

3.1 “EXPERIMENTAL STUDY OF MODERATOR CIRCULATION IN 

CANDU6 CALANDRIA TANK", Proceedings of the 2014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clear Engineering ICONE22, 2014.

3.2 “NI Serial Hardware Specifications and Features Guide", NATIONAL 

INSTRUMENTS, 2014.



MCT 온도측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건 명세서 9

4. 용어 및 약어

<용어>

센서봉 센서와 신호처리 회로와 외부보호 파이프를 포함한 원형 봉

<약어>

DAS Data Acquisition System

IR Infrared Ray

MCT Moderator Circulation Test

TC Thermocou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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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CT 온도측정시스템

5.1 시스템 구성

MCT 온도측정시스템 환경 구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5.1 참고)

· 중수로 모의시험 시설 내부의 감속재 유동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가 장착된 센서봉

· 센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하드웨어

· 센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그림 5.1 MCT 온도측정시스템 환경 구성

5.2 센서봉

센서봉은 TC와 IR 센서가 사용되며 센서봉의 종류는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

봉과 IR 센서봉으로 나뉜다. TC와 IR 센서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

[ TC 센서 명세 ]

· Type : T Type (Copper vs. Copper-Nickel)

· Maximum Temperature Range 

   - Thermocouple Grade : -200℃ to 350℃

   - Extension Grade : -60 to 100℃

· Limits of Error

   - Standard : 1.0℃ or 0.75℃ Above 0℃

 1.0℃ or 1.5℃ Below 0℃

   - Special : 0.5℃ or 0.4%

· Comments, Bare wire environment 

   - Mild Oxidizing, Reducing Vacuum or Inert

   - Good Where Moisture Is Present

   - Low Temperature and Cryogenic Applications

· Temperature in Degrees ℃

· Reference Junction at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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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 센서 명세 ]

· Response time : < 0.2 sec

· Sampling rate : < 0.1 sec

· Measurement range : -10℃ ~ 120℃

· Precision : < 0.25℃

5.2.1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그림 5.2 참고)

[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명세 ]

· 센서 종류 : TC 센서, IR 센서

· 센서봉 개수 : 2 Set

· 데이터 전송 수단

   - TC 센서 : TC Wire

   - IR 센서 : PCB

그림 5.2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 구성

5.2.2 IR 센서봉

IR 센서봉의 명세는 다음과 같다.(그림 5.3 참고)

[ IR 센서봉 명세 ]

· 센서 종류 : IR 센서

· 데이터 통신 수단

   - IR 센서 : P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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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IR 센서봉 구성

· IR 센서봉 타입 : A, B, C, D (부록 A. 참고)

· IR 센서봉 설치 순서 : A B C D C B (부록 B. 참고)

· 타입별 IR 센서봉 개수는 표 5.1과 같다.

 

타입 A B C D 합계/set set 총 합계

봉 개수 2 2 2 1 7 5 35

표 5.1 타입별 IR 센서봉 개수

· 타입별 IR 센서 개수는 표 5.2와 같다.

타입 A B C D

센서 개수 9 11 13 13

표 5.2 타입별 IR 센서 개수

5.3 하드웨어

5.3.1 Communication Bus

Communication Bus는 센서와 Network Adapter 간에 데이터가 전송된다. 

5.3.2 Network Adapter

Network Adapter는 센서와 컴퓨터 간의 통신을 위해 NI社의 PCI 8431/2 보드로 구성한

다. (사진 5.4, 부록 C.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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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4 NI 의 PCI 8431/2 보드

5.4 소프트웨어

5.4.1 컴퓨터

· NI社의 PCI 8431/2 보드를 갖춘 환경

· Windows 7을 호환하는 정품

5.4.2 운영체제

· Windows 7

5.4.3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 LabVIEW 2009이상 버전으로 호환성 있는 정품 

6. MCT 온도측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 요건

MCT 온도측정시스템 소프트웨어는 2 종류를 개발한다. 

·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으로 구성한 소프트웨어

· IR 센서봉으로 구성한 소프트웨어

6.1 TC와 IR 센서를 동시에 장착한 센서봉으로 구성한 소프트웨어 

6.1.1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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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의 화면은 TC, IR 센서의 온도 그래프와 값, 현재 시간, 측정 주기, 측정 시간을 

표시하고 측정 시작과 측정 종료, 기록 시작, 기록 종료 버튼으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화면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다.

· TC, IR 센서의 온도 그래프

· TC, IR 센서의 온도 값

· 현재 시간

· 측정 시간

· 측정 주기

· 측정 시작, 측정 종료 버튼

· 기록 시작, 기록 종료 버튼

6.1.1.2 입력 변수

소프트웨어의 입력 변수는 다음과 같다.

· TC, IR 센서의 온도 값

· TC, IR 센서의 상태

6.1.1.3 출력 변수 

파일에 저장할 출력 변수는 다음과 같다.

· Test ID

· 현재 시간

· 측정 시간

· TC, IR 센서의 온도 값

6.1.2 소프트웨어 기능

6.1.2.1 측정 시작, 종료 기능

전체 센서의 온도 값을 측정 시작, 종료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1.2.2 기록 시작, 종료 기능

전체 센서의 온도 값을 측정 중에 파일로 기록 시작, 종료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1.2.3 센서 상태 표시 기능

센서의 상태는 하나의 그래프와 표로 표시되어야 한다. 

6.1.2.4 센서 이상상태 표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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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표에 N/A로 표시되어야 한다.

6.1.2.5 시간 표시 기능

현재 시간과 측정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1.2.6 측정 주기 설정 기능

센서의 값 측정 주기(표본시간 0.2초 이상)를 설정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1.2.7 측정 기능

측정을 시작하면 측정 주기에 따라 센서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1.2.8 저장 기능

기록을 시작하면 측정 주기에 따라 출력 변수를 날짜와 시간별로 엑셀 파일에 저장하는 기

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2 IR 센서봉으로 구성한 소프트웨어

6.2.1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6.2.1.1 화면 구성

소프트웨어의 화면은 IR 센서의 온도 그래프와 값, 현재 시간, 측정 주기, 측정 시간을 표시

하고 Set와 센서봉 선택, 측정 시작, 측정 종료, 기록 시작, 기록 종료 버튼으로 구성한다. 

이와 같은 화면 구성 항목은 아래와 같다.

· IR 센서의 온도 그래프

· IR 센서의 온도 값

· 현재 시간

· 측정 시간

· 측정 주기

· Set, 센서봉 선택 버튼

· 측정 시작, 측정 종료 버튼

· 기록 시작, 기록 종료 버튼

6.2.1.2 입력 변수

소프트웨어의 입력 변수는 다음과 같다.

· IR 센서의 온도 값

· IR 센서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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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출력 변수 

파일에 저장할 출력 변수는 다음과 같다.

· Test ID

· 현재 시간

· 측정 시간

· IR 센서의 온도 값

6.2.2 소프트웨어 기능

6.2.2.1 측정 시작, 종료 기능

전체 센서의 온도 값을 측정 시작, 종료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2.2.2 기록 시작, 종료 기능

전체 센서의 온도 값을 측정 중에 파일로 기록 시작, 종료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2.2.3 센서 상태 표시 기능

센서의 상태는 타입별 센서봉 단위로 나뉘어 하나의 그래프와 표로 표시되어야 한다. 

6.2.2.4 센서 이상상태 표시 기능

센서에서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표에 N/A로 표시되어야 한다.

6.2.2.5 시간 표시 기능

현재 시간과 측정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6.2.2.6 측정 주기 설정 기능

센서 측정 주기(표본시간 0.2초 이상)를 설정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2.2.7 측정 기능

측정을 시작하면 측정 주기에 따라 센서의 온도를 측정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2.2.8 저장 기능

기록을 시작하면 측정 주기에 따라 출력 변수를 날짜와 시간별로 LVM 파일에 저장하는 기

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2.2.9 Set, 센서봉 선택 기능

Set, 센서봉 단위를 선택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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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0 LVM 파일을 엑셀 파일로 변환 기능

저장한 LVM 파일을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6.2.2.11 도움말 기능

사용자에게 기능에 대한 간단한 도움말이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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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Thermocouple



MCT 온도측정시스템 소프트웨어 요건 명세서 19

부록 B. Thermocouple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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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C. NI PCI 8431/2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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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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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5. 최소 검출가능 선량(minimum detectable activity) 계산 

 IEC-61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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