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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요약서 
 
과제고유번호 79491-17 해 당 단 계 

연 구 기 간 
2017-04-01 

~2018-03-31 단계구분  

연 구 사 업 명 
중 사 업 명  자체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명  

연 구 과 제 명 
대 과 제 명 자체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명 방사선 감시시스템 장비 교체 

연 구 책 임 자 연구자명 

해당단계 
참 여 
연구원수 

총 6 명 
해당단계 
연 구 비 

정부 230,000 천원 

내부 6 명 기업  천원 

외부  명 계 230,000 천원 

총연구기간 
참 여 
연구원수 

총 6 명 

총 연구비 

정부 230,000 천원 

내부 6 명 기업  천원 

외부  명 계 230,000 천원 

연구기관명 및 
소 속 부 서 명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안전관리부 참 여 기 업 명  

국제공동연구 상대국명 :  상대국 연구기관명 :  

위 탁 연 구 연구기관명 :  연구책임자 :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로 작성합니다.) 보 고 서  면 수 82p. 

○ 신규 장비 구매 추진  
- 방사선 감시 시스템 장비 사양 선정 및 181대에 대한 국제 경쟁/일괄 구매 추진 

○ 통합 방사선 감시 시스템 전산망 구축 
- 운영 효율성과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통합 방사선 감시 시스템용 전산망 구축 
- Ethernet 환경 조성을 통한 고 효율 및 고 가용성 확보 

○ 방사선감시기용 노후 전력 설비 개선 
○ 통합 RMS 소프트웨어 개발 

- 신규 도입 장비를 포함한 모든 방사선 감시 장비와의 데이터 통신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 원내 전 시설 통합 감시가 가능한 소프트웨어 설계 
- 웹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강화 

○ 신규 장비 설치 
-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새빛연료과학동 내 신규 감시기 84대 설치 완료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글 방사선 감시 시스템(RMS), 노후장비교체, 감시 소프트웨어, 인프라 개선, 
원자력시설 방사선감시기  

영어 Radiation Monitoring System (RMS), Replacement of RMS, Monitoring 
Software, Improvement of Infrastructure, Nuclear Facility RMS  



 

 



 

5 
 

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감시시스템 장비 교체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주요 시설에서는 216 대의 방사선 감시시스템 장비를 운영 중이다. 대

다수의 감시 장비는 내구 연한을 초과하여 현재 노후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는 잦은 고장으

로 인한 시설 운영 안정성 저하 및 유지/관리 비용 증가를 야기한다. 따라서 노후 방사선 감시 

장비 교체 및 관련 설비의 현대화를 통해 방사선 감시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안정적인 방사선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범위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후 방사선 감시기 교체 

2) 방사선감시설비 (전기, 통신, 기계 분야)에 대한 현대화  

3) 교체된 방사선 감시기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 

 

Ⅳ. 연구개발결과  
 

1. 신규 장비 선정 및 구매 추진 
 

본 사업은 감시기 교체 사업으로서, 기존에 운영하는 시설 장비의 성능 사양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존 감시기의 기술적, 운영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비 선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장비 선정에 있어 성능 및 유지 관리 효율성, 제조사 기업 건전성을 평가 지표로 하여 구매를 

추진하였다. 구매 추진 규모는 지역감마감시기 139대를 포함하여 181대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획득을 위해 업체 지명 가격/규격 경쟁 입찰 및 일괄 구매 방식으로 외자 구매를 추진한 

결과, 요구하는 성능을 만족하며 최저가를 제시한 MIRION (프랑스)이 납품 업체로 선정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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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방사선 감시 시스템 전산망 구축 
 

운영 효율성과 향후 유지보수 비용 절감 차원으로 통합 방사선 감시 시스템 전산망을 구축하

였다. 통합망은 Ethernet 환경 하에서 전 시설이 연결되므로 고 가용성/ 고 효율성을 제공한

다. 하나로의 경우, 최근 제기된 사이버 보안 및 접근 제한 요구를 고려하여 단독망으로 구성

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다.  

 

3. 방사선감시기용 전력 설비 개선 
 

 감시기 교체와 함께 노후화된 방사선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5개 시설의 전력 

설비를 개선하였다. 이를 위해 UPS 분전함 신규 설치, 장비별 개별 누전 차단기 도입, 신규 장

비용 전원 케이블 연결등이 있다.  

 

4. 통합 RMS 소프트웨어 개발 
 

기존에 낮은 효율 및 고 비용의 방사선 감시시스템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통합 

RMS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제조사, 감시기 모델, 통신 규약, 운영 

시설에 구분 없이 방사선 감시 기능 및 데이터 활용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5. 신규 장비 설치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저장고, 고화폐기물시험시설 3곳의 감

시기 교체에 따른 시설 인허가 변경을 득하였으며, 새빛연료과학동 내 32대의 감시기 인허가 

변경을 신청하였다. 지역감마감시기 70대, 공기오염감시기 14대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공기오

염감시기 27대 및 굴뚝감시기의 3대의 설치가 예정 중이다.  

 

Ⅴ. 기대효과 
  

본 연구 결과는 시설 방사선 감시시스템 개선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며 다음의 기대 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1) 노후 방사선 감시기 및 관련 설비 교체에 따른 원자력 시설 신뢰도 향상 및 안정성 강화 

2) 선진화된 방사선 감시시스템 유지관리 체계 구축 

3) 방사선 감시시스템 구축 경험을 통한 전문 관리 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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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Replacement of Radiation Monitoring System Device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In main facilities of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216 radiation 

monitoring system (RMS) devices have been operating. Among them, most devices 

have already passed their allowable durability period and entered aging stage; this 

causes the decrease at facility’s reliability and the increase at maintenance and 

management cost by the frequent failure. So, by replacing the degraded devices and 

modernizing the infrastructure associated with them, it i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RMS and establishing the stable management system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Scope of this project is as followings:  

1) Replacement of degraded radiation monitoring devices 

2)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associated with RMS devices  

3) Introduction of suitable and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for the replaced 

radiation motoring devices 

 

Ⅳ. Result of Project 
 

1. Selection of radiation monitoring devices and purchase  
 

For selection of radiation monitoring devices, the criteria includes performance that 

is possible for covering the performance the facilities require and overcoming the 

managing/technical issues, device’s maintenance, manufacture’s soundness, and etc.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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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lacing the devices in this project, 181 units including 139 local gamma monitors is 

purchased. To achieve a successful outcome of this project, among designated 

manufactures, a manufacture which meets the specification KAERI presents and offers 

lowest price is selected; that is MIRION. 

 
2. Establishing integrated RMS communication network  
 

To improve effective operating and save maintenance, integrated RMS 

communication network is established. By basing on Ethernet, the network is connected 

to the main facilities and provides high availability and system efficiency.  For 

HANARO facility, considering the cyber security issues that have recently raised and 

requirement for limited access, it is finished for the ready for operating as an individual 

network 

 

3. Improvement of power Infrastructure for RMS devices  
 

 With replacement of degraded devices, the power infrastructure for 5 main facilities 

is also improved. For that, installation of UPS power distributor, introduction of 

individual earth leakage breaker, cable connection between the UPS power distributor 

to individual devices are carried out.  

 

4. Development of integrated RMS Software 
 

To improve low management efficiency and high cost of the conventional system, the 

integrated RMS software is developed; this can provide the remote monitoring for the 

real-time radiation activity in the facilities and use various data regardless of device 

type, model, communication protocol, operating facility. In addition, the software is 

designed for multi-users and multi-tasking. 

 

5. Installation of new device 
 

Through this project, it is finished for installing 70 local gamma monitors, 14 air 

contamination monitors. In addition, 27 air contamination monitors and 3 stack air 

monitors are supposed to install until end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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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Benefits for this project  
 

This project results provides following benefits as  

1) Improve reliability and stability of nuclear facilities by replacing degraded radiation monitoring 
devices and associated facility’s infrastructure such as power, communication, monitoring 
software 

2) Establishing the advanced maintenance and management system for RMS  
3) Training professional management personnel through experience of re-building RMS 



 

10 

 

CONTENTS 

SUMMARY ············································································  7 

 

Chapter 1. Introduction  ································································· 17 

Section 1. Needs for Project   ······················································································ 19 

Section 2. Purpose on Project ······················································································  21 

 

Chapter 2. Replacement of Radiation Monitoring System ································  23 

Section 1. Radiation Monitoring System Status  ································································  25 

Section 2. Selection and Purchase of Radiation Monitoring Devices ·········································  28 

1. Gamma Monitor, GIM204k ············································································30 

2. Liquid Monitor, SAM201k ···········································································  30 

3. Beta Monitor (Duct Monitor), BIM201k ···························································  31 

4. Neutron Monitor, NIM201k  ········································································  32 

5. High TID Gamma Monitor, GIM201  ······························································  33 

6. Noble Gas Monitor, NGM204  ······································································  33 

Section 3. Establishment of Integrated RMS Network  ························································  35 

Section 4. Improvement of Degraded Power Infrastructure for RMS  ········································ 39 

1. Post Irradiation Experiments Facility (PIEF) ······················································  39 

2. Radioactive Waste Treatment Facility (RWTF) ···················································  41 

3. SAEBIT Fuel Research Facility ·····································································  42 

4. Radioactive Waste Form Test Facility   ···························································  43 

5. Radioactive Waste Storage  ·········································································  45 

Section 5. Development of RMS Software ········································································ 46 

1. Data Protocol Analysis ···············································································  46 

2. Communication Data Modeling  ····································································  49 

3. Specification for Development ········································································50 

4. Introduction of Integrated RMS Software ··························································  51 

Section 6. Installation of New RMS Devices ····································································  65 

1. Administrative Procedure for Replacement of RMS Devices ···································  65 

2. Verification of Imported RMS Devices ····························································  65 

3. Installation of RMS Devices ·········································································  66 

 

Chapter 3. Conclusion ··································································  69 

 

Chapter 4. Reference ···································································  73 

 



 

11 

 

Appendix  ·············································································  77 

[Appendix 1] Internal Approval for Foreign Purchasing  ··················································  79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  82 

 

 

 



 

12 

 

목 차 

요약문 ···················································································  5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 필요성 ···································································································  19 

제2절 연구 목표 ······································································································  21 

 

제2장 연구 내용  ·······································································  23 

제1절 방사선 감시설비 현황························································································  25 

제2절 방사선 감시 장비 구매 추진 ················································································  28 

1. Gamma Monitor, GIM204k ··········································································  30 

2. Liquid Monitor, SAM201k ···········································································  30 

3. Beta Monitor (Duct Monitor), BIM201k ···························································  31 

4. Neutron Monitor, NIM201k  ········································································  32 

5. High TID Gamma Monitor, GIM201  ······························································  33 

6. Noble Gas Monitor, NGM204  ······································································  33 

제3절 통합 RMS 망 구축 ··························································································  35 

제4절 방사선 감시용 노후 전력 설비 개선 ·······································································  39 

1. 조사후연료시험시설 ·····················································································39 

2.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41 

3. 새빛연료과학동 ························································································  42 

4. 고화폐기물시험시설  ··················································································  43 

5. 방사성폐기물저장고  ··················································································  45 

제5절 통합 RMS 소프트웨어 개발 ················································································  46 

1. 데이터 프로토콜 해석 ·················································································  46 

2. 통신 데이터 모델링  ··················································································  49 

3. 성능 요건 ·································································································50 

4. 통합 RMS 소프트웨어 소개 ·········································································  51 

제6절 RMS 장비 설치 ······························································································  65 

1. 인허가 변경 ······························································································65 

2. 입고 장비 검증  ·························································································65 

3. 장비 설치 ·······························································································  66 



 

13 

 

 

제3장 결론 ·············································································  69 

 

제4장 참고문헌 ·········································································· 73 

 

부 록 ···················································································  77 

[부록 1] 외자 구매  ·····························································································  79 

 

서지정보양식 ···········································································  81 

 

 

 

 

 

 

 

 

 

 

 

 

 

 

 

 

 

 

 

 

 

 

 

 

 

 

 

 

 

 

 



 

14 

 

표 목차 

표 1. 원내 주요시설 RMS 설비 운영 현황  ·······················································································  19 

표 2. 시설 별 방사선 감시설비 운전 이력  ························································································  20 

표 3. 원내 주요시설 지역감마감시기 운영 현황  ·················································································  25  

표 4. 원내 주요시설 중성자감시기 운영 현황 ·····················································································  26 

표 5. 원내 주요시설 공기오염감시기 운영 현황  ·················································································  26 

표 6. 원내 주요시설 굴뚝감시기 운영 현황 ························································································  27 

표 7. 16년 “KAERI Area Radiation Monitor System 1set” 구매 추진 품목  ··················································29 

표 8. 16년 “KAERI Area Radiation Monitor System 1set” 구매에 대한 입찰 개표 결과  ··································29  

표 9. GIM204k의 세부 사양  ········································································································  30 

표 10. SAM201k의 세부 사양 ·······································································································  31 

표 11. BIM201의 세부 사양 ···········································································································32 

표 12. NIM201k의 세부 사양  ········································································································32 

표 13. GIM201의 세부 사양 ···········································································································33 

표 14. NGM204의 세부 사양  ·········································································································34 

표 15. 트랜젝션 제어 코드에 따른 세부 정보 ·····················································································  49 

표 16. RMS 소프트웨어의 필수 데이터 모델  ····················································································  49 

표 17. 통합 RMS 소프트웨어 모듈별 소개  ·······················································································  51 

표 18.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성요소  ··························································································  54 

표 19.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성요소 ···························································································  57 

표 20. RMS Data Server의 채널 색상 별 상태  ··················································································  63 

 



 

15 

 

그림 목차 

그림 1. 전자장비의 신뢰도 도표  ····································································································  20 

그림 2. 방사선감시기 운영 및 사용 설명서  ·······················································································  27 

그림 3. RMS 서버 운영 현황 (a) 조사재시험시설. (b) 동위원소생산시설  ···················································  28 

그림 4. MIRION의 LPDU ···········································································································  30 

그림 5. SAM201k의 시스템 다이어그램 ···························································································  31 

그림 6. BIM201의 시스템 다이어그램 ·····························································································  31 

그림 7. MIRION의 NIM201 ········································································································  32 

그림 8. GIM201의 시스템 다이어그램 ·····························································································  33 

그림 9. 하나로 및 부대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동위원소생산시설, 냉중성자동)의 RMS 통신망 ··························  35 

그림 10.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RMS 통신망  ····················································································  36 

그림 11. RMS 설비 현대화를 위한 통합 RMS 망 ···············································································  36 

그림 12. 통합 RMS 망 환경 구축을 위한 통신 공사  ···········································································  37 

그림 13. 통합 RMS 망의 케이블 포설 및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 결과 ·························································38 

그림 14. 중앙 RMS 데이터 센터 구축 환경 조성 ··················································································38  

그림 15. 조사후연료시험시설 1층 RMS UPS 분전함 ············································································  39 

그림 16.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지하 1층 RMS UPS 분전함 ·····································································  40 

그림 17. 조사후연료시험시설  RMS UPS 분전함 별 상세도 ···································································  40 

그림 18.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RMS 장비용 UPS 전력 설비 도면 (a) 1층. (b) 2층. (c) 3층. (d) 지하 1층.  ··········  42 

그림 19. 새빛연료과학동 RMS 장비용 UPS 전력 설비 도면 (a) 3층. (b) 2층. ··············································  43  

그림 20. 고화폐기물시험시설 RMS 장비용 UPS 전력 설비 도면 (a) 1층. (b) 2층. (c) 지하1층. ·························  44 

그림 21. 방사성폐기물저장고 RMS 장비용 UPS 전력 설비 도면  ····························································  45 

그림 22. 원자력 시설 RMS 장비용 전력 설비 개선 ·············································································  45 

그림 23. RMS 장비와의 데이터 통신 개념도························································································46 

그림 24. MODBUS RTU 데이터 패킷 ·····························································································  46 

그림 25. MODBUS TCP 데이터 패킷 구조 ·························································································47 

그림 26. iCAM & G64 데이터 패킷 구조 ···························································································48 

그림 27. 통합 RMS 소프트웨어 구성 모듈 ························································································  51 

그림 28. Ethernet 환경 하에서 데이터 통신 ·······················································································  52 

그림 29. 통합 RMS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순서도 ······················································  52 

그림 30. 데이터 센터 화면 ···········································································································  53 



 

16 

 

그림 31.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관계도 ···························································································  54 

그림 32.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계도 ···························································································  57  

그림 33. Web 서버 oAuth 서비스를 이용한 인증 기능 ··········································································  62 

그림 34. 통합 RMS 접속 화면 ········································································································62 

그림 35. 관리자 전용 기능 화면 ·····································································································  63 

그림 36. 통합 RMS 소프트웨어 화면 ······························································································  64 

그림 37. 제조사 엔지니어에 의한 On-site Test ·····················································································65 

그림 38.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내 신규지역감마감시기 설치 ·····································································  66 

그림 39.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내 공기오염감시기 설치 ··········································································  67 

 

 

 

 

 

 

 

 

 

 

 

 

 

 

 

 

 

 

 

 

 



17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 목표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방사선 감시 시스템(Radiation Monitoring System, RMS) 설비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설비로서, 특정 지역의 방사선/능 감시를 위한 감시 장비와 

감시기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컴퓨터 서버로 구성되어 있다. 방사선 감시 

시스템 장비는 감시 유형에 따라 지역감마감시기, 지역중성자감시기, 공기오염감시기, 

굴뚝감시기, 계통 감시기 그리고 핫셀 감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은 원내 주요 시설에서 운영 중인 RMS 설비 현황이다. 원내 주요 시설에서 현재 

216여대의 RMS 장비를 운영 중이며, 최근 각종 규제 및 후속 대책, 시설 운영 변경으로 인해 

RMS 장비의 추가 도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표 1. 원내 주요시설 RMS 설비 운영 현황 

구분 시설명 

감시기 유형별 수량 수량 

감마 중성자 공기 굴뚝 계통 핫셀 서버 감시기 

주 

요 

시 

설 

하나로 시설 9 6 1 5 3 2 24 

냉중성자시험시설 4 2 1 6 

동위원소생산시설 16 6 1 4 3 27 

조사재시험시설 9 5 1 8 2 23 

조사후연료시험시설 19 18 2 4 3 43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12 15 1 
2 

28 

방사성폐기물저장고 7 7 

고화폐기물처리시설 10 3 1 1 14 

새빛연료과학동 21 11 1 2 1 35 

차세대공정실증시설 3 2 2 2 1 9 

합 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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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S 설비는 시설의 방사선학적 안전성 보장을 위해 신뢰도 높은 운전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전자장비의 내구 연한은 10년 이내이다. 내구 연한 초과 시, 그림 1과 같이 연장 

운전 시간의 증가에 따라 부품 노화로 인한 고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내구 연한이 지난 

장비는 유지 보수의 어려움과 감시기 모듈 별 연결 부위의 노후화, 원인 불명의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감시기의 중요 부품에 대해 8년 이내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경우, 표 2에서와 같이 교체 없이 오랜 

시간 운전으로 인해 안정적인 RMS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조사후연료시험시설

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 설치된 Merlin Gerin 제품의 경우, 예비/대체 부품마저 거의 단종

된 상태라 감시설비의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부담 비용이 높은 편이다.  

그림 1. 전자장비의 신뢰도 도표 

표 2. 시설 별 방사선 감시설비 운전 이력 

시설명 최초 설치 연도 비고 

하나로 시설 1996년 

냉중성자시험시설 2008년 

동위원소생산시설 1997년 

조사재시험시설 1992년 2015년 지역감마감시기 9대, 핫셀감시기 8대 교체 

조사후연료시험시설 1983년 2006~2007년 지역감마감시기 17대 교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1983년 
2006~2007년 지역감마감시기 17대 교체 

2014년 공기오염감시기 3대 교체 

방사성폐기물저장고 2013년 

고화폐기물처리시설 1992년 2005~2007년 지역감마감시기 10대 교체 

새빛연료과학동 2002년 

차세대공정실증시설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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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7년사이에 원내 방사선감시설비 고장 사례는 405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후화된 장비 및 감시 설비 교체를 통한 성능 개선 및 시설 운영 신뢰도 확보가 시급하

다.  

제2절 연구 목표 

RMS 설비는 시설의 핵심 계통으로서, 감시기 외에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설비와 연계되어 

있다.  

1) 방사선 감시 시스템 서버

2) 전력 설비

3) 공기오염감시기 및 굴뚝감시기의 경우, 공조 설비

4) 감시기 운영 및 관리 체계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 교체를 위해서는 각 시설 별로 준공 승인을 위해 규제 기관에 제출한 

인허가의 개정 및 운영 체계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운영 시설 별 요구 

사항을 만족시키는 감시기 도입 및 관련 설비의 교체, 신규 감시기 도입에 따른 새로운 운영 

체계 확립을 통한 선진 방사선 감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22 



 

23 
 

 

제2장  

 

 연구 내용.  

  

 

제1절 방사선 감시설비 현황 

제2절 방사선 감시 장비 구매 추진  

제3절 통합 RMS 망 구축 

제4절 방사선 감시기용 노후 전력 설비 개선 

제5절 통합 RMS 소프트웨어 개발 

제6절 감시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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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내용 

제1절 방사선 감시시스템 설비 현황 
 

기존의 RMS 장비는 시설 별로 자체 도입하여 장비 제조사, 감시기 모델이 각기 다르다. 표 

3-6은 감시기 유형별 각 시설에서 운영 중인 감시기를 나타낸다. 이 경우, 장비에 따라 운영 

절차가 다르기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대체 부품 확보 시에도 장비 

별 다양한 대체 부품 확보가 필요하여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RMS 

서버 및 소프트웨어의 경우, 하나의 시설에서 제조사가 다른 장비를 구입하거나 도입 시점이 

다른 경우, 그림 3과 같이 복수의 서버 및 소프트웨어를 운영해왔다. 이는 소프트웨어 운용 및 

시설 관리 측면에서 막대한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야기한다.  

 

표 3. 원내 주요시설 지역감마감시기 운영 현황 

시설명 제조사 모델명 검출기 종류 수량 

하나로 시설  FLUKE 946MW-200 Ion Chamber 9 

냉중성자시험시설 CANBERRA ADM606 G.M 4 

동위원소생산시설 
FLUKE 956MW-201 G.M 14 

CANBERRA ADM606 G.M 2 

조사재시험시설 CANBERRA ADM606 G.M 9 

조사후연료시험시설 CANBERRA ADM606 G.M 18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CANBERRA ADM606 G.M 12 

방사성폐기물저장고 CANBERRA ADM606 G.M 7 

고화폐기물처리시설 Thermo Fisher FHT6020 G.M 10 

새빛연료과학동 Harwell G64 Silicon 18 

차세대공정실증시설 CANBERRA ADM606 G.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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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원내 주요시설 중성자감마감시기 운영 현황 

시설명 제조사 모델명 검출기 종류 수량 

하나로 시설  FLUKE 946MW-214 Ion Chamber 9 

냉중성자시험시설 CANBERRA ADM606 G.M 4 

 

 

표 5. 원내 주요시설 공기오염감시기 운영 현황 

시설명 제조사 모델명 검출기 종류 수량 

하나로 시설1)  FLUKE 943-25T 

Plastic Scintillator (P) 

1 NaI Scitillator (I) 

Plastic Scintillator (G) 

동위원소생산시설2) 
FLUKE 943-25T 

Plastic Scintillator (P) 4 

NaI  

Scintillator (I) 
2 

Plastic Scintillator (G) 1 

CANBERRA iCAM Silicon3) 1 

조사재시험시설 FLUKE 943-25T 
Plastic Scintillator (P) 5 

NaI Scintillator (I) 5 

조사후연료시험시설 
MGP MAFF Plastic Scintillator (P) 15 

Thermo Fisher FHT57E-S 비례계수기 3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 MGP MAFF Plastic Scintillator (P) 15 

고화폐기물처리시설 CANBERRA iCAM Silicon 3 

새빛연료과학동 CANBERRA AlphaCAM Silicon 12 

차세대공정실증시설 CANBERRA ADM606 
BGO Scintillator (P) 2 

NaI Scintillator (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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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원내 주요시설 공기오염감시기 운영 현황 

시설명 제조사 모델명 검출기 종류 수량 

하나로 시설  
FLUKE 943-25T 

Plastic Scintillator (P) 

3 NaI Scitillator (I) 

Plastic Scintillator (G) 

Thermo Fisher FHT63-D 비례계수기 2 

동위원소생산시설 CANBERRA ADM606 
BGO Scintillator (P) 

1 
NaI Scintillator (I) 

조사후연료시험시설 
CANBERRA iCAM Silicon 1 

CANBERRA PGM102P Plastic Scintillator  1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CANBERRA iCAM Silicon 1 

고화폐기물처리시설 Thermo Fisher FHT59i 비례계수기 1 

새빛연료과학동 CANBERRA AlphaCAM Silicon 1 

 

 

 

그림 2. 방사선 감시기 운영 및 사용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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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 RMS 서버 운영 현황 (a) 조사재시험시설. (b) 동위원소생산시설. 

 

제2절 방사선 감시시스템 장비 구매 추진 
 
본 연구는 감시시스템 장비 교체 사업의 일환으로서, 장비 선정에 있어 기존 시설에서 요구

하는 성능사양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기존 감시기의 기술적, 운영적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장비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성능 (측정 범위 및 계측 값 산출 

알고리즘), 유지관리 효율성 (모듈 단위의 구성 가능 여부, 조작 편의성, 부품 수급 용이), 제조

사 기업 건전성 (납품 실적 및 기술 지원 역량)을 평가 지표로 외자 구매를 추진하였다.  

표 7은 2016년 지역감마감시기 139대를 포함한 외자 구매 추진 품목이다.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본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획득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1항”에 의거하여 지명 가격/규격 입찰을 추진하였다. 또한 총 사업기간 내에 가

예산을 편성하여 통합 단일 구매한 후 납기에 따라 구매 비용을 분할 지급하는 일괄 구매를 추

진하였다. 부록 1은 이에 대한 내부 결제 내용이다. 최종적으로 4개 업체가 참여하여 표 8과 

같이 제시한 규격을 만족하며 최저 금액을 제시한 MIRION이 공급 제조사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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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16년 “KAERI Area Radiation Monitor System 1set” 구매 추진 품목 

감시기 유형 구매 대수 

Gamma Monitor 139  

Liquid Monitor 5  

Beta Monitor 5  

Neutron Monitor 10  

High TID Gamma Monitor 14  

Noble Gas Monitor 4  

Iodine Movable Monitor 4  

 

 

표 8. 16년 “KAERI Area Radiation Monitor System 1set” 구매에 대한 입찰 개표 결과 

입찰 참여자 

(공급사) 

 

 

 

공급 구분 통화 OFFER 금액 규격 판정 결과 

FLUKE 

(FLUKE) 
해외 공급분 USD 2,431,396 합격 

UNITEKO 

(Berthold) 

해외 공급분 EUR 2,614,700 합격 

REMTECH 

(Thermo fisher) 

해외 공급분 EUR 1,448,000 

합격 

국내 공급분 원화 599,500,000 

MIRION 

(MIRION) 

해외 공급분 USD 1,875,322 합격 

 

 
MIRION의 모든 상용 방사선 감시기는 검출기와 LPDU(Local Processing Display Unit)이라 

불리는 모듈의 결합으로 구성된다. 검출기 종류와 형상은 감시기의 유형, 모델에 따라 다르다. 검

출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LPDU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검출기로부터 제공되는 아날로그 신호 처리 

  데이터 연산 및 저장, 계측 값 산출 

  외부와의 인터페이스 (RS 485, RS 232, LCD Display, Relay signal, Analog input/outpu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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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기 및 전자 회로에 전원 공급  
  Alarm Lamp 및 Buzzer를 이용한 상황 전파  

 

 
그림 4. MIRION의 LPDU 

 
 
1. Gamma Monitor, GIM204k 
 
기존의 노후 지역감마감시기를 대체할 신규 지역감마감시기 GIM204k는 반도체 (Silicon) 

검출기를 이용해 주변 감마방사선량률을 측정한다. GIM204k의 세부 사양은 다음과 같다. 

 

표 9. GIM204k의 세부 사양 

구 분 사 양 

감시 대상 Gamma Radiation 

검출기 종류 Silicon 

측정 범위 10-8 – 103 Sv/h 

측정 에너지 대역 60keV – 3MeV 

 

2. Liquid Monitor, SAM201k 
 
하나로 시설의 액체 감시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된 SAM201k는 NaI 섬광검출기를 가진

다. 외부 간섭에 의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SAM20k의 검출기 주변은 납 차폐체 (5cm)로 

감싸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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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AM201k의 시스템 다이어그램 

 

표 10. SAM201k의 세부 사양 

구 분 사 양 

감시 대상 Gamma Radiation 

검출기 종류 NaI Scitilation 

측정 범위 3.7X102 – 3.7X103 Bq/m3 

측정 에너지 대역 100keV – 2MeV 

 
3. Beta Monitor (Duct Monitor), BIM201k   

 
시설의 계통 감시기 중 하나인 덕트 감시기의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된 BIM201은 그림 6과 

같이 플라스틱 섬광체 검출기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덕트 내 공기 중 베타 방사능을 감시한다.  

BIM201의 세부 사양은 다음과 같다.  

 

그림 6. BIM201의 시스템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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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BIM201의 세부 사양 

구 분 사 양 

감시 대상 Beta Radiation 

검출기 종류 Plastic Scitilation 

측정 범위 ~ 109 Bq/m3 

측정 에너지 대역 <900keV  

 

4. Neutron Monitor, NIM201k 
 
하나로 시설 또는 냉중성자시험시설과 같이 중성자 감시를 요하는 시설에 도입될 NIM201은 

폴리에틸렌 구내에 He3 검출기가 존재한다. 모듈 형태로 구성이 되어 유지 보수가 용이하고 

벽 또는 바닥에 고정 설치를 할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진다. 표 12는 NIM201k의 세부 사양을 

나타낸다. 

 

 
 

그림 7. MIRION의 NIM201k 

 

표 12. NIM201k의 세부 사양 

구 분 사 양 

감시 대상 Neutron Radiation 

검출기 종류 He3 

측정 범위 10-7~ 0.3 Sv/h 

측정 에너지 대역 2.5x10-8 < E < 16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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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igh TID Gamma Monitor, GIM201   
 

GIM201은 GIM204k와 마찬가지로 시설 내 공간감마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GIM204k에 비해 높은 내구성 (Total Integrated Dose, TID)을 가진다. GIM201은 전리함 

(Ionization Chamber)형 검출기를 사용하여 소모품을 포함하지 않기에 별도의 유지보수를 요

구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진다. 표 13은 GIM201의 세부 사양을 나타낸다.  

 

 

그림 8. GIM201의 시스템 다이어그램 

 

표 13. GIM201의 세부 사양 

구 분 사 양 

감시 대상 Gamma Radiation 

검출기 종류 
Metalized Plastic  

Ionization Chamber 

측정 범위 10-6 - 10 Sv/h 

측정 에너지 대역 50 keV < E < 7 MeV  

 
 
6. Noble Gas Monitor, NGM204 
 
NGM204의 경우, 희유 기체(Noble gas)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검출기는 듀얼 반도체

형으로서, 외부 감마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여 신뢰도 높은 측정값을 제공한다. 표 14은 

NGM204의 세부 사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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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NGM204의 세부 사양 

구 분 사 양 

감시 대상 Gamma Radiation 

검출기 종류 Beta and Gamma Radiation 

측정 범위 
85Kr : 3.7X104 – 7.4X1013 Bq/m3 

133Xe : 3.7X104 – 3.7X1012 Bq/m3 

측정 에너지 대역 
Beta : 80 keV < E < 2.5 MeV  
Gamma : 80 keV < E < 2.5 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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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통합 RMS망 구축 
 
RMS 서버는 원거리에 설치된 RMS 장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 기록, 표시 그리고 

장비 제어를 위해 사용된다. 서버와 RMS 장비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통신 설비가 구비

되어야 한다. 기존의 RMS 서버망은 각 시설 별로 독립적으로 구축•운영 되었다.  

그림 9는 하나로 및 하나로 부대시설의 RMS 통신망을 보여준다. TCP/IP 데이터 통신 규격

을 따르며 IPv4 형태의 주소 체계를 가진다. TCP/IP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에서 널리 사

용되는 체계로서 데이터 통신 속도가 빠르고,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동시 접근이 가능하

며 네트워크 확장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9. 하나로 및 부대시설 (조사재시험시설, 동위원소생산시설, 냉중성자동)의 RMS 통신망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고화폐기물처리시설, 새빛연료과학동은 각 시설

마다 독립된 RMS망이 구축 되어있다. 해당 4개 시설은 근거리의 통신을 지원하는 IEEE 

RS-485 데이터 통신 체계를 따른다. RS-485에서는 서버 PC가 마스터로 역할을 수행하고 

RMS 장비가 슬레이브로 동작한다. RS-485 구조는 폐쇄된 통신 설비 구조로서, 데이터 접근은 

서버 PC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보안성은 뛰어나지만 연결 확장성 및 데이터 접근성에서 

매우 불리하다. 그림 10는 RS-485의 규격을 따르는 RMS 통신망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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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RMS 통신망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TCP/IP 체계를 따르는 통합 RMS 전산망을 구축하였

다. 이는 통합 감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RMS 장비 관리 및 운영 효율성, 데이터 접근성을 향

상을 도모할 것이다. 단, 하나로는 최근 강화되는 사이버 보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로 

분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이는 외부로부터 하나로 망에 접근을 원천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

다. 

 

그림 11. RMS 설비 현대화를 위한 통합 RMS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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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의 통합망 구성을 위하여 이를 위해 다음의 과업이 수행되었다.  

○ 하나로 동과 독립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위원소생산시설, 조사재시험시설의 연결 광케이블의 

재배치 

○ 기존 네트워크 스위치 설정 변경 (주소 체계 변경) 

○ 조사후시험시설 UTP 케이블 포설 및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 

○ 새빛연료과학동 UTP 케이블 포설 및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 

○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저장고 UTP 케이블 포설 및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 

○ 방사성폐기물저장고의 통합 RMS 환경 내 진입을 위해 광케이블 포설 공사 

○ 고화폐기물시험시설 UPT 케이블 포설 및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 

  

  

  

그림 12. 통합 RMS 망 환경 구축을 위한 통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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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통합 RMS 망의 케이블 포설 및 네트워크 스위치 설치 결과 

 

통합 RMS 망 구축을 통해 동위원소생산시설 내 그림 14와 같이 중앙 RMS 데이터 센터 구축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림 14. 중앙 RMS 데이터 센터 구축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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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방사선 감시시스템 장비용 노후 전력 설비 개선 
 

감시시스템 장비 교체와 함께 RMS 장비용 전력 계통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RMS 장비는 

상시 가동을 요하기에 무 정전 전원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계통을 통해 전력

이 전달되어야 한다.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 감시시스템 설비의 현대화의 일환으로서, 조사후연

료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부대 시설, 고화폐기물시험시설, 새빛연료과학동의 전력 

설비 개선을 수행하였다.  

 

1.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변전실에서 UPS 전원을 인출하여 그림 15, 16과 같이 1층에 RMS 장비 

UPS 전원 주 분전함, 지하 1층에 RMS장비 UPS 전원분전함-1, 1층 화학분석실입구에 RMS 

장비 UPS전원 분전함-2를 신규 RMS 장비용 전력 공급 거점으로 구축하여 인근의 RMS 장비

에 UPS 전원을 공급하도록 전기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15에서 RMS Main 분전함은 

Region 1 내의 RMS 장비에 무 정전 전원 공급을 담당하며, Region 2 내의 장비는 RMS 분전

함-2를 통해 전력을 공급 받는다. 

 
그림 15. 조사후연료시험시설 1층 RMS UPS 분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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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조사후연료시험시설 지하 1층 RMS UPS 분전함 

 

그림 17의 RMS 분전함-1은 지하 1층과 2층의 감시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각 분전함에서 장비까지는 FCV 3C-2.5㎟, FCV 4C-10.0㎟, FCV 4C-16.0㎟ 규격의 전선을 포

설하였다. 각 분전함 내에는 그림 12와 같이 복수의 개별 누전 차단기가 존재한다.   

 

 
그림 17. 조사후연료시험시설 RMS UPS 분전함 별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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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은 지하 1층 변전실의 UPS 판넬에서 각 층에 설치된 기존 장비에 공

급되는 전원 콘센트를 2구를 4구로 변경하였으며, 공기오염감시기에서 전원을 분기하여 신규 

RMS 장비에 전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간이 분전함을 설치하였다. 각 분전함에서 장비까지는 

FCV 3C-2.5㎟ 규격의 전선을 포설하였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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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c) 

 

 
(d) 

 
그림 18.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RMS 장비용 UPS 전력 설비 도면 (a) 1층, (b) 2층, (c) 3층, (d) 지하 

1층. 

 
 
3. 새빛연료과학동 

 

새빛연료과학동은 기존 RMS 장비에 적용된 개별 UPS 전원함에서 전원을 인출하여 인근의 

신규 RMS 장비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하였다. 장비가 최종적으로 전원 접근

이 가능하도록 매입 전지 2구 또는 4구 콘센트를 사용하여 전원 설비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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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9. 새빛연료과학동 RMS 장비용 UPS 전력 설비 도면 (a) 3층, (b) 2층 

 

 

4. 고화폐기물시험시설 
 

고화폐기물시험시설의 1층 변전실내 RMS 장비용 UPS 분전함을 신규 설치하였으며, 신규 

장비가 설치되는 위치까지는 FCV 3C-2.5㎟ 규격의 전선을 포설하였다. 최종단은 220V 15A 4

구 또는 220V 15A 2구 콘센트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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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20. 고화폐기물시험시설 RMS 장비용 UPS 전력 설비 도면 (a) 1층, (b) 2층, (c)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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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성폐기물저장고  
 

방사성폐기물저장고 1,2에는 별도의 UPS를 신규 도입하고 분전함을 통해 RMS 장비로 전원

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작업을 수행하였다. 분전함을 기점으로 신규 장비가 설치되는 위치까지는 

FCV 3C-2.5㎟ 규격의 전선을 포설하였다. 최종단은 220V 15A 4구 또는 220V 15A 2구 콘센

트를 설치하였다. 

 

 
그림 21. 방사성폐기물저장고 RMS 장비용 UPS 전력 설비 도면 

 

 

 

(a) (b) 

그림 22. 원자력 시설 RMS 장비용 전력 설비 개선 (a) 개선 전, (b) 개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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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통합 RMS 소프트웨어 개발 
 

1. 데이터 프로토콜 해석 
 

RMS 장비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 측정 값 (채널 값)과 장비의 상태 값, 설정 값 (경

고, 경보)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읽기 기능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장비의 설정 값을 

변경하거나 장비 동작을 제어도 가능하다. 장비의 메모리에 접근해 데이터를 획득하거나 쓰기 

위해서는 각 장비가 규정한 프로토콜에 따라 데이터 통신을 수행하여야 한다.  

RMS 장비와의 데이터 통신은 그림 23과 같이 마스터 (서버)에 요청 메시지로부터 시작하여 

요청에 따른 슬레이브 (RMS 장비)의 응답으로 통신이 종료된다.  

 
그림 23. RMS 장비와의 데이터 통신 개념도 

 

MIRION의 경우, MODBUS RTU의 규격에 따라 데이터 패킷 (Packet)이 결정된다. 그림 24

은 MODBUS RTU에서 사용하는 기본 데이터 패킷이다.  

 
Slave 
No. 

Function Data Area CRC 16 

1 byte 1 byte n bytes 2 bytes 

 
그림 24.  MODBUS RTU 데이터 패킷 구조 

 

○ Slave No. (1 byte): 마스터에 의한 요청 메시지를 수신하고 응답 메시지를 송신할 슬레이브의 

주소를 의미한다 (1~255). 만약 해당 번호가 0인 경우, 모든 슬레이브에 요청이 전달된다.  

○ Function Code (1 byte): 해당 코드는 Read, Write와 같은 메시지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 Data Area (n byte): 데이터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16 비트의 Word 단위로 표현된다. 이 

영역에는 주소, 데이터 값, 워드 개수와 같은 정보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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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C (Cyclical Redundancy Check) (2 byte): 통신이 에러 없이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에러 검출용 코드로서 전송 메시지의 끝에 추가되어 수신 측이 수신 데이터를 

1바이트씩 수신할 때 마다 계산한 값과 비교하여 수신 에러 여부를 판단한다.  

Premium Analysis의 DTionix는 MODBUS TCP를 이용해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MODBUS 

TCP는 TCP/IP 기반의 통신 네트워크 환경이 보편화됨에 따라 새로 개발된 통신 규약이다. 그림 

25은 MODBUS TCP의 기본 데이터 패킷 구조를 보여준다.  

 

Transaction ID Protocol ID Length Unit ID 
Function 

Code 
Data Area 

2 bytes 2 bytes 2 bytes 1 byte 1 byte n bytes 

MBAP Header  

그림 25.  MODBUS TCP 데이터 패킷 구조 

 
그림 25의 MBAP (Modbus application protocol) 헤더의 구성 요소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Transaction ID (2 bytes): 요청 및 응답을 한 쌍의 작업으로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이며, 마스터에 의해 설정된다. (RMS Software에서는 “0”으로 고정)  

○ Protocol ID (2 bytes): 프로토콜 ID는 “0”으로 고정된다.  

○ Length (2bytes): Length 필드 이후부터 해당 패킷의 마지막까지의 길이를 표현하며, 단위는 

Byte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Unit, Function Code 그리고 4 bytes의 Data area라면, 

Length는 6이다.  

○ Unit ID (1byte): TCP/IP가 아닌 다른 통신 선로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슬레이브를 구분하며 

TCP/IP 체계에서 해당 값은 “0” 또는 “FF”이다. 

Unit ID 이하의 Function Code와 Data Area에 대한 내용은 MODBUS RTU와 동일하다. 단, 

DTionix의 경우 CRC 또는 Checksum과 같은 데이터 오류 점검은 수행하지 않는다. 

○ Function Code (1 byte): 해당 코드는 Read, Write와 같은 메시지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다.  

○ Data Area (n byte): 데이터 영역에서는 데이터가 16 비트의 Word 단위로 표현된다. 이 

영역에는 주소, 데이터 값, 워드 개수와 같은 정보를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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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BERRA의 G64 & iCAM은 MIRION과 Premium Analysis와 달리 표준화된 규격을 

사용하지 않고 제조사가 정의한 데이터 통신 규약을 통해 장비와 사용자간의 데이터 통신을 

허용한다. G64 & iCAM의 데이터 통신에 사용되는 데이터 패킷 구조는 그림 26과 같다.  

 

ST Source DEST’N MNo COUNT 
DATA 
Field CRC END 

1byte 4bytes 4bytes 1byte 1byte n bytes 2bytes 1byte 

그림 26.  iCAM & G64 데이터 패킷 구조 

 

○ ST (1 byte): ASCII CODE “0x01”로서, 데이터 메시지 (데이터 통신)의 시작을 의미한다.  

○ Source (4 bytes): 메시지의 출처를 나타내며, RMS 서버 프로그램과 같이 하나의 마스터에서만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로 표현된다. 

○ DEST’N (4 bytes): 전달된 메시지의 종착점을 나타내며, 각 장비에 설정된 Unit ID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예: “0001” 

○ MNo (1bytes): 메시지에 대한 일종의 인식표로서 1바이트 (0-255) 내의 숫자로 표현된다.  

○ COUNT (1 byte): Data Field 내의 byte 수의 -1인 숫자로 표현된다. 

○ Data Field (n bytes): 데이터 영역에서는 바이트로 표현되며, 해당 영역에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CRC (Cyclical Redundancy Check) (2 byte): 통신이 에러 없이 전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에러 검출용 코드로서 전송 메시지의 끝에 추가되어 수신 측이 수신 데이터를 1바이트씩 

수신할 때 마다 계산한 값과 비교하여 수신 에러 여부를 판단한다. G64의 CRC는 

CRC16-ITTT를 따른다. 

○ End (1 byte): 메시지의 종료를 알리는 구분자로서 ASCII CODE “0x19”로 적용된다. 

 
데이터 필드에는 각 메시지의 종류를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요청 메시지의 데이터 

필드는 Command 코드와 Parameter 코드라는 데이터의 조합을 가진다. Command 코드는 

메시지의 기능을 나타내고, Parameter 코드는 요청할 또는 입력할 데이터의 세부 주소이다. 

응답 메시지 데이터 필드의 첫 바이트는 슬레이브로부터 전달된 응답 메시지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트랜젝션 제어 코드가 있다. 표 15는 트랜젝션 제어 코드 별 세부 정보를 나타낸다. 

표 15를 통해 응답 메시지에서 트랜젝션 제어 코드가 “0x7E” 가질 때 마스터의 요청에 대해 

슬레이브가 정상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15에서 Configuration Mode와 

Measurement Mode가 존재한다. 기기의 메모리 접근하여 특정 값을 입력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Configuration Mode로 진입하여야 한다. 반면, 측정 및 상태 데이터를 요청 시에는 

Measurement Mode로 변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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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트랜젝션 제어 코드에 따른 세부 정보 

바이트 값 정보 

0x7E Normal 

0x10 False Command Code 

0x20 False Parameter Code 

0x60 Not in Configuration Mode 

0x70 Already in Configuration Mode 

0x7F Not in Measurement Mode 

 
 
2. 통신 데이터 모델링  
 

본 과제에서 장비 제조사, RMS 장비의 종류/유형, 장비에서 제공하는 통신 체계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장비에 대해 데이터 수집 및 처리, 제어가 가능한 통합 RMS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시스템의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한 데이터 모델링이 선행되었다. 

장비와의 데이터 통신을 통해서 사용자는 실시간 측정값, 장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상태 정보, 

설정 값 (경보값, 경고값, 검출기 효율, 교정 인자, 알고리즘 변수 등등)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운영 효율성, 유지관리용이성, 정보 보안 측면에서 RMS Software의 

목적을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시간 측정 값 및 장비의 상태 정보 획득, 경보/경고값 

접근등을 RMS Software의 주요 기능으로 설계하였다. 측정 값과 장비의 상태 정보는 

물리적으로 허용하는 최소 시간내에 획득을 요하지만 경보/경고값의 잦은 호출은 시스템 

성능을 저감할 수 있다. 따라서 경보/경보값의 데이터 획득은 상대적으로 긴 주기를 가지고 

수행한다. 표 16은 RMS 소프트웨어의 필수 데이터 모델을 나타낸다.  

 

표 16. RMS 소프트웨어의 필수 데이터 모델 

 Data type Request interval 

Measurement value Float [3] Short 

Status Byte or Word Short 

Alarm level Float 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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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 요건 
 
통합 RMS 소프트웨어서 성능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다양한 RMS 장비에 대해서 데이터 수집, 처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장비에서 제공되는 측정값과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검증된 개발 환경에서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 장비와 서버간의 데이터 통신은 IEEE 802.3 표준 Ethernet 통신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  서버 운영자와 사용자의 권한을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서버의 운영 신뢰도 향상을 위해 DAQ 및 Database의 이중화 구성을 요한다. 

○  장비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와 서버 운영을 위한 관리를 위한 데이터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성한다.   

○  부하처리 능력 및 대용량 데이터 처리 능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Client의 접근 및 사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발이 수행되어야 한다. 

○  Multi-user, Multi-tasking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통합 RMS 소프트웨어의 운영 목적과 편의성을 고려해 Front-end Side는 다음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장비에서 제공되는 측정값과 상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를 통해 손쉽게 경고/경보 값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  데이터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간열 데이터를 도식화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의 이상 상태 및 경고/경보 값에 대한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시간열 데이터를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  정보 보안 및 감시 차원에서 서버에 접근한 사용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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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 RMS 소프트웨어 소개 
 
그림 27는 통합 RMS 소프트웨어를 도식화한 내용이다. 그림 27에서와 같이 RMS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표 17은 각 모듈 별 역할 및 개발 환경을 

나타낸다.  

 

 
그림 27. 통합 RMS 소프트웨어 구성 모듈 

 

표 17. 통합 RMS 소프트웨어 모듈별 소개 

구분 개발환경 설명 

Data Center .Net framework 4.5 

• RMS 장비의 데이터 수집, 처리, 저장, 제어 

• 타 모듈과 양방향 의사 교환 

• Software 전체 제어 담당 

Database 
.Net framework 4.5 
+ MS SQL Server 

• Data Center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 

Web Server 
(Web API) 

.Net framework 4.5 • User-Interface 담당하는 웹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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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데이터 수집 및 처리 
 
데이터 센터는 주기적으로 복수의 RMS 장비에 요청 메시지를 전달하고 수신된 응답 메시지 내

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28은 Ethernet 환경하에서 데이터 센터와 복수의 

RMS 장비간의 데이터 통신 형태를 보여준다. MIRION, G64 & iCAM, 그리고 ADM606은 시리얼 

통신만을 지원하기에 별도의 통신 컨버터 (RS 232 to Ethernet 또는 RS 485 to Ethernet)인 

MOXA를 경유해 데이터 통신을 수행한다.  

 

그림 28. Ethernet 환경 하에서 데이터 통신  

 

데이터 센터는 서버 관리자가 설정한 데이터 수집 간격에 따라 소프트웨어 타이머 이벤트 

발생시켜 폴링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한다. 그림 29는 통합 RMS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한 대한 순서도이다.  

 
그림 29. 통합 RMS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에 대한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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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해진 시간 안에 RMS 장치로부터 응답이 없을 경우, Communication Error 를 발생시킨다. 

데이터가 수신되었다면 정상적인 데이터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장비 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에러 점검 코드와 장비 정보를 나타내는 Unit ID를 통해 검증한다.  

 
○ Mirion Device 

- 에러 점검 코드 : CRC (Cyclic Redundancy Check)  

- Unit ID : Slave Address 코드 

 

○ DTionix Device  

- 에러 점검 코드 : 없음 

- Unit ID : MBAP Header 코드 

 

○ G64 & iCAM Device  

- 에러 점검 코드 : 트랜젝션 제어 코드 

- Unit ID : Source Code 

 

○ ADM606  

- 에러 점검 코드: Check sum 코드 

- Unit ID: ID 코드 

 

데이터가 장비로부터 전달된 정상적인 데이터라고 판단이 되면 장비의 상태정보를 확인하여 

Hardware Error 처리 유무를 결정한다.  

 

그림 30. 데이터 센터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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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Monitoring Database)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는 RMS 장비로부터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측정값 및 상태 정보 

(경보/경고 정보 포함),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데이터를 다운받은 사용자에 대한 로그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표 18과 그림 31은 각각 데이터베이스 구성 요소 및 

테이블의 관계를 나타낸다.  

표 18.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성요소 

No. Table 설명 

1 ChannelData 장치의 채널 별 수집된 데이터 관리 

2 ChannelAlarms 장치의 채널 별 최초 수집된 알람 데이터 관리 

3 Logs 장치의 상태 정보 관리 

4 DownloadLogs 데이터 다운로드 로그 정보 관리 

 

 

그림 31.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관계도 

 

다음은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들의 상세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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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ChannelData 

Table Description 장치의 채널 별 수집된 데이터를 관리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DeviceID 키 (Primary Key, Foreign Key) 

ChannelNumber 채널 번호 (Primary Key) 

CollectedDate 수집된 날짜시간 정보 

Unit 단위 

Value 데이터 

AlarmLevel 알람레벨 (Norma/Low/Alert/HighHigh/MDA) 

 

 

Table Name ChannelAlarms 

Table Description 
장치의 채널 별 수집된 알람 데이터를 관리한다. 알람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정상적인 데이터 수신 시 업데이트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DeviceID 키 (Primary Key, Foreign Key) 

Seq 채널 순번 (Primary Key) 

CollectedDate 수집된 날짜시간 정보 (Primary Key) 

AlarmType 알람 타입정보 (High, Warning 등) (Primary Key) 

Unit 단위 

Value 데이터 

AlarmLevel 알람레벨 (Norma/Low/Alert/HighHigh/M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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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Logs 

Table Description 장치의 로그정보를 관리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CreatedDate  로그가 생성된 날짜시간 정보 (Primary Key) 

DeviceID 키 (Primary Key, Foreign Key) 

LogLevel 로그레벨 (Debug/Info/Warn/Error/Fatal) 

Message 장치의 연결오류, Fault Message 등의 정보 

 

 

Table Name DownloadLogs 

Table Description 산출물 다운로드 로그를 관리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UserID 사용자 키 

Contents 산출물 명 

IPAddress 아이피 주소 

DownloadedDate 다운로드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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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 (Setting-Information Database)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서버 운영을 위한 설정 정보를 포함하며 표 19과 같이 서버

에 접근한 클라이언트 정보, 사용자 별 역할 관리, 등록된 장비의 이름, 위치, 장비 종류, 

주소와 같은 정보, 등록된 장비 별 상세 채널에 대한 정보, 데이터 요청 주기 등등을 관리

한다. 그림 27은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간 관계를 보여준다.  

 

표 19.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성요소 

No. Table 설명 

1 Clients 인증을 사용할 클라이언트 정보를 관리 

2 Users 시스템 접속을 허용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 

3 Roles 역할 (서버관리자/일반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관리 

4 UserRoles 사용자 별 역할 관리 

5 DeviceTypes 장치 유형 관리 

6 Locations 위치 정보 관리 

7 Devices 등록된 장치 정보 관리 

8 Channels 장치 채널 정보 관리 

9 Settings 데이터 요청 주기 

 

 

그림 27.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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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설정정보 데이터베이스 내 테이블들의 상세 설명이다.  

 

Table Name Clients 

Table Description 인증을 사용할 클라이언트 정보를 관리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ID 키 (Primary Key) 

Secret 보안코드 

Name 클라이언트명 

Active 활성여부 

RefreshTokenLifeTime 인증토큰 유지시간 

AllowedOrigin CORS (Cross-origin resource sharing) 허용 정보관리 

 

Table Name Users 

Table Description 시스템 접속을 허용하는 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ID 키 (Primary Key) 

PasswordHash 패스워드 해시코드 

SecurityStamp 보안 스탬프 

UserName 로그인 아이디 

Name 사용자명 

LocationID 소속시설아이디 

WelcomeType 첫 페이지 화면설정 (도면뷰/리스트뷰) 

JoinDate 회원가입일 

 

 

Table Name Roles 

Table Description 역할에 대한 정보를 관리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ID 키 (Primary Key) 

Name 역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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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UserRoles 

Table Description 사용자별 역할정보를 관리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UserID 사용자키 (Foreign Key) 

RoleID 역할 키 (Foreign Key) 

 

Table Name DeviceTypes 

Table Description 장치유형들을 관리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ID 키 (Primary Key) 

Name 장치유형명 

UseMute 음소거 사용여부 

UseSlaveAddress 슬레이브주소 사용여부 

 

 

Table Name Locations 

Table Description 위치정보들을 관리한다. (Branch, Building, Floor, Room) 

Columns 

Name Description 

ID 키 (Primary Key) 

Name 위치 명 

Alias 시설 별칭 

ParentID 상위 로케이션 키 

Seq  순번 

LocationType 위치유형 (Branch, Building, Floor, Room) 

LayoutDrawing 도면 이미지 파일 경로 

XCoordinate 도면 이미지에 표현한 X좌표정보 

YCoordinate 도면 이미지에 표현한 Y좌표정보 

IsActivated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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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Devices 

Table Description 장치정보들을 관리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ID 키 (Primary Key) 

LocationID 위치키 (Foreign Key) 

Name 장치 명 

DeviceTypeID 장치유형키(Foreign Key) 

IPAddress 장치 IP주소 

Port 장치 포트 

SlavePort 슬레이브 포트 

YCoordinate 도면 이미지에 표현한 Y좌표정보 

CollectInterval 데이터수집 간격 (second) 

 

 

Table Name Channels 

Table Description 장치의 채널정보들을 관리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DeviceID 장치키 (Primary Key, Foreign Key) 

Seq 채널 순번 (Primary Key) 

Name 채널 명 

Unit 단위 

MDA 사용자정의 알람 수치 

Low 사용자정의 최소치 알람 수치 

IsLowDisabled 사용자정의 최소치 알람 수치 사용여부 

Alert 경고 알람 수치 

HighHigh 경보 알람 수치 

IsActivated 채널 활성여부 

IsDisplayed 채널 화면표시 여부 

IsPrimary 기본 채널 설정 (리포트 출력 시 기본 채널의 데이터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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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Name Settings 

Table Description 시스템 설정정보를 관리한다. 

Columns 

Name Description 

CollectInterval 장치의 데이터수집 간격 설정 (Second) 

 

4.4. 웹 서버  
 
웹 서버는 기존의 RMS 서버에서 마스터 PC에 대해서만 정보에 접근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Multi-user, Multi-tasking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모듈이다.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적절히 처리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반환하기 위해 사용된다. 최근 웹 개발 추세에 

맞추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연동을 위한 .Net Web API (공식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개발되었다. 웹 서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모듈이기에 실 사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웹 서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 요청에 대한 공통적인 처리 

○  등록 장비에 대한 데이터 반환, 장치 추가/삭제/ 속성 변경과 같은 장치 제어 

○  도면 상에 표시된 위치정보 반환, 시설 관리 기능제어, 시설 내 하위 정보 관리  

○  서버 운영을 위한 설정 값 제어 

○  사용자 추가, 삭제, 권한 부여에 대한 제어 

 

웹 서버와 연동하여 클라이언트로부터 요청되는 인증관련 정보를 처리는 아래 그림과 같이 

.Net oAuth 라이브러리를 통해 개발되었다. 인증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서버에 접근 시,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 내의 정보에만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위원소생산시설의 

사용자는 웹 서버 접속 시, 동위원소생산시설 사이트로 접근하게 되며 타 시설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등등) 의 정보에는 접근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서버 관리자와 실 

사용자간의 권한을 분리하므로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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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Web 서버 oAuth 서비스를 이용한 인증 기능 

 

 

그림 34. 통합 RMS 접속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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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관리자 전용 기능 화면 

 

 

웹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 통신 상태, 장비 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

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표 20은 통합 RMS 소프트웨어의 장치 태그 색상 별 상태 정보를 나타

낸다.  

표 20. RMS Data Server의 채널 색상 별 상태  

색상 상태 

 
정상동작 

 
경보 발생 

 
경고 발생 

 
유량 한계 값 이하 발생 

 
기기 오류 및 장애 발생 

 
통신 및 Software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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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통합 RMS 소프트웨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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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RMS 장비 설치 
 
1. 인허가 변경 

 
17년 6월,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고화페기물시험시설 내 노후 방사선

감시시스템 설비 교체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시작하여 교체 범위를 결정하였다. 17년 8월, 조

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고화폐기물시험시설 내 감시기 총 85대에 대한 방사

선감시기교체에 따른 시설 인허가 변경을 신청하여 총 5차례 질의/답변을 거쳐 18년 7월 16

일 승인을 득하였다. 현재 새빛연료과학동의 총 32대의 방사선감시기교체에 대한 인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2. 입고 장비 검증  
 
17년 10월 24일부터 17년 11월 8일까지 MIRION 소속 엔지니어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방

문 하여 On-site test를 실시하였다. 우선적으로 교체 예정인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성폐기

물 처리시설, 고화폐기물시험시설, 새빛연료과학동내 설치된 신규지역감마감시기 총 70대를 포

함하여 123대의 장비를 점검하였다. 

 

 
 

그림 37. 제조사 엔지니어에 의한 On-sit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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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설치  
 
2017년에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고화폐기물시

험시설, 그리고 새빛연료과학동 내 지역감마감시기 70대가 설치 완료되었고, 새빛연료과학동은 

11대의 공기오염감시기가 설치되어 인허가 변경 승인 대기 중이다.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방사

성폐기물처리시설, 고화페기물시험시설의 공기오염감시기 및 굴뚝 감시기는 2018년 11월경 배

관 조정 및 기존 인프라 철거 공사를 진행하여 일괄 설치될 예정이다.   

 

 

 
그림 38.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내 신규지역감마감시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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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조사후연료시험시설 내 신규공기오염감시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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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론 

방사선 감시 시스템 설비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설비이다. 

하지만 원내 주요 시설에서 운영 중인 216여대의 방사선 감시시스템 장비 대부분이 현재 내구 

연한을 초과한 상태로서, 시설 운영 신뢰도 및 방사선안전관리, 유지 관리 측면에서 막대한 손

실을 야기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노후 방사선 감시시스템 장비 교체 및 관련 설비 현대화

를 통해 방사선 감시시스템의 성능 향상 및 안정적인 관리 체계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내용을 수행하였다.  

1) 지명 및 규격/가격을 경쟁 입찰을 통한 공정하고 건전한 제조사 선정 그리고 181대의

장비 구매

2) 하나로 시설을 제외한 RMS 전용 네트워크 망 구성

3) 운영 안정성 및 전기 안전을 위한 주요 5개 시설 전력 설비 개선

4) 유지 보수 및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 할 통합 RMS 소프트웨어 개발

5) 인허가 개정, 운영 및 교정 절차 개정과 같은 장비 교체를 위한 행정 업무

6) 신규 장비 지역감마감시기 70대 및 공기오염감시기 14대 설치

언급된 연구 내용을 토대로 선진 방사선 방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원자력 시설 신뢰도 향

상 및 안정성 강화를 획득할 것이다. 또한 선진화된 RMS 유지 관리 체계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의 근간이 될 것이다.  

교체 사업은 19년말까지 계획되었지만, 시설 인허가 개정까지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교체 시, 장비 외에도 관련 (전기, 통신, 배관) 설비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점, 감시기 및 관련 

설비의 철거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 및 막대한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이 본 과

제의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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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외자 구매에 대한 내부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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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외자 구매에 대한 내부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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