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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수행한 원자력발전소의 물리적 방호 시스템에 대

한 현황을 기술한다.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스템은 내-외곽 울타리, 침입감지 
시스템, 경보발생 시스템, 조명 설비, 중앙 모니터 및 통제 설비, 출입통제 및 관리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지를 둘러싸는 외곽 울타리는 1 차적인 원자력 시설의 
경계를 표시하고 단순 혹은 가벼운 침입에 대한 저지 역할을 한다. 침입감지기와 
함께 이중 울타리로 구성되는 내부 울타리는 실질적인 침투행위를 탐지하고, 확인

하여 저지하는 경계선이다. 따라서 많은 물리적방호 설비가 내부 울타리를 중심으

로 설계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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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port presents a survey on the physical protection equipment for a nuclear power plant. 
This survey was conducted b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as a part of the project, 
‘Development of Technologies for National Control of and Accountancy for Nuclear Material,’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A physical protection system of a 
nuclear plant includes outer and inner fences, intrusion detection sensors, alarm generation 
system, illumination equipment, central monitoring and control station, entry control and 
management system, etc. The outermost fence indicates the boundary of the plant area and 
prevents a simple or unintentional intrusion. The inner fence area of each plant unit associated 
with intrusion detection sensors, illuminators, monitoring cameras, serves the key role for 
physical protection function for the nuclea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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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론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Physical Protection)란 「핵물질의 탈취 
등에 의한 불법적 이전 및 원자력시설 등의 운영에 대한 방해, 파괴행위를 방지함

과 동시에 불법적 이전 또는 방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발생한 경우에

는 신속하고 총체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유지하는 것」

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목적으로 구축된 시설, 장비, 혹은 조치로 구성되는 통합

적인 시스템 혹은 체제를 물리적 방호시스템이라 한다[1].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는 1977 년 INFCIRC/255/Rev.1 [2]를 채택하고 물리

적 방호에 대한 권고사항을 공포하여 각국에 송부한 이래 계속적으로 이 문서를 확

대 개정하여 현재 Rev.4(1999)까지 발간되었다[3]. 이 권고안은 회원 국가가 최선의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보타지 또는 절취에 의한 핵물질의 평화적 목적 
외의 전용을 막고 아울러 방사능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보와 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3].  

효과적인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목

표를 결정하고, 최초 설계를 수행하여, 이 초안 설계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수행하여 최초 목표를 충족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해

야 한다[4]. 
이 보고서는 국내외 참고자료[3-9]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물리적 방호시스

템 설계를 위한 기술적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물리적 방호시스템이 원자력 시설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현재의 원자력 발전소의 보안 설비를 중심으로 설비의 특성과 형

태를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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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역할 
1.1.1. 물리적 방호시스템의 개념 

물리적 방호 목적은 핵 물질의 도난 또는 핵 물질 및 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sabotage)를 막는데 있다. 도난과 사보타지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데 그 하나는 어떤 단체 또는 한 개인이 핵 물질을 탈취하거나 시설에 대한 사보타

지 위협을 좌절시키는 일과 다른 하나는 이러한 행위를 차단시키는 일이다. 절취에 
있어서 물리적 방호 목적은 허가 받지 않는 자가 핵 물질에 접근하여 시설로부터 
이를 옮겨가는 것을 막는데 있고, 사보타지인 경우는 핵 물질에 접근 한다거나 주

요시설 및 장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려는 침략자를 막는 것이다. 이러한 방호목적

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상침입(potential intrusion)을 감지하여 평가하는 일, 이러한 침

입을 지연 시키거나 긴급 조치를 취하는 일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장애물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침입행위를 지연하여 off-site 로부터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시

간을 확보하는 것 등이다. 지연시설물, 침입탐지여부, 침입지점과 목표물까지의 거

리 등이 물리적방호시스템의 유효성과 관계가 깊다.  
 물리적 방호 시스템을 위해 일차적으로 다음 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 
·저지(Deter) 
·탐지(Detect) 
·확인 및 판단(assess) 
·지연(delay) 
·대응(response) 
 탐지는 실질적인 침입을 찾아 내는 것으로 감지기나 관찰에 의해 이루어 진다. 

탐지는 무엇이 탐지되었는지를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도구이며 감

지기는 감지 대상이 사람과 짐승 등을 구분해야 하는데 사실 이는 쉽지 않다. 또한 
감지 신호는 기후조건에 따라 오동작 할 수 있고, 유지보수, 점검 등의 이유로 사람

이 출입 할 때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구분되어야 하며 오경보(nuisance alarm)  발생

율을 최소화하면서 탐지 확률을 최대화 시키는데 있다. 이는 감지기를 2 중화 혹은 
보조수단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탐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침입의 확인 판단은 CCTV 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경비병력의 직접확인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확인 및 판단은 무엇을, 누가, 어디에서, 언제, 얼마나 
등의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CCTV 화면이 설치되어 있

는 Central Alarm Station (CAS)은 탐지 정보를 받아 확인하고 판단하여 대응병력이 출

동할 수 있도록 지휘소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CAS 와 경비병력 또는 off-site 
대응팀과의 신뢰성 있는 통신은 물리적 방호의 핵심 요소이다.  

지연은 물리적 방호 시스템의 세 번째 기능이다. 경비인원을 모든 위치에 충분히 
배치하여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함으로 침입자의 침입

을 탐지하면서 침입을 지체 시켜 이에 대응하는 출동이 이루어 질 때까지 지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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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체를 유도하는 것은 barrier, fence, wall, lock 등이 
있다. 이러한 지연 설비를 갖춤으로써 침입이 일어날 때 이에 대응하는 힘을 갖추

어 침입자가 목표 도달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효율적인 물리적 방호 시스템은 몇 가지 특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시설에 적합하

면서 다음의 개념을 갖는 물리적 방호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심층방호(defense in depth) 
·고장률 최소화(Minimum Consequence of Component failure) 
·균형설계 (balanced protection) 
·등급화 방호(Graded protection in accordance with the significant or potential radiological 

consequences of the material) 

 심층방어(defense-in-depth)란 공격자가 목적달성을 위해 여러 개의 protective 
device 를 통과하거나 파괴해야만 되도록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격자

는 control room 에 접근하기 위해 울타리, 출입문, 건물, 건물의 각 통로와 실내 출

입문 및 잠금장치 등의 여러 독립된 barrier 를 통과 해야 한다. 심층방어에 있어서 
물리적 방호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에게 주는 효과는 물리적 방호 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시켜 공격을 단념하게 유도하고, 칩입시에 시설을 공격하기위해 사전

의 광범위한 대비책 강구하도록 부담을 증가시키고, barrier 를 뚫고 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기술과 도구의 요구함으로써 침투를 억제하고 어렵게 만든다.  

 

1.1.2. 국가의 물리적 방호의 의무 
한 국가의 물리적 방호계통은 다른 국가의 물리적 방호 시스템과는 상이할 

수 있다. 그 국가가 처하고 있는 환경 즉 위협, 문화, 법적제도 그리고 역사가 다르

기 때문에 그 국가에 합리적이고 적합한 물리적 방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마

찬가지로 핵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물리적 방호 계통은 주변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책임소재, 수행내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핵물질 또는 시설

의 사고나 핵물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경우 따라서 그 피해와 파

급효과는 한 지역이나 한 국가에 그치지 않고, 여러 국가에 방사선적으로나, 정치적, 
경제적으로 또는 환경적인 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물리적 방호는 한 
국가의 보안적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문제로 보고, Nuclear Suppliers Group 
guideline(INFCIRC/254/Rev.2)하에서 IAEA 는 물리적 방호협약에 따라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INFCIRC/ 225/Rev.4)에 명시하고 있는 지침을 준수해줄 것

을 요구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IAEA 의 권고사항은 그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용기준과 강도 등이 반드시 같

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핵 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 각 회원국은 자국의 물리적 
방호 규정을 정하고 인허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핵 물질이 불법 이전과 핵 물질 또는 시설에 대한 사보타지 위협에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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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평가하여 정한 설계기준 위협(DBT : Design Basis Threat)의 설정은 물리적 방호

의 필수적 요소이고, 위협의 변화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해 함축성 
있게 이에 대비해야만 한다. 따라서 설계 위협 기준은 물리적 방호 시스템 설계의 
기본이 되는 기준으로 이 설정된 설계기준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유관기관은 변화

에 따른 운영자의 방호조치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물리적 방호 체계는 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와 방호조치로 결합하여 심층방어 개념으로 구축하여 Hardware, 경

비원의 조직 및 임무수행 등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또한 해당 시설에 맞게  
설계 하도록 하고 있다. 원자력 시설을 방사선 누출의 잠재성이 상존하는 만큼 특

히 사보타지의 경우에는 방사선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핵

물질을 국제간에 운송하는 과정에서도 물리적 방호는 매우 중요 사안으로 국가간의 
협정에 의해 확실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분실이나 사보타지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1.1.2.1. 정부의 역할과 물리적 방호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는 정부의 조직과 법적 체제의 기본 틀 

위에서 설정되고 또한 이행되어야 하고, 정부는 핵물질의 절취와 사보타지등에 의

한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공공의 안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을 규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핵 물질과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 시스템(제
도)을 확립하여 원자력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핵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법적제도와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여 유관기관 또는 해당시설이 
물리적 방호 기능을 이행하고 또한 이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물리적 방호의 주요 목적은 핵물질의 절취와 불법 이전이나 사보타지로부터 공공

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있으므로 유관기관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해 (1)설정한 
위협에 맞는 물리적 방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이행하

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는 항시 점검하고 평가 할 필요가 있고, (2)시설자

(applicants/licensee)와는 독립적으로 현황파악을 정확히 하여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

여 책임 이행과 물리적 방호의 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하며, (3) 
국제적 표준이나 관행과 관련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관계 정립과 협력사항에 대해

서도 필요한 정보 교환과 효율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물리적 방호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는 물리적 방호의 조직의 제도적 임무와 목적

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내적으로는 물리적 방호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

하고, 평가하며 감독 할 것인가 또한 국제적으로는 관련 국가의 협력 사항의 파악

은 물론 제도와 현황 파악, 분석 할 책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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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규제 지침 
 

정부 또는 유관기관은 국가가 정하는 시설자의 핵 활동에 있어서 요구 조건의 명

확한 frame work 을 확립해야 하고, 따라서 법적인 이행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 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guidance)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지침이 반드시 모든 경

우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원자력 관련 계획을 개발하고 수행하는데 
매우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법규와 지침이 핵 물질의 불법 이전

이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보타지를 막고 보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1.1.3. 설계기준 위협(Design Basis Threat) 
설계기준 위협(DBT)은 물리적 방호시스템이 대비해야 하는 위협의 종류와 형태

를 말한다. 미국에서 sabotage 에 대한 물리적 방호는 방사성 물질의 확산에 대해 이

를 방호하는 개념에 근거 하고 있다. 따라서 10 CFR 73.1 에는 국가차원의 설계 기준

으로서 설정한 DBT 의 예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1)방사선 사보타지 
  (1) 다음과 같은 특성, 협조와 장비를 갖춘 수명의 은밀한 또는 기만적인 행동

에 의한 결정적이고, 과격한 침투, 공격 
(A) 잘 훈련되고(군사적 훈련과 기술을 포함), 희생적인 개인 
(B) 수동적인 임무(정보 등), 적극적인 임무(시설침투와 탈출, 탐지 및 통신망  

파괴, 과격한 공격에 동참)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임무에 동참하는 개개인

을 포함하는 내부 동조 
(C) 적절한 무기나 소음기와 높은 정밀도를 갖는 수동형 자동 무기 
(D) 수동형 장비로서 방호시설을 무력화 시키거나, 침투 도구로서 사용 될 수 

있는 폭발물 또는 원자로, 시설, 운반도구 또는 안전계통의 건전성이나 이

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container 등을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 
(E)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4 륜형 차량과 핵심시설 접근을 위한 수동형 장비

(hand-carried equipment) 

 (2) 고용인을 포함하여 내부 인력에 의한 내부위협 
 (3) 4 륜 차량 폭탄 
 

2) 법정량의 전술적 특정 핵물질의 탈취 또는 전용 
  (1) 다음과 같은 특성, 협조와 장비를 갖춘 적은 집단(Small group)에 의한 결정

적이고 과격하며 은밀하고, 기만적인 외부침투, 공격 
(A) 잘 훈련된(군사훈련과 기술포함) 그리고 희생적인 개개인 
(B) 수동적인 임무(정보등), 적극적인 임무(시설 침투와 탈출, 탐지 및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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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파괴, 과격한 공격에 동참)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임무에 동참하는 개

개인을 포함하는 내부 동조 
(C) 적절한 무기, 이와 상응하는 무기로서 소음기가 장착되고 고정밀도를 갖

춘 휴대형(hand-held) 자동화기  
(D) 휴대형(hand-carried) 장비로서 물리적 방호시설을 무력화 시킬 수 있고 

침투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폭발물 또는 원자로, 시설, 운반장

치, container integrity 또는 안전보호 체계를 파괴할 수 있는 것   
(E) 인력 운반용 차량과 수동형 장비 
(F) 둘 또는 그 이상 team 으로 활동 할 수 있는 능력 

 (2) 고용인을 포함한(어떤 지위에 불문) 개개인 
 (3) 지위에 관계없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비한 개개인간의 공모 

(A) 10 CFR 73.20(a)에서 기술되어 있는 원자력 발전소 또는 시설에의  접근

과 상세한 지식 
(B) 특수 핵물질(몇몇의 도구 이와 맞먹는 물질, 허위 서류)의 탈취를 조장

할 수 있는 사항 
 

1.1.3.1. 테러 공격에 대한 미국의 검토  
ISIS(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의 Daul lenventhal 은 NRC 증언에

서 미국은 1991 Gulf 전쟁 이후 원자력 발전소의 terror 공격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

위 말하는 "force on force"(mock attack)훈련을 시작하여 매년 $90,000 를 쓰고 있음을  
지적한 바, 이는 원자로 운전자들이 적의 공격으로 인해 노심 용융이나 원자로 용

기 손상으로 방사선의 누출을 기도하는 적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격퇴하는 능력을 
시험하고 이를 방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함이다. 그는 TMI 의 사고시 방사선 누출

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terror 공격이 일어났을 때 현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안 규정으로는 효과적으로 이에 대처 할 수 없다고 보고 10CFR 73.1 에서의 외부 
공격은 물론 내부 공모자가 있을 경우의 terror 에 대비한 현 DBT 로는 부족 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중무장을 한 침투나 차량 폭탄 공격에 대비하는 시간을 더 늘리

는 방어 사전 경고 시간이 없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사전 경고 없이 일어나는 공

격을 격퇴시킬 수 있는 대책을 의무적으로 발전소에 설치(구비) 하도록 하여야 한

다고 권고하고 있다. 
  현재의 DBT 는 수명의 외부 침입자와 한명의 내부 공모자의 협조를 고려하는 

것으로부터 TMI 사고시의 방사선 누출에 의한 영향과 World Trade Center 의 폭탄트

럭사건(1994 년) 이후부터 truck bomb rule 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Oklahoma
시와 Saudi Arabia 의 대규모 terror bomb 사건등과 같은 것에 대항하는 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경고 하고 있다. 더욱이 World Trade Center(2001 년 폭파 사건)의 비행기 
폭파 terror 와 같은 비행기에 의한 공중 terror 에 대비한 DBT 재검토 평가는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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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 될 것으로 본다. 
1998 년 10 월 Safeguards Performance Assessment(SPA) Task Force 팀이 구성되어 

Operational Safeguards Response Evaluation(OSRE) Program 을 수행하여 왔으나 NRC 
Staff 와 산업체 간에는 OSRE 의 활동에 대해 많은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OSRE Program 에는 지역 검사자(regional inspector) 다수도 참여하고 있

지만 현재 법규에 정해진 내용으로는 발전소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terror 에 대

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 하기를 권고 하고있으며 현 시

점에서 OSRE program 을 종료시켜서는 안된다는 견해이다. 
OSRE 훈련(OSRE exercise)을 통해 나온 결과가 자세하게 보고 되었는데 57 개 발

전소 중 27 개에서의 plant test 에서 47%의 failure 율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대한 인

허가 준비 기간도 6 개월에서 1 년을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NRC 에서는 
OSRE test 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지만 NRC 의 요구에 맞게 원자력 발

전소가 DBT 를 견디고 있다는 쪽으로 적당히 performance 를 정한면도 있음이 지적

되고 있는데 그 예로서 11 개 발전소에서는 test 를 끝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test 는 주변 fence, sensor, camera, access control, 기타 protection system

등에서 몰래 이루어지는 잠입 침투를  충분히 감지하여야 하는 NRC 요건

(requirements)을 만족시키고, 더 나아가 이보다 더 심각한 terror 에 대해서도 충분히 
물리적 방호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CAT(Credibility Assessment Team)과 SPAC(Safeguards Performance Assessment) 
task force team 등이 구성되어 평가 결과에 따라서 regulatory guide 과 regulation 개정

을 권고하여 취약점이 있을 때 security plan 의 upgrade 는 물론 향후의 전망, 그리고 
주기적으로 중점적으로 취해야 할 계획, 검사관의 새로운(변경된) 임무에 대한 훈련 
등을 건의하고 있다. 

Regulation 의 변경은 OSRE 의 훈련을 통해서 발견된 취약점을 보완하여 DBT 를 
보완함으로써 핵물질과 원자력 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능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자력 발전소를 방사성 사보타지로부터 적절히 방호 할 수 있음을 과시 
함으로서 물리적 방호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1.1.3.2. 폭탄트럭(Truck bomb)에 대한 DBT 분석 
미국의 NRC 의 규정(10CFR 73 series)에서 정하고 있는 DBT 관련 테러 침투와 관

련한 vehicle bomb 은 세계 각국의 테러 사고, vehicle bomb 사건 등을 분석 적용하고 
있으며 주로 Oklahoma city bomb 과 Trade Center truck bomb 을 가장 심각한 수준의 표

본으로 하여 DBT 설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원자

력 발전소가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까지 파괴되고 방사선 누출의 영향이 미칠 것인

가를 분석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입증시켜 원자력 발전소(원자력 시설)에 있어서의 
물리적 방호 시스템 설계 요구 조건으로 DBT 를 설정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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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년에 SNL 에서 truck bomb 에 의한 원자력 발전소(원자력 시설)의 폭파 실험

을 수행한 결과 10 CFR 73.1 에서 정하고 있는 방사선 누출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

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되었다.  이 실험은 비록 off-site 에서의 폭파 vehicle bomb 
실험이지만  과거 일어났던 여러 가지 테러에서 보여 주었던 결과를 토대로 수행되

었으나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vehicle bomb 테러에 대한 NRC 법규를 이 조건을 충

분히 만족 시키는 수준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현재(1995 년)의 10CFR 73 에서  정하고 있는 DBT 는 약 20 년 전에 설정한 기준

이기 때문에 그 간 발생하였던 차량폭탄 테러를 고려한 침투 폭파에 대한 물리적 
방호와 보안 시스템의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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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내-외곽 울타리 

2.1.1. 외곽(부지) 울타리  
발전소의 부지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울타리가 원자력시설의 경계를 표시하

며, 허가없이는 출입을 금지하는 통제구역을 형성한다. 이곳이 통제구역이며 일반인

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최외곽 울타리는 단일 울타리로 되어 있

으며 보통 사람의 키를 넘는 높이와 상부에는 철조망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단순 출

입을 충분히 저지한다. 또한 지형상 차량의 접근 도로가 일반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서 장갑차등의 특수 차량을 제외하고는 일반 차량이 돌진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울타리에 대하여 차량돌진에 대한 견고성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단 차량이 접근이 
될 수 있는 곳에서는 이중화 혹은 저지턱과 같은 시설물이 요구된다. 

 

2.1.2. 외곽(부지) 출입구(Gates) 
발전소의 입구(게이트)는 차량과 인원의 출입을 위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가

진다. 발전소의 차량 및 작업자의 최초 출입의 신청과 허가가 수행되어진다. 이 출

입구는 항시 경비 인력에 의해 차량의 일단 정지가 이루어 지고, 고속 질주를 방지

하기 위한 과속 방지턱과 곧바로 직진하지 않고 S 자 형태로 접근하도록 도로에 차

량 장애물을 설치하여 둔다. 따라서 차량의 돌진에 대한 1 차적인 지연 효과가 있으

며 항상 경비인력이 상주하므로 인력이나 차량의 무단 침입은 감지될 수 있다. 지

연시간 측면에서 보면 차량의 무단 침투의 경우 외곽 출입구에서 새로이 출발하는 
효과와 같다고 간주할 수 있다. 외곽의 정문과 단위발전소의 예상 접근로의 거리에 
따라 침투 시간이 크게 좌우된다. 

 

2.1.3. 단위시설(내부) 울타리  
발전소 전체의 부지, 즉 발전본부 부지안에 각 발전소별 울타리와 침입 감지

기가 설치된다. 또한 출입 통제 또한 각 발전소별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물리적인 방호시스템이 이 내부 울타리부터 형성된다. 내부 울타리는 원자로 건물 
및 관련 옥외 시설을 포함하는 방호구역을 둘러싸고 있다.  

 

2.1.3.1. 내부 울타리의 기능요건 
내부의 울타리는 다음의 기능 요건을 갖는다. 

- 비인가 침투의 지연 및 저지 
- 침입 감지 설비의 설치와 운영 관리를 위한 공간 제공  
- 발전소 자산의 보호 및 경계선 

위와 같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부 울타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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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이중 울타리로 구성하고 그 사이는 6m 이상의 간격을 띄우고 있다. 이 사

이에는 감지기가 설치된다.  
(2) 상부에는 45 도 각도의 3 줄 이상의 가시 철조망으로 설치하여 월담을 어렵

게 한다. 
(3) 상부가시철조망의 사양은 4 침(four point barbs), 철침 간격은 4 인치(10cm) 이

내, 줄간격은 6 인치(15cm) 이내이다.  
(4) 울타리의 높이는 8 피트(2.4m)이상이 되어야 하고 경사면의 경우에는 경사

도에 따라 월담 저지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보강한다.  
(5) 울타리 지지기둥은 금속제이고 간격은 12 피트(9m)이내로 설치된다. 
(6) 울타리 그물의 크기는 5cm x 5cm 보다 작다. 
(7) 재질은 해변의 염분에 대한 부식이 강한 재질로 구성한다. 
(8) 이중 울타리 중 바깥쪽 울타리의 하부기초(footing)는 지하 동절기 흙의 경

우 땅이 어는 깊이 보다 더 깊이 설치하거나 혹은 지면보다 아래에 설치된 
기반(bedrock)위에 설치되어야 한다. 울타리 기둥은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

져야 하고 울타리 자체 또한 간격이 4 feet(1.2m) 이하가 되도록 위의 기초

에 고정되어야 한다. 
(9) 안쪽 울타리의 기둥은 각각 콘크리트 기초에 세우거나 콘크리트 혹은 이와 

비슷한 기반속에 고정되어야 하고, 울타리는 충분히 지표면 아래로 묻어서 
흙이나 모래의 유실로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혹은 강선으로 울타리 아

래를 강화하여 침입자가 기어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10) 안쪽 울타리의 기둥은 각각 콘크리트 기초 위나 기반암에 회반죽(grout)을 
한 위에 세워야 한다. 그리고 울타리 밑을 파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설

비와 밑으로 침투하는 것을 감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1) 울타리는 발전소 접지 계통에 접지 되어야 한다. 
(12) 내외 울타리 사이의 고립지역은 가능한 한 평탄하고 완만하게 되도록 표면

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고립지역은 토양을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처

리하여야 하고, 침투자들이 숨거나 은페할 수 있는 물건 등이 없어야 한다. 
(13) 고립지역의 보수 유지를 위한 출입문은 안쪽 울타리에 설치하고 잠금장치

를 설치한다.  
(14) 모든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기계장치(지지대, 조임장치, 버팀대, 고정장치 

등을 포함한)는 설치환경에서 유효 수명이 25 년 이상이어야 한다.  
(15) 바깥쪽 울타리에는 일정거리(30m) 마다 외부인의 침입에 대한 영문 및 한

글경고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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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중앙 초소 및 상황실 
출입 경비실 혹은 정문 건물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같도록 한다. 

(1) 울타리와 연결되는 건물, 경비실 등도 지붕구조물등에 침입감지설비가 설치 
되어야 한다. 

(2)  건물의 벽과 유리창, 출입문, 기타 침입경계와 경로가 되는 부속물은 충분

한 강도를 갖도록 지어진다. 
 

2.1.5.  출입구(Gate) 
모든 출입구는 이중문의 구조로 설치하여 울타리보다 침투 저지성이 떨어지지 않

아야 한다.  
(1) 출입구는 강철기둥 및 빔으로 된 뼈대를 바탕으로 철망으로 구성한다.  
(2) 꼭대기에 역시 철침 철조망을 설치하고 높이가 2.4m 이상 되도록 한다. 
(3) 출입문의 하부와 길 표면과의 사이는 3 인치(7.5cm) 이내가 되어야 한다. 
(4) 경비실 정문 게이트의 경우는 자동으로 여닫을 수 있으나 안쪽과 바깥쪽

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그 외의 출입구는 수동으로 열리도

록 하고 육중한 자물통으로 잠가둔다. 
(5) 게이트의 열리는 방향은 울타리와 평행하거나 외부 방향으로만 열리는 

것이 차량돌진에 대한 저지력이 좋을 수 있다.  
(6) 출입구로 인한 침입감지 기능이 저하되지 말아야 한다. 
 

2.1.6. 인입도로 
차량의 고속돌진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도로는 직선이 아닌 직각이나 커브, 혹은 

지그재그형 출입이 되도록 한다. 직선도로가 불가피하거나 이미 설치된 경우는 이

동식 차량장애물을 이용하여 S 자 형태 진입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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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침입감지 시스템(Intrusion Detection System) 

3.1. 개요 
침입감지 시스템은 이중울타리 사이에 설치된 독립적인 이중 감지센서가 기반을 

이룬다. 감지기로는 적외선센서와 전기장(E-Field) 및 자기장(H-Field)센서로 지형에 
따라 적절히 이중화 구조를 갖도록 설치되어 불법침입을 감지하여 경보를 송신하도

록 구성된다.  
3.1.1. 기본 요건 

(1) 감지시스템은 외곽 침투 감지 시스템은 설치지역의 기상조건에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감지 센서와 관련기기는 주변의 고압송전선으로 인한 유도전류와 정전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3) 시스템은 다른 전자기기나 센서에 대한 역효과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4) 모든 전자 기기와 부품은 UL 기준 혹은 그 이상의 품질조건을 만족한 것이

어야 한다  
(5) 모든 감지 시스템은 오동작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지보수 계획과 기기수명 

이내에 부품교체가 되도록 지침과 예비품이 마련 혹은 설정되어 있어야 한

다.  
(6) 모든 장치와 기기의 작동과 보수 유지에 대한 설명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

고 관련 요원은 이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7) 각 기기와 부품은 제조자명과 주소, 모델명, 일련번호, 제작일시, 등을 금속

판에 양각 혹은 음각으로 새겨서 각각의 기초정보(Identification)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1.2. 기능요건(Functional Specification) 
(1) 감지기는 바깥쪽 울타리의 안쪽에 설치한다.  
(2) 센서는 외부 침투자가 울타리를 위로 넘거나 아래로 침투할 경우에도 감지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울타리를 절단하고 침투를 시도하는 경우에

도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방호지역 외곽은 서로 독립적인 감시구역(segment)으로 분할되어야 하며, 각 
구역의 길이는 100 m 를 넘지 않아야 하고 각 구역은 그 구역의 한쪽 끝에서 
전체 구역을 관찰 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4) 감지기 형태의 선정은 감지 시스템에 대한 법률, 규정 및 표준에 맞도록 이

루어져야 한다. 또한 물리적 방호시스템은 부지의 지리적 특성, 물리적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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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물, 설계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5) 감지방법의 다중성 혹은 다양성 그리고 감지범위의 중첩이 되도록 한다.  
(6) 시스템은 일차 전원공급에 차질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비상용 배터리나 발전

기로 전원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상용 배터리나 발전기는 보안구역에 
설치되어야 하고 비상전원이 배터리인 경우는 배터리의 재충전 없이 최소한 
8 시간은 작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감지기 및 관련 설비의 케이스 및 외함에는 적절한 스위치 등을 두어 무단 
개방을 표시하거나 경고하는 신호가 중앙경보시스템으로 전달되도록 장치가 
장착되어야 한다.  

(8) 경보 장치는 감지기의 작동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 장치는 전기적으로 감지기 및 기타 회로감시 장치

등과 쉽게 연결하여 사용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가져야 한다. 
(9) 경보판넬 혹은 경보제어반에는 접근/보안 스위치 및 경보 리셋 스위치가 구

비되어 있어야 한다. 일단 감지가 되면 경보는 lock-on 상태로 지속되어야 하

고 수동 인지(Acknowledgement) 및 리셋(reset)할 수 있는 조작 혹은 제어 수

단이 있어야 한다. 특정한 지역의 만성 경보(prolonged alarm)에 대한 소리죽임

(silence) 수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각적으로는 경보상태를 시스템이 정상으

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표시되어야 한다. 소리죽임 기능이 작동되어 있더라

도 다른 지역에서 경보 조건이 발생하면 소리죽임 기능은 해제되고 가청경보

가 새로이 울려야 한다. 감지장치를 접근모드(Access Mode)로 두고 방호지역

에 허가된 출입을 할 경우에도 경보작동조건(감지신호 검출, 덮개 개방 등)이 
되면 소리는 나지 않더라도 경보 표시는 되어야 한다.  

(10) 경보 작동 조건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감지 신호가 설계 작동치 한도를 넘어설 경우 
- 1 차 주 전원이 상실되고도 적절한 비상전원이 작동하지 않을 때 
- 감지장치에 기능상실의 위협이 되는 행태(덮개 개방, 회로 단선이나 단락 

등)가 감지 되었을 경우 
- 기능상실을 나타내는 부품 혹은 기기의 고장 혹은 노화가 발생하는 경우 

(11) 경보가 아닌 주의(Alert)신호는 다음의 경우에 발생한다. 
- 비상전원으로의 전환 
- 대기상태에 있는 비상전원의 용량이 목표치의 80%이하로 떨어질 때 
- 전원의 상실로 시스템이 정상동작하지 않을 때 
- 뱃터리 충전기 비정상  
 
 



 

 22

3.2. 자기장 감지기(H-Field Ported Coaxial Cable 감지 설비)  
자기장 감지기는 중-고 위험(high-medium risk) 시설의 높은 감지율이 요구되는 곳

에 사용된다. 이것은 지형을 따라 매설하므로 지형이 울퉁불퉁하여도 사용할 수 있

다.  
3.2.1. 기본 개념(Basic Concepts) 

약 2m 의 거리를 두고 한쌍의 누설 동축 케이블(ported coaxial cables)을 지표면 10-
15cm 아래에 묻고 한 케이블에 고주파 신호를 송신하면서 다른 케이블은 이 송신되

는 케이블로부터 수신되는 고주파 신호의 크기를 측정한다. 이때 두 케이블의 사이

를 어떤 물체가 지나가면 이 자기장의 변동이 생기므로 수신되는 고주파 신호가 변

동한다. 이 변동신호를 포착하여 물체의 침입을 감지한다.그림 3-1 은 이 감지장치의 
기본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1. H-field 센서의 작동 개념도 
 

3.2.2. 시스템 구성 
이 시스템은 반드시 그림 3-2 와 같이 케이블의 한쪽은 송신기능 그리고 다른 

쪽은 수신기능 장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감지구역(거리)이 넓은 경우는 그림 3-3
과 같이 여러 대의 송수신 제어기를 설치해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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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단일구역의 H-Field 센서 구성 
 

 
그림 3-3 여러 구역의 H-Field 감지기 구성 

 
3.2.2.1. 시스템의 작동(Principles of Operation)  

감지시스템은 방해경보(Supervision Alarm) 및 침입경보(Intrusion Alarm)의 두 가지 
경보를 발생시킨다. 방해경보(Supervision Alarm)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경보신호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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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서 케이블의 절단 혹은 합선 
- 제어 상자의 무단 개방 및 손상 
- 감지기 및 관련 소자들의 고장 

침입경보의 작동은 매설된 두 자계(H-Field) 케이블 간의 자계 변동을 검출하는 
비교회로(comparator circuits)에 의해서 발생된다. 두 케이블 중 하나는 송신 케이블

(transmit cable)이고 다른 하나는 수신 케이블(receive cable)이다. 감지장치는 이 송신 
케이블을 따라 40.685MHz 의 반송파를 송신한다. 수신 케이블은 이 송신 케이블에

서 누설되는 자계의 영향으로 전자기 결합이 형성되어 같은 주파수의 신호가 유기

되게 된다. 침입감지회로는 이 송신 신호와 수신 신호간의 진폭과 위상을 비교하여 
미리 설정된 기준 혹은 형태와 같은 변화가 생기면 경보를 발생시킨다. 

매설된 케이블의 양쪽에는 그림 3-2 와 같이 송/수신 제어상자에 연결되는데 제어

상자로부터 전자기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비누설(non-ported)형 차폐 케이블로 연

결된다. 각 송수신 제어상자는 20VAC 용 트랜스에 115VAC/220VAC 의 전원을 받거

나 12VDC 를 바로 받을 수 있다. 
수신케이블에 도달되어 취득되는 신호는 미세하기 때문에 일단 증폭회로를 통하

여 신호의 크기를 키운 후에 다음과 같은 단계로 송신파와 비교한다. 
첫째, 송신신호와 수신신호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한다. 물체에 의한 케이블 주

변의 자속 경로에 간섭이 없을 경우의 신호비와 간섭이 존재했을 경우의 신호비율

의 차이와 변화를 비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비교는 두 신호간의 위상을 비교하는 
것이다. 만일 아무 간섭이 없으면 두 신호간의 위상차이는 90 도를 항상 유지할 것

이다. 첫번째 비교는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크기를 가진 물체가 감지구역내로 들

어올 경우의 신호변화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 비교는 감지구역에 이동물체가 있을 
경우를 탐지하는 기능을 한다. 이동물체는 송수신 케이블간의 결합경로의 위상관계

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림 3-3 의 HFR 은 수신제어상자, HFX 는 송신제어상자, 
HFXR 은 송수신제어상자를 의미한다. 

 

3.2.2.2. 침입경보작동 조건 
H-field 감지기는 다음의 3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 발생한다. 

- 미리 설정된 물체의 크기 혹은 중량 보다 큰 물체가 나타나고 
- 이 물체의 이동속도는 미리 설정된 값보다 크며 
- 위의 조건이 일정시간 지속 되어야 한다.  

위의 세 조건은 인간이 방호구역을 침입할 때 충분한 중량이 있고, 이동 속도가 
필요하며, 감지구역을 통과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가정을 근거로 설

정한 것이다. 인간의 신체는 감지기 주파수 40.685MHz 의 1/4 파장 안테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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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탬퍼 스위치(Tamper Switch) 
각 송수신제어상자의 무단 개방이나 훼손을 막기위해서 탬퍼 스위치가 제어상자

의 뚜껑에 설치되어 뚜껑이 열리면 방해경보(Supervision Alarm)를 발생한다. 그림 3-
4 에서 뚜껑이 닫혀있으면 스위치가 A 위치에 있게 되고 뚜껑이 열리면 B 위치로 이

동하면서 릴레이를 작동시키게 된다. 수리나 기기의 점검시에는 스위치로 잡아 당

겨서 경보음이 나지 않도록 한다. 

 
그림 3-4 제어상자 탬퍼 스위치 

 

3.2.2.4. 경보시험 스위치 
감지기의 제어상자에는 기능을 시험하기 위한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 

3.2.2.5. 시스템의 주요 (제작)사양 
전원 : 12VDC 330mA(Transceiver Unit) 
작동 주파수 : 40.685 MHz +- 0.005% 
최대 감지거리 : 150m,  
케이블 간격 : 2m 
최대 케이블거리 : 175m 
덮개 : 방수, 크기 12”x14”x6.25” 
작동 온도 : -35 도 C  ~  70 도 C 
작동 습도 : 0 ~100% 
낙뢰방호 : 서지 Protector(Transzorbs, Gas Discharge Device) 
감지공간(Detection Zone) : 높이 1m, 깊이 0.3m, 폭 3m ( 13cm 건조한 땅에 묻었

을 경우) 
3.2.2.6. 감지 능력 

감지 능력은 감지장비의 감도 혹은 설정치를 얼마나 잘 설정하여 유지하는 가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다음은 제작자의 성능 제원이다. 

감지확률 : 35kg 이상의 물체가 10cm/sec 이상 7m/sec 이하의 속도로 이동시 
9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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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보율(nuisance alarm) : 1 회/월 이하(깊이 1cm 이하의 수중에서는 오경보 
발생 안함) 

고장 경보(False Alarm) : 1 회/월 이하 (송수신제어장치의 평균고장주기: 
24,000 시간)  

 

3.2.3. 특징  
3.2.3.1. 설치 고려사항 

- 감지효과는 곡선형보다는 직선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높다. 
- 감지 케이블은 움푹 파인 지형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비가 와서 물이 흐

르거나 괴이면 허위경보를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는 지표면을 평평

하게 고르거나 설치경로를 바꾸는 것이 좋다. 
- 케이블은 여러 가지 물질을 통과하지 않아야 한다. 즉 콘크리트, 자갈, 흙 

등의 지표면 여러 재질을 통과하면서 설치되는 것을 삼가야 한다. 
- 감지 케이블은 벽, 울타리 등과 적어도 2m 떨어지고 이들 장애물을 넘어

서 통과하지 말 것 
- 커다란 물체가 매설 감지 케이블 주변에 있지 않아야 한다. 
- 감지 케이블은 지반이 침식되는 곳을 통과해서는 안된다. 케이블의 손상

과 변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3.2.3.2. 경보 감시(Alarm Monitoring) 

- 감지거리가 길어서 H-Field 감지기를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 설치할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경보가 나는 지 경보위치를 알아야 한다. 여러 개의 장치

에 대하여 경보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제어상자에 전선을 연

결하지 않고 트랜스폰더(Transponder)시스템을 채택하여 단 한 쌍의 전선

으로 모든 H-field 제어기의 경보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3.3. 전계형( E-Field ) 감지기 
3.3.1. 기본 개념 

- 전계 발생기(E-Field Generator)회로에서 고주파 신호를 발생시켜 전계 와

이어(Field wire)를 100V-9750Hz 로 여기(Excite)시킨다.  
- 전계 케이블은 울타리를 따라 설치된다. 
- 감지 케이블이 전계 케이블과 평행하게 상/하에 설치된다. 
- 감지기 제어기는 감지케이블에 수신되는 전계 신호를 감시한다. 
- 침입자에 의해서 송수신 케이블간의 전계 형태가 변동이 생기면 이 변동

을 검출하여 경보신호를 발생한다. 
- 감지 케이블에 유도되는 신호는 전계 발생케이블의 신호와 90 도 위상차

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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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자 혹은 물체가 감지구역으로 들어오면 두 케이블 간의 전기장 결합

(coupling)의 정도가 변동한다. 
- 제어기는 위의 미세한 신호의 전기적 변동을 감지하여 경보를 생산한다. 
- 비 유전체인 마른 나무, 플라스틱, 등은 결합의 변화가 매우 약하기 때문

에 경보를 발생하지 않는다. 
- 감지기는 신호의 변동을 주로 감지하기 때문에 구역내의 물체가 움직이

지 않아서 신호의 변동이 없으면 감지하지 않는다. 
- 만일 금속조각이 구역에 움직이지 않으면 감지 경보가 울리지 않지만 바

람에 흔들리거나 하는 등의 움직임이 발생하면 경보를 발생시킬 수 있다.  
 
 

3.3.2. 시스템 구조 
울타리의 높이 및 시설의 요구특성 등에 따라 2-와이어, 3-와이어, 4-와이어 구조가 

있다. 그림 3-5 은 흔히 사용되는 3 선식 설치형태이며, 3-6 은 4 선식이다. 3 선식 형

태의 가운데 전선은 전계발생 케이블이고 상단과 하단에 전계감지 케이블을 설치한

다. 4 선식은 두 쌍의 발생 및 감지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림 3-5. 3 선식 전계형 감지 센서 설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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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4 선식 전계형 감지기 설치 구성도 
 

그림 3-7 은 전계감지계통을 블록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것이다. 제어상자(control 
unit) 송신부에서 주파수 9750Hz, 공급전압 실효치 약 100V 신호가 전계발생와이어

(field wire)에 유입되면 감지와이어(sense wire)는 field wire 에 인가된 전계치를 감시한

다. Sense Filter 는 수신된 신호에 포함된 잡음 및 다른 간섭을 줄이기 위해 전단선택 
필터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또 Sense Wire 에 대한 적당한 부하 임피던스 제공과 
Field Wire 와 Sense Wire 간 90°위상편이를 갖게 하는 기능이 있다. Control Unit 에 도

달한 수신신호는 수신레벨 변동을 감시한다. 
만약 침입자가 E-field wire 가 설치된 울타리에 50~60cm 거리에 접근하면 그것은 

Sense Wire 에 인가되는 신호레벨을 변화시키며 Control Unit 는 이와 같은 미약한 신

호의 변화를 감지하여 경보회로를 구동하게 한다. 신호세기의 변화는 침입자의 크

기에 관계가 있고 세기 변화율은 침입자의 이동에 관계가 있으며 변동기간은 침입

자가 E-field 내에 있는 시간과 관계가 있다. 이들 세 조건 모두가 존재하면 Control 
Unit 가 Alarm Output 를 발생시킨다. 

이 감지계통은 E-field 변화에 응답하지만 정지된 물체에 대해서 E-field system 은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즉 자동차가 E-field 지역에 들어가거나 빠져 나오면 alarm 을 
발생시키지만 이것이 E-field 지역에 정지해 있으면 E-field system 은 자동적으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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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존재에 대해 조정을 하여 경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유전체 상수가 낮은 물건

은 경보가 발생할 정도의 신호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림 3-7. 2 선식 전계형 감지센서의 블록다이어그램 

 

 

그림 3-8. 3 선식 전계형 감지센서의 블록 다이어그램 
 

3.3.2.1. 적용(Application) 
전계형 울타리 감지 시스템은 보안이 강조되는 시설의 외곽 침입 저지를 위해 사

용된다. 설치되는 장소는 수풀이 제거되고 일상의 동물과 사람이 접근하지 않도록 
물리적 장애물이 설치된 통제 지역에 사용된다. 그림 3-9 과 3-10 은 각각 울타리에 
설치한 경우와 H-Field 센서와 같이 사용되는 적용 예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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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펜스 설치형 E-Field 감지기 

 

 
그림 3-10. 자계형 감지기와의 병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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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계형 센서는 직선 지형이 아니더라도 지형을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Unit 으로 최대 150m 까지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다. 펜스 부착형 센서는 설치면 
반대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펜스는 정전기적으로 접지기능을 제공하게 
된다. 전용 설비형 센서(Free-standing E-field)는 보통 울타리 안쪽이나 두 울타리 사

이에 설치한다. 멀티플렉서형 경보 발생 시스템(Multiplexed alarm reporting system)은 
각 장치의 경보 상태를 감시하다가 경보릴레이가 동작하면 경보상태와 위치를 중앙

통제 장치로 송신한다. 이 시스템은 최대 1024 개의 경보지점을 100 마일의 거리에 
걸쳐서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 

 

3.3.2.2. Supervision Alarm(방해 경보) 
울타리 경계를 따라 설치된 전계발생(Field) 케이블 및 감지케이블(Sense Cable)을 

절단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보가 발생되어야 한다. 이 케이블의 건전성 
감시기능은 Field 케이블, Terminator, 감지 케이블에 이르는 경로로 직류 전류를 흘

리고 케이블의 개방이나 단락에 의한 전류 변동을 검출하여 경보를 발생한다.  
두 번째 방해 경보는 시스템의 작동 AC 신호를 감시하여 이 신호가 너무 큰 값

이거나 적은 값을 나타내는 AC Fault 가 일어나면 방해경보(Supervision Alarm)을 발생

시킨다. 
세 번째의 방해경보형태는 제어상자의 뚜껑을 무단 개방할 경우 탬퍼(Tamper)스

위치에 의해서 방해경보 릴레이를 작동시킨다. 
 

3.4. 적외선 감지 센서(Infra-Red Detection System) 
3.4.1.  기본 개념 

적외선 센서는 침투 감지 센서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적외선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렌즈에 모아 직선으로 방출하고 이것을 수신하는 구조로 구성한다.  
적선 시야가 확보되는 곳에 적외선 송수신기를 배치하고 침입자의 횡단에 의한 적

외선 신호의 차단이나 변동을 검출하여 침입을 감지한다. 만일 침입자의 횡단으로 
적외선의 수신이 차단되면 경보를 발생하도록 계통을 구성한다. 탐지 면적을 넓혀

야 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는 여러 개의 적외선 빔을 사용한다. 그

림 3-11 은 다중 빔 적외선 설치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감지범위는 적외선 빔 기둥

이 서있는 수직면이 된다. 감지 높이는 적외선 송수신기의 개수와 설치 높이에 의

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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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적외선 침입 감지기 설치 예 
 

3.4.2. 시스템 사양 
다음은 기존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의 사양을 열거한 것이다. 
 

3.4.2.1. 장비의 구성  
1) TRANSMITTER POST  :  BEAM TRANSMITTER 5EA 
2) RECEIVER POST     :  BEAM RECEIVER 5EA  
3) IN/OUTPUT CONTROL PROCESSOR  
4) POWER SUPPLY & BACK UP BATTERY 

 

3.4.2.2. 시스템 특성 
- 유효거리 : 40-250m  
- 송신 신호 : 펄스변조(pulse modulated) 적외선(0.9micron 파장) 
- 사용전압 : 10-30VDC 
- 감지폭 : 10 cm  

 

3.4.3. 적용성 
- 울타리, 케이블 등의 송수신 장치간의 연결이 안되어도 설치 가능 
- 직진 시야가 확보되어야 설치 가능 
- 안개 및 눈비등의 날씨에 적외선 투과력이 약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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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감시 시스템(카메라 시스템) 

감시 시스템(카메라 시스템)의 주 목적은 침입감지 계통에서 침입이 감지되면 침

입지점의 상황을 원격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4.1. 목적  
- 경계구역의 시각적인 감시기능 제공 
- 경보신호의 확인 
- 침입의 상세 정보(인원, 형태, 무장정도, 침입 지역, 등) 제공 

 

4.2. 계통 기능 
침입 경보가 발생되면 중앙 경보실에 설치된 가장 큰 CRT 모니터에 침입 지역에

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되고 시야가 확보된 카메라의 화면정보가 자동적으로 표

시하고, 또한 이 비디오 정보를 자동적으로 기록한다. 감시시스템 시설 및 계통은 
여러 경보가 울렸을 경우에도 각 경보에 대한 감시와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 
각 카메라는 원격으로 줌(zoom), 초점(focus), 시야방향조절(pan/tilt)등이 수행될 수 

있다. 카메라의 위치는 전 경계지역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되고 경보가 
발생시에는 발생지역에 대한 비디오영상을 즉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카메라 시스템은 또한 여러 대의 CRT 와 영상 전환을 통해서 전자적인 침입 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침입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여 감지시스

템에 대한 백업기능을 가진다. 
어느 한 카메라의 고장시에도 다른 인근의 카메라로 위와 같은 기능이 발휘되도

록 설계된다. 
 

4.3. 계통 구성 
감시시스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4.3.1. 카메라 시스템 
- CCTV 카메라  
- 덮개 
- 카메라 Mount 
- 렌즈 
- 수평 및 수직 방향 이동 장치(Pan-tilt Mechanism) 
- 카메라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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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 
 

4.3.2. 중앙경보실의 카메라 제어 시스템 
- 렌즈제어장치 
- 비디오 스위치 및 Vertical Interval Switch 
- Pan –Tilt 제어장치  
- 자동 스위칭 장치 
-  

4.3.3. 모니터링 시스템 
- 비디오 모니터 
- 콘솔 
- 디지털 비디오 기록 장치 

 

4.4. 시스템의 특성 
4.4.1. CCD CAMERA 및 렌즈 

반도체 소자로서 반영구적인 CCD(Charge Coupled Device)소자를 Image Sensor
로 사용한 Camera 로서 현장의 상황을 광학적인 신호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시

켜 Monitor 에 출력 시킬 수 있는 장치로서 Camera 를 특정지역을 감시하도록 지정

해 놓고 나중에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기능

을 갖고 있다.(* 원자력법 기준 최저조도 0.04Lux 이하 규정)  
* HITACHI CCD Color Camera(KP-D581) 재원 

  1. 촬상소자   : 1/2 인치 CCD Color 
  2. 사용전원   : AC 110V/60Hz 
  3. 영사신호 출력  : 1.0Vp-p, 75Ω 
  4. 수평해상도  : 480 line  
  5. S/N 비   : 50dB 
  6. 최저조도   : 0.02LUX 
  7. 소비전력   : 7W 
 
* SL10200P Zoom Lens 

  1. 최대 구경비 : F1.8 
  2. 초점거리 : 10~200mm 
  3. 렌즈마운트 : C-MOUNT 
4. 피사체 최소거리 : 2.5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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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PAN/TILT DRIVER 
좌우 350° 상하 180°를 회전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설비로서 중앙경보

실의 카메라  키보드 혹은  Joystick 에 의해 제어할 수 있다. 
 

* COMPIA 7500P(장원 엔지니어링) 
  1. 회전속도  : 수평 6 도/초, 수직 3 도/초 
  2. 탑재하중  : 50Kg 
  3. PRESET  : Preset Position 가능 

4. 사용전원  : AC120V/60Hz 
 
* OUTDOOR HOUSING COMPIA9300H 

  1. 재 질  : 알루미늄 
  2. 내부형태  : Guide Rail  

3. 형태  : 질소봉입형 
 

4.4.3. RECEIVE CONTROL UNIT 
CPU 에서 전송된 CAMERA 및 Pan/Tilt 구동신호를 수신하여 상하좌우, 초점, 

광도, 확대, 축소 및 기타 카메라를 제어하는 ANALOG 값으로 변환 시켜주며 8 
PRESET 기능을 갖추고 있는 카메라 제어장치이다. AD1686B 시리즈는 일반적 목적

을 가진, 이중장치, 고정속, 수신기/구동기이다. 옥내/외용으로 설계된 이 장비는 자

동화 렌즈가 부착된 모든 Pan/Tilt 자동 또는 수동동작을 제공하며, 명령이 있으면, 
카메라는 특정한 전망을 위해 그 쪽으로 돌아간다.  

 
* AD1686B 

  1. 카메라 지점   : 1, 2 
  2. TARGET(PRESET)수  :  72(카메라 지점당) 
  3. 보조출력    : 사용자의 선택 가능 
  4. 제어코드    : AD 맨체스터 제어코드 
  5. 공급전압(AD 1686B)   : 120VAC, 50/60Hz 
  6. Lens Drive    : ±8 또는 11.5VDC, 50mA 
  7. Pan /Tilt Drive   : 24VAC 또는 공급전압 120VAC 
  8. 전 원    : 5 WATT 
  9. 규 격    : 394*325*170, 7.3Kg(16lbs) 
  10. Mounting    : 표면 장착 
  11. 운영환경   : -40℃ ~ 60℃, 습도 90% RH(비응결)      
* 장애복구 안내 : 초록색 CODE LED 의 상태로 표시 즉, CODE LED 가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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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으면 정상 상태이고 CODE LED 가 깜박이고 있으면 CODE 전송 또는 결

선상에 이상이 있음을 나타낸다. 
 

4.4.4. CODE DISTRIBUTION UNIT(SDU) 
CAMERA 및 Pan/Tilt CONTROL SIGNAL 을 각 RECEIVER 에 분배시켜 주는 기능

을 하며 DATA 전송거리는 1,500m 이상이다. 
* AD2091 

  1. 입출력 채널비  : 1IN 64OUT 
  2. 신호 입력   : 3-TERMINAL CONNECTOR 120Ω 
  3. 사용 전압  : AC 120V/60Hz 
  4. 소비 전력  : 5W  
 

4.4.5. SWITCHING & CONTROL SYSTEM 
AD168 시스템의 핵심은 switching bay 로 17" 폭, 8.75" 높이, 16" 깊이와 무게 

40 파운드의 완전 장착된 콤팩트 한 19" EIA 랙에 설치 가능한 카드 Cage 이다. 이 
Cage 에는 시스템의 스위칭과 주변 기능을 제어하는 회로기판을 받아들이는 18 개의 
카드 슬롯들이 있다. AD168 시스템은 단일 또는 이중 베이 구성으로 사용할 수 있

다. 단일 베이 시스템은 최대 168 개의 비디오 입력을 받아들이고 최대 12 개의 비

디오 출력을 제공한다. 이중(double) 베이 시스템도 최대 168 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

지만, 최대 24 개의 비디오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 경보는 도어와 창문을 열거나 
제한 구역 내에서 감지된 움직임과 같은 시스템 보안의 잠재적인 위반에 대해 시스

템 사용자들에게 경고한다. 보조 장치들은 도어 잠금, 출입문, 전등과 같은 보안 출

입문과 장치들의 "on"이나 "off" 상태를 제어한다. 비디오 입력 및 출력과 더불어 다

양한 주변 장치들이 베이에 연결될 수 있다. 베이의 CPU 모듈(CPM)에 있는 8 개의 
RS-232 포트를 사용하여 PC 단자, 시스템 키보드, 경보와 보조 인터페이스 장치 및 
프린터 등을 연결할 수 있다. 또한, CPM 은 프로그램 모니터를 연결하게 하는 BNC 
커넥터를 가지고 있으며, 키보드 제어기와 함께 사용될 경우에 다양한 AD168 시스

템 기능을 프로그램할 수 있게 한다.  
베이의 Power Supply Module(PSM)에는 주 전원에 연결할 하나의 AC 입력 단자가 

있으며, 전원 장애 시에 백업 전원을 공급하기도 한다. PSM 에는 하나의 DB-25 병

렬 프린터 포트, 두 개의 외부 비디오 sync 커넥터들, Direct and loop-through 데이터 
회선 커넥터와 이중 베이 구성에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베이로의 버스 통신을 위

한 하나의 RJ-45 arcnet 커넥터가 있다. 또한, 이 베이에는 선택 사양인 Control Code 
Module(CCM)이 제공될 수 있는데, 이는 중간 과정의 코드 번역 장치를 필요 없게 
하는 Direct Manchester 와 RS-422 코드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AD168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는 추가 보조 장치들로는 AD2078A 와 AD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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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boards, AD1981 Port Expander, AD1691 Manchester Code Distributor, AD2091 
Manchester Code Generator/Distributor, 2083-02A SEC RS-422 Code Distributor, AD2096A 
Alarm Interface, AD2031 Switcher Follower, AD2032 Alarm Responder, AD2033 Auxiliary 

Follower, AD1683 Manchester Code PSK Modem 및 AD1983 Code Converter 가 있다. 루

핑 패널은 비디오 입력을 받아들여 베이를 통해 시간 경과 기록 장치와 같은 외부 
장치에 비디오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CAMERA 및 MONITOR 를 선

택하고 CAMERA 및 P/T 등을 제외하는 장치로서 영상신호를 프로그램에 따라서 각 
모니터에 DISPLAY 시킨다. 

* AD168R24-12 

  1. 입력전원    : AC 60 ~ 250V 
  2. 사용전원    : DC 12V/5V 
  3. 소비전원    : 40W 
  4. MEMORY 유지시간  : 2 시간 
  5. 위상조정기능   : 자동조정 
  6. GAIN   : ±1dB(9MHz) 
  7. 전송방식    : DTMF 
  8. 입출력 채널비   : 24IN 12OUT 
  9. VIDEO IN/OUT TYPE  : BNC TYPE 
 

4.4.6. VIDEO MONITOR(SCM-14C, SCM-21MK) 
20 인치 9 대의 COLOR MONITOR 가 있으며 SWITCHING 및 4 분할기를 거쳐 들

어오는 영상신호를 화면에 출력시킨다. 
 

4.4.7. K/B(키보드) 
AD2078 시리즈는 완전한 기능의 튼튼한 탁상용 또는 랙마운트 키보드이고 전행

정(全行程)의 정확한 접촉감을 특징으로 한다. 전방향으로 움직이는 조이스틱은 고

정/변속 Pan/Tilt 를 제어한다. 작동키들은 카메라/모니터 선택과 범용 Tour 제어를 비

롯하여 자동화 렌즈의 기능들(줌, 초점, 홍채)을 제어한다. LED 표시창은 현재 선택

되어진 모니터, 카메라 및 지역을 표시한다. 다른 키보드 기능들은 경보가 접수되면 
5 초간 소리를 내는 내부 소리 발생 장치, 키보드에서 매트릭스 스위치/콘트롤러로

의 전송 속도율(baud rate)을 적절하게 맞추기 위한 조절기능, 그리고 통신포트, LEDs, 
조이스틱 교정 및 메모리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동작을 검증하기 위한 자체 테

스트모드와 같은 사항들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4.4.8. 4 화면 분할기(SDQ-400NA) 
4 화면 분할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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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a 4 대를 접속하여 영상신호를 축소, 합성하여 1 화면에 표시하는 4
화면 분할표시 장치 

년,월,일,시,분,초 및 Camera Title 을 Monitor 에 표시 
4 대의 Camera 영상을 자동으로 순차전환하는 기능과 Alarm 신호 입력시 

Alarm 입력 채널만 모니터 표시가능 
Freeze 기능에 의해 임의의 Camera 영상을 정지화면으로 볼 수 있음 
Remote 제어단자에 의해 운용이 가능 
 

4.4.8.1. 제원 
◎ 영상입력          Camera : 4Ch(Color,B/W)   
◎ 영상출력          Video Out 
◎ 외부제어          25 Pin 
◎ 전원전압          AC 100V∼240V, 60 ㎐ 
◎ 소비전력          18 W 이하 
◎ 동작온도          -10℃∼+50℃ 
◎ 무게              4.2 ㎏ 
◎ 외형치수          430(W)×44(H)×350(D)㎜ 
 

4.4.9. ALARM INTERFACE(AD 2096) 
경보를 수신하여 CPU 로 보내 경보가 발생한 CAMERA 화면을 ALARM 

MONITOR 에 자동으로 DISPLAY 시킨다. 
 

4.4.10.  2 채널 영상 분배기(1IN 3OUT 2CH) 
2 채널 영상 분배기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제원을 갖는다.  

1 IN/3 OUT 의 분배 기능 
Low Loss 및 출력신호의 왜율 (Distortion)이 없는 깨끗한 신호의 분배 가능 
완벽한 신뢰성 Test 로 안정성 및 품질확보 
입력전원을 별도의 조작없이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도록 AC110/220 자동선택 

◎ 입력단자         1 IN 2 채널 
◎ 출력단자         3 OUT 2 채널 
◎ Connector         BNC 
◎ 동작표시         LED 부착 
◎ S/N 비           55dB 
◎ 보관온도         -20℃∼+60℃ 
◎ 전원             AC100/220V 
◎ 소비전력         10W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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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             3.5 ㎏ 
◎ 외형치수         430(W)×44(H)×350(D)㎜ 
 

4.4.11.  8 채널 분배기 (1IN 3OUT 8CH) 
본 기기는 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영상 신호를 여러 개의 영상 신호로 분배, 

증폭하여 영상신호의 손실을 막아주고 모니터에 Display 상태를 좋은 화면으로 유지

하여 주는 기기이다. 성능제원은 다음과 같다. 
◎ 입력단자         1 IN 8 채널 
◎ 출력단자         3 OUT 8 채널 
◎ 콘넥트           BNC TYPE 
◎ 입,출력 영상신호 1.0V p-p 
◎ IMPEDANCE       75Ω            
◎ 보관온도         -20℃∼+60℃ 
◎ 전원             AC100/220V 
◎ 사용전류         5VA 
◎ 재질             FRONT : 알루미늄 압출, COVER : 코팅 철판 1.0t 
◎ 외형치수         432(W)×42(H)×250(D)㎜ 

 

4.4.12.  광 LINK(VIDEO&DATA)TX/RX 
광섬유통신선을 이용하는 비디오 송수신기는 다음과 같은 특성제원을 가지고 있

다(모델번호 9215T/SM-SC, 9211R/SM-ST) 
  1. 전송모드   : 단일모드( VIDEO 단방향, DATA 양방향) 
  2. 입출력 임피던스  : 75Ω(VIDEO), 120Ω(DATA) 
  3. 응답 주파수  : 5Hz ~ 8MHz 
  4. 대역폭   : 2Hz ~ 15MHz 
  5. S/N 비   : 60dB 
  6. 파장   : 1310/1550 LASER 
  7. 접속 심선수  : 1 CORE  
  8. 사용전원   : AC110V/220V, 60Hz 
  9. 상태표시등   : 4 램프 표시가능 
  10. CONNECTOR 형태  : 광(FC), VIDEO(BNC), DATA(Screw Ter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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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조명설비 

5.1. 목적 
조명설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침입자의 불법 침입 기도를 단념케 한다. 
- 침입하면 들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함 
- 경비인력이 경계지역의 은밀한 행위를 관찰 할 수 있도록 한다. 
- CCTV 시스템에 적절한 조명을 제공한다. 

 

5.2. 기능요건 
- 방호 및 경계구역에 눈부심이 없고 제어가능한 조명을 제공한다. 
- 건물벽, 지붕, 수로, 차량 및 인원 출입지역 등에는 특별히 조명수준을 높여

야 한다. 
- 이중화 전원공급 시스템을 채택하여 전원공급의 고장에 의한 조명작동 장

애를 최소화해야 한다. 
- 각 조명기의 조명범위는 서로 중첩하여 사각이 없어야 한다. 
- 단일 조명등이 고장이어도 충분한 조도를 발휘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 나트륨등(High Pressure Sodium ; HPS)을 권장한다. 
- 조명의 높이는 7.5.m 이상, 혹은 카메라 지지대보다 1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한다. 
- 램프관리 계획을 세워서 계획에 의한 주기적인 램프교체를 수행하여 단일 

램프교체의 빈도를 최소화 해야 한다. 
- 조명탑은 CCTV 의 시야를 가리거나 침입자가 침입하는 데 이용할 수 없도

록 울타리 지역으로부터 일정간격을 격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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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탐색 시스템 

탐색 시스템은 개인 및 차량 등에 무기류 등의 불법 반입반출을 탐지하기위

한 것으로서 주로 금속 탐지기, 폭발물 탐지기, 그리고 X-ray 투시기 등으로 구성된

다. 
 

6.1. 개인 금속 탐지기 
6.1.1. 원리 

고정형 금속탐지기는 그림 6-1 과 같이 자장을 발생하는 코일과 수신하는 코

일을 마주보게 설치하고 이 자장안에 금속제가 유입되면 수신되는 자장의 변화나 
금속제에 유기되는 와전류(Eddy Current)를 감지하여 불법 반입물을 검사한다. 고정

형 금속 탐지기의 작동방식은 연속파 방식과 펄스파 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6.1.1.1. 연속파 방식 금속탐지기 
연속파 방식은 그림 6-1 과 같이 두개의 수신 코일이 나란히 설치되고 100-

25kHz 의 자장을 연속하여 발생한다. 송신 코일 루프는 약한 세기의 자장(0.5 Gauss) 
정도를 생산한다. 수신 코일은 송신코일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각 코일에 유기되는 
전기적 신호는 차동증폭기의 각 단자에 공급된다. 균형된 상태에서 즉, 송수신 코일 
사이에 금속류가 없으면 두 수신코일에 유기되는 신호의 크기는 서로 같게 되어서 
차동증폭기의 각 입력단의 신호크기가 같도록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출력으로 나오

는 신호는 없게 된다. 만일 금속제 물건이 자장의 영역에 들어오면 금속에 의해 자

장의 경로에 영향을 주므로 두 수신 코일에 유도되는 신호의 크기에 차이가 발생하

고 차동증폭기의 출력은 이 차이에 비례하는 출력전압을 발생시킨다. 이 출력전압

을 증폭하고 위상을 검출하여 자성 및 비자성 금속의 검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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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연속파 방식의 금속탐지기 구성 
 

6.1.1.2. 펄스파 방식의 금속 탐지기 
펄스파 방식의 금속 탐지기의 코일 배열은 위의 연속파 방식과 비슷하지만 

두개의 균형수신코일이 불필요한 것이 다르다. 송신측에서는 짧은 펄스(펄스폭:50 
micro-second)를 1 초에 200-400 번 정도 자계를 발생한다. 이 펄스폭 동안, 즉 탑지기

사이에 자장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에는 수신측 코일은 Off 상태로 두어 신호를 감지

하지 않다가 송신 펄스가 끝나면 수신측 증폭기는 On 상태가 되어 신호를 감지한다. 
경로에 금속류가 없으면 수신증폭기의 입력은 단지 전자기적 잡음만이 존재하므로 
신호수준이 매우 작다. 금속 물체가 존재하면 자기장 펄스가 끝날 때 자장의 변화

에 의해서 금속에 와전류(Eddy Current)를 유기한다. 이 와전류는 금속의 저항성분에 
따라 급속히 사라지게 되지만 수신측의 신호증폭기는 이 와전류 성분을 감지하여 
증폭하고 위상차를 검출한다. 이 검출된 신호가 일정수준보다 크면 경보음을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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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펄스파 방식의 금속탐지기 구조 

 

6.1.2. 금속탐지기의 기능요건 
- 무기의 탐지를 위해 사용되는 탐색 장비는 문형태(Door-Type)로 설치하고 

200g 의 비자성 금속을 90%의 신뢰도로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색구역을 통과하는 금속제는 그것의 자성 혹은 전도성의 특성으로 인

하여 경보를 발생하여야 한다. 
- 감도가 조정된 상태에서 시설에 설치된 환경조건에서 오경보율은 1%이

하이어야 한다. 
-  

6.2. X-ray 투시기 
6.2.1. 개요 

X-ray 투시기는 수화물의 내용을 검색하기 위한 것으로 가방이나 상자의 내

용물을 검색하기 위한 것이다. X 선의 강도에 따라 투과 정도가 다르므로 세기

를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투시기가 권장된다. 일반 용도의 화물검색 장

비는 중금속제 케이스를 투과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고에너지 혹은 
다단계 에너지 투시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320kV 혹은 630kV X-ray 는 10cm 두

께의 철강 상자 속의 수 cm 크기의 납덩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림 6-3 은 X-
ray 투시기의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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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 X 선 화물 투시기의 개념도 
 

6.2.2. X-ray 투시기의 구조 
X-ray 투시기는 다음과 같이 X-ray 장치와 부수설비로 구성된다. 그림 6-4 은 구성

도를 나타낸다. 
1) Main Unit  

- X-Ray Tube 
- X-Ray Detector 
- Image Processing Unit  

- X-Ray Control  
 2) Belt Conveyor  
 3) Color Monitor  

 4) 녹화장치 (Zoom) 
 5) 제어반 (Control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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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Interphone Device 
 7) Standard Accessories  

- Outlet Roller Conveyor  
- Monitor Table  
- Operating Table  
- Remote Control Cable 

 

 
그림 6-4.  X-ray 투시기의 구성도 

 

6.2.3. X-ray 투시기의 기능 요건 
- X-선 투시 화물검색기의 외함의 크기는 높이 2m ×폭 2m ×길이 3.2m, 

무게 1,300Kg 이하로 한다.  
- 화물통과 출입구의 크기는 높이 800mm ×폭 1,100mm 이상으로 하여 화물

검색에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 콘베이어의 높이는 600mm 로 제작하여 화물검색에 적당한 높이로 조정 

가능해야 한다. 
- 콘베이어 Belt 는  콘베이어 가동 및 X-선 투사시  Image 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조정판 및 TV 모니터는 별도로 분리하여 50m 정도의 원거리에서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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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능해야 한다. (단, 표준은 11 m 임) 
- 검출기 및 X-Ray Tube 는 2 개조를 직각으로 설치, 수직/수평 Image 를 동시

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상호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화물 내용물은 밝기 조정장치와 Digital Gray 변환으로 정확히 감지 비교         

하며 Negative 상 또는 Positive 상으로 선택 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 Zooming 기능 (2 배 확대기능)이 있어야 한다.  
- 모니터 밝기는 수동으로 임의 조정기능을 구비하여 운용자의 시력을 보호

할 수 있어야 한다. 
- Interphone 기능을 부가하여 화물운반자와 Monitor 감시자간 상호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 Self Test 기능을 갖추어 정상, 비정상 여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 Image Monitor 에 의심스런 화면이 감지될 때 기억된 Image 를 재생 관찰          

할 수 있는 녹화기능이 있어야 한다. 
- 본체에는 바퀴를 부착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6.2.4. 특성 및 제원 사례 
- X-Ray 관 전압  : 140KV (최대 160KV)  
- X-선 조사량   : 0.2mR 이하/조사시  
- 해상력   : Standard 34 AWG (Max. 38 AWG) 
- 투시력   : Standard 20mm (Max. 25mm) 
- X-ray 검출기소자수  : 704 채널/60HZ 
- 기억용량   : 6.5 Mbbyte 
- Gray Level   : 256 

- 누출방사량   : 0.1 mR/시간 이하 
- 컨베이어 기능 

1) 속도는 12m/분~18m/분으로 선택 가능할 것 
2) 최대허용무게 : 180Kg(60Kg x 3 개)  
3) 전진, 후진, 정지기능이 있을 것 

- Monitor 기능 
1) Monitor 크기  : 17"  
2) 형체비율  : 4:3  
3) 해상도  : 1024×1280(PIXEL : 0.26mm 이하) 
4) 전력소모량  : 94W 이하 
5) 시력보호기능이 있을 것 

- Control Panel 기능 
1) 전원 On/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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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Ray On/Off  

3) 콘베이어 전진, 후진, 정지 Button 
4) Zooming 선택  
5) 긴급정지기능 

 

6.3. 폭발물 탐지기 
6.3.1. 개요 

폭발물감지기는 폭발물 재료로부터 나오는 증기를 검출하는 방식이 쓰인다. 
증기 검출방식의 감지기 종류에는 전자흡착(ECD : Electron Capture Detector )방식, 질

량 스펙트로미터 방식, IMS(Ion Mobility Spectrometry), Chemiluminescence, 등이 있으나 
상업용으로 생산되는 대부분의 폭발물 감지기는 전자흡착(Electron Capture Detector) 
방식이다. 상업용 폭발물 탐색기를 선정할 때는 감지 감도, 감지 오류, 응답 시간, 
유지보수 비용 등의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6.3.2. ECD(Electron Capture Detector) 폭발물 탐색기 
그림 6-5 에서 펄스형 전압이 Anode 에 가해지면 검출기의 내부에는 자유열전

자의 이동에 의한 가해진 펄스전압에 따라 0 과 전류 I 가 번갈아 흐르게 된다. 폭발

물 분자가 증기 입구관으로 들어오면 검출기 안의 열전자 밀도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폭발물 입자가 들어오면 전류의 대기전류(Standing Current)흐름이 입자의 농

도양에 비례하여 줄어들게 된다. 이 전류 감소량의 크기를 나타나면 경보를 발생시

켜 상세 수색을 하도록 한다.  
ECD 는 대부분의 폭발성 기체에 좋은 감도를 갖고있으나, 다른 비 폭발성 물질에

도 반응을 보이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물질에는 대기의 산소, 혹은 프레온, 화학비

료, 가정용 세제 등과 같은 탄화수소 화합물 등이 있다. 

 
그림 6-5. ECD 방식의 폭발물 감지기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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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IMS(Ion Mobility Spectrometer) 
폭발물 탐색기 중의 하나는 저온, 박막(membrane) 이온 운동 스펙트로미터

( IMS: Ion Mobility Spectrometer) 이다. 이 장치는 대상 물질의 이온을 형성해서 관속

으로 가속하여 분자의 질량에 따라 드리프트 지역에 분리되도록 하고 측정판에서 
이 이온의 도달시간을 측정한다. 서로 다른 분자는 서로 다른 도달 시간을 갖게 되

므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장치는 특수 목적에 맞게 설계되는 경우는 매우 
감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박막이 설치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의 이동성이 낮아

져서 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IMS 형 이온 스펙트로미터는 현재 주로 실험실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차세대 폭발

물 감지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장비의 가격이 될 
것이다. 

 

6.3.4. Bulk Detection(폭발물 뭉치 검색) 
능동적으로 폭발물을 탐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사선원(X-ray, 감마선, 중

성자, 초고주파, 자기장)을 사용하여 폭발물을 감지한다. 몇몇의 회사는 X-ray 설비

를 생산하고 있고, 열중성자여기(TNA: Thermal Neutron Activation)방식을 쓰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것의 단점은 가격이다. 마이크로웨이브는 세관에서 화물의 마약 탐색

에 사용되는데, 이것을 인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지는 연구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의 폭발물 뭉치를 탐색하는 것은 X-ray 형식이다. 기존의 X-ray 장비는 인간에게는 
사용할 수 없지만 미약한 X 선을 사용하는 탐색설비는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유전체미터(Dielectrometer)로 사람이 휴대하는 거의 모든 물법 소

지물을 탐색하는 것에 대한 기술을 개발중이다. 이 장비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가정

용 전자레인지의 누설 방사선의 천분의 1 정도이다. 
일반 X-ray 탐색기로 탐색이 안되는 두꺼운 상자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에너지의 X-ray 탐색 설비가 사용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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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결론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스템 중에서 출입관리 및 통제 계

통과, 물리적 대응체계를 제외한 현재의 물리적 방호 설비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수행하였다. 현재의 물리적 방호설비는 단위 시설별로 이중 울타리를 중심으로 불

법무단 침입을 감지하고 확인하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이중화 침

입 감지기, 이중울타리, 조명 및 비디오 감시 설비 등이 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출입통제 및 관리 계통은 물리적 방호시스템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능과 작동이 복잡하므로 물리적 대응

체계와 함께 별도의 분석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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