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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전자기기 보수 및 제작

II. 운 의 목적 및 중요성

  우리 연구소에는 하나로시설을 비롯하여 동위원소생산시설, 조사재시험시설,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시험시설, 노외실증시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

시설, 핵연료성형가공시설 등의 핵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시설들이 가동되고 있으

며, 또한 중장기 과제 등의 일환으로 새로운 시험시설들이 계속 증설되거나 설치

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에는 여러 종류의 계장설비들이 공정제어, 자료처리, 안

전관리 등을 위하여 가동되고 있으나 설치된 지 오래되어 운 중 오동작이나 고

장으로 인하여 시설운 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노후시설이나 

계장설비들에 대한 개선이나 교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각 연구부서의 실

험실에는 정 급 전자장비들이 수백종 이상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과 장비

의 고장에 신속히 대처하여 정확히 보수하고 노후개소의 개선이나 교체를 통하

여 방사성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인체에 대한 장해를 방지하고 시설의 안전성

을 유지하며, 연구활동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기술 지원하는 데에 본 과제의 목적

이 있다.

III. 운 의 내용 및 범위

  공정계장설비의 교.보정, 노후 계장설비 개선, 연구/실험실의 전자장비 보수  

및 제작업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계장설비의 교.보정 

   조사후시험시설 Unit 212의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반입공정에서 수위지시계 

LI40-1 등 11건 수행

2. 노후 계장설비 개선 

   조사후시험시설 Unit 211의 풀물처리계통 제어반을 PLC와 컴퓨터를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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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원격제어시스템으로 개선  

3. 전자장비의 고장수리 

   원자력화학연구부의 Strip Chart Recorder 외 36건 수리

4. 방사선감시장비 수리 및 교.보정

   방사선감시기기 정비는 조사후시험시설의 Alilog HH3외 96건 정비  

5. 방사선감시용 검출기 개발

   조사후시험시설의 방사선감시계통용 프라스틱 신틸레이터 개발 설치 50개

6. 방사선검출기 제작용 청정실 구축 

7. 방사선검출용 회로개발

   방사선검출기용 다채널 readout ASIC 칩 개발 및 평가

IV. 운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노후공정시설에 대한 PLC를 이용한 디지털화는 소내의 다른 계장시설에도 적

용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시설의 안정성과 운 비를 절감할 수 있다.

  노후 방사선감시설비의 개선 개발은 RMS 계통의 국산화 개발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노후된 방사선검출기의 교체를 위하여 센서의 가공 제작 성능평가후 설

치로 방사선검출기에 대한 개발 및 평가기술 확보에 한걸음 더 진전하게 되었다. 

축적된 방사선검출기 평가기술은 섬광검출기 뿐만 아니라 이온채임버, 비례계수

관, 반도체검출기 등의 다른 방사선검출기 평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검출기 제작 조립을 위해 구축한 청정실은 개스검출기 및 반도체검출기 등 다

른 검출기 개발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방사선검출기용 다채널 readout ASIC 칩 개발로 수입에 의존해 오던 화상처

리, 위치검출기, 비파괴 검사 등 관련 방사선장비의 국산화 개발에 적용할 수 있

으며 앞으로의 방사선기술의 산업응용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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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Maintenance and Fabrication of Electronic Equipment

II.  Obje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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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ed to maintain and repair the nuclear 

electronic equipment and instruments in KAERI. Therefore the following have 

been carried out:

1. Calibration and correction of process equipment

   ;total 11 items including one level indicator (LI 40-1) of                

post-irradiated nuclear fuel receiving process in PIEF. 

2. Improvement of aged process equipment  

   ;the control panel of water treatment process (Unit 211) in PIEF has       

 been improved to a remote controlled panel using a computer and PL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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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pair of electronic equipment

   ;total 37 equipment in 4 laboratories including one strip chart             

recorder of nuclear chemistry research department.  

4. Calibration and correction of radiation monitoring equipment

   ;total 97 instruments including one Alilog HH3 in PIEF.

5. Development of a nuclear radiation detector

   ;plastic scintillation detector has been developed for RMS in PIEF. 

6. A clean room has been fabricated for development of  nuclear radiation     

detectors.

7. Development of a circuit for nuclear radiation detector

   ;multi-channel ASIC for a nuclear radiation detector (CZT) has been       

  developed and evaluated.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digitalization technology for aged process facility using PLCs may be 

adapted to other facility in KAERI  and will make it possible to improve the 

safety of facility and to save the operational expenses.

  Improvement of aged radiation monitoring equipment could be the base of 

domestic development of RMS. and the evaluation technique of plastic 

scintillator could be adapted to other radiation detectors such as ion chamber, 

proportional counter, semiconductor detector etc.

  The clean room which has been made for assembling detectors can be used 

when developing other radiation detectors such as gas chambers and 

semiconductor detectors.

  The technology of multi-channel readout ASIC for nuclear radiation 

detector, which has been imported from abroad, could be adapted to 

development of radiation equipment for image processing, position detection, 

NDT etc., and also the technique will be expected to contribute to increase 

the use of radiation technology to industrial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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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현재 우리 연구소 내에는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노외실증시

험시설,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 RI 폐기물폐기시설 등의 원자력시설들이 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들은 건설된 지 오래되어 고장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

으며 시설에 설치 사용되고 있는 전자장비들도 부품의 노후화 또는 경시변화 등

으로 인하여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운 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내 원자력시설의 운  과

정에서 발생되는 계장설비의 고장을 보수하고, 노후설비는 새로운 기기로 교체 

또는 대체하고, 공정제어기기들을 교.보정하여 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사

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운전상의 안전성을 유지하여 연구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기술지원하고 있다. 

  2장의 1절에서는 소내 원자력시설인 조사후시험시설의 풀수처리공정(Unit211)

을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원격제어화를 수행한 내용을 기술하 으며 2절

에서는 사용후핵연료 수송용기 반입공정(Unit212)의 공정계장설비를 교보정한 내

용을 기술하 다. 

  3절에서는 소내 각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전자기기의 정비 내역과, 

조사후시험시설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방사선감시장비인 MAFF 와 Alilog의 

정비내역을 기술하 고, 특히 설치한 지 오래되어 성능이 많이 저하된 방사선센

서인 섬광검출기의 개발내용과 특성평가에 대해 기술하 다. 

  4절에서는 소내의 원자력시설에 건설당시부터 설치되어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 

검출기인 섬광형 방사선 검출기가 경시변화로 열화되어 제 특성을 발휘하지 못

해 시설의 방사선 안전운 에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검출기를 새로이 교체하

기 위하여 플라스틱 섬광검출기를 자체적으로 가공 제작한 내용을 기술하 다.

  5절에서는 비파괴 검사와 같은 상 응용에서 사용되는 어레이검출기의 신호

처리용 다채널 readout 주문형반도체(ASIC)의 설계내용과 시작품의 측정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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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기술하 다. 본 과제에서 제작한 ASIC은 CdZnTe 검출기를 대상으로 하

다.

  6절에서는  이온채임버, 섬광검출기 등의 개스검출기 및 반도체검출기를 제작

하기 위하여 올해 새로이 구축한 청정실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 고 3장에서 결

론를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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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본 론

제 1절  계장설비 교.보정 및 유지보수

1. 조사후시험시설 Unit 212

  Unit 212는 조사후시험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핵연료 운반용기

에 대한 처리공정으로 주요 기능은 cask 접수, 감압과 핵연료 냉각, cask 내부 

제염, 배수 및 세척, 건조, 외부 제염이다.

 가. Cask 접수

  Cask 수송트럭은 air-lock으로 된 방에서 제트류의 demi water로 cask를 닦는

다. 세척 방출수는 5m
3
 (room 9102) 용적의 vessel 10으로 모인다. 이 세척은 제

어실(8303)에서 vessel 10의 수용가능 여부를 검사한 후 수행된다.

 나. 감압과 냉각

  Cask는 50톤 크레인에 의해 air-lock(6421)에서 7438 방으로 수직위치로 옮겨

지고 cell(8203)에 놓여진다. 닫혀진 cell에서는 platform 크레인을 사용하여 열전

대로 온도를 측정(TI 70)하고 감압과 냉각을 위한 호스를 수동으로 연결한다. 감

압과 냉각은 제어실에서 제어되고, 제어실에는 제어반과 밸브 a, b, c, d, g, i가 

위치하고 있다.

  이 계통에 수용되어 있는 계장기기는 슬라이드밸브 PVB1, PVB2 및 PVC와 

온도계기 TI 70,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내 압력측정용 계기 PIO
+
70, 압력설치장

치 PIO
+
70-1과 PIO

+
70-2, 수위측정용 전송기 LI 70-1과 70-2이다.

  1) 감압

  방 8204에 위치한 펌프 226-101이 가동되고 콘덴서 30의 냉각수 계통이 열린

다. 모든 밸브는 닫힌 상태에서 밸브 a, e가 열린다. 감압은 밸브 g를 열어 압력

을 점진적으로 낮추면서 수행된다. 압력은 PI 70으로 측정되고 PH 30에 의해 밸

브 g가 제어된다. 

  스팀은 필터 20(cell 9201)과 콘덴서 30(cell 9203)으로 보내어지고 필터는 다공

의 스테인리스 카트리지가 장착된다. 응축된 물은 탱크 40(cell 9202)에 모인다.

  핵연료 외각의 상태는 βkr R-35에 의해 검사되고 R-35는 demister 35 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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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Kr에 의한 방사능 농도를 감시한다.

  필터용기의 입출력 간의 차압에 의한 P/I 전송기 dpIA+20는 0.8 bar에서 경보

장치가 동작하고 최대 차압이 1 bar에서 20mA가 흐르도록 설정되어 있다.

  내부온도 측정장치 TI 20은 150 ℃일 때 100%를 지시한다.

  2) 냉각

  PI 70이 감압의 완료를 지시하면 밸브 g는 닫히고 밸브 f는 열린다. Demi 

water는 수동밸브를 열어 캐스크의 바닥으로 보내어진다. LI 40이 탱크 40의 

1.5m
3
에 해당하는 수위를 지시하면 demi water의 흐름은 멈추고 밸브 b가 열린

다. 

  펌프 401(8206)이 동작하여 탱크로부터 물을 캐스크, 필터, 콘덴서, 탱크로 구

성되는 폐순환계통으로 보낸다. 

이 공정의 목적은 연료의 냉각, 생성되는 온도의 감시는 TI 20으로 감시하고 풀 

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캐스크 내의 고체입자를 필터로 걸러내기 위함이

다. 펌프의 유속은 15m
3
/h이고 FI 40에 의해 측정된다.

  온도가 50℃가 되면 캐스크 내의 순환수의 방향은 밸브 a, b가 닫히고 c, d가 

열리면서 반대로 된다. 이 공정의 목적은 앞의 공정에서 무게 때문에 제거되지 

않은 입자들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오염도는 γR 70으로 감시되며 순환은 오염도가 5x10
-2
 γ/m

3
일 때 멈춘다.

수위지시용 전송기 LI 40-1은 수위 30mm에서 4mA, 1600mm에서 20mA의 전류

가 흐르도록 교정되어 있으나 수위가 1330mm를 넘을 경우 넘치기 때문에 그 이

상은 지시되지 않는다.

  수위경계장치 LW
+
40-2는 수위 1175mm에서 65%를 지시함과 동시에 경계신호

가 발생되도록 설정되어 있고 설정최저수위 표시기 LO-40-3은 5% 수위에서 작

동한다.

  펌프의 실링워터 수압설정장치 PO
-
401-2의 동작점은 5 bar로 설정되어 있다.

  유량측정용 전송기 FI 40의 입력단의 차압이 1250mmWC일 때 지시계는 100%

를 지시한다. 차압에 의한 전류량은 전압으로 변환되어 square root extractor의 

입력으로 인가되고 출력으로는 전류량으로 되어 지시계를 구동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 표 1-1은 탱크 40에 관련된 계장기기 목록과 동작점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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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역(unloading)

  밸브들은 닫힌 상태에서 캐스크는 냉각계통에서 분리되고, 뚜껑 지지볼트의 대

부분은 제거시킨 다음 캐스크를 cell 8203에서 50톤 크레인을 사용하여 꺼낸다.

  캐스크는 조심스럽게 주변에 반대수압을 형성하면서 서서히 풀에 넣어진다. 이 

동작동안 풀 상층부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풀에서 넘치는 물은 탱크 211- 60 

(8304)으로 뽑아 내면서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캐스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기기 전에 마지막 뚜껑 볼트들은 제거되고 캐스크

가 풀 바닥에 안착되면 뚜껑은 제거된다. 조정 지지대를 사용해서 캐스크로부터 

핵연료를 꺼내 풀 바닥의 저장용 rack에 넣는다.

 라. 내부 제염

  캐스크 내부 제염은 내부세척기, 뚜껑세척대, 수중진공크리너를 사용하여 진행

된다.

  캐스크 내부 세척장치는 조정대(handling gantry)에 의해 조정되고, 2개의 가압

수 스프레이 파이프와 한 개의 흡입파이프가 있으며 이것은 수중진공크리너와 

연결된다.

  캐스크 뚜껑 세척대는 지하 6.45m에 위치하고 한 개의 가압수 스프레이 파이

프로 구성된다.

  수중 진공크리너는 입자를 2개의 필터주머니에 의해 걸러지고 물은 하역 풀로 

방출된다.

  가압수 압력은 펌프 601과 602에 의해 230 bar로 유지된다.

표 1-1 탱크 40에 관련된 계장기기의 목록과 동작점

관련기기 동작점

설정치
상태표시

지시계기

Tag No. 기능 Tag No. 지시치

LI 40-1 수위지시 30 mmWC 계기상에 지시 LI 40-1 0%

LO
-
40-3 최저수위설정 80 mmWC 램프점등 LI 40-1 5%

LW
+
40-2 수위경계

1 0 5 6 

mmWC
램프점멸 LI 40-1 66%

TI 40 온도지시 5 ℃ 계기상에 지시 TI 40 5%

FI 40 유량율지시
2 5 0 

mmWC
계기상에 지시

FI40 d/p 

x-mitter
20%

PW
-
401-2 수압스위치 5.5 bar 램프점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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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배수와 헹굼

  배수는 캐스크 연결장소에 따라 수행된다. 연결은 캐스크의 상부와 하부에서 

이루어진다. 계통의 상부는 공조에 열리고 배수는 밸브 I를 열면 중력에 의해 탱

크 211-50(9102)으로 이루어지고 동작은 LI 70에 의해 감시된다.

배수는 siphoning으로도 가능하며 기동은 상부 계통을 통해 demi water를 보내

서 이루어진다.

  헹굼은 냉각시키면서 동시에 달성되고 헹굼 후에 배수가 뒤따른다.

 바. 건조

  캐스크의 건조는 진공펌프 501, 필터 51, trap 50으로 구성되는 계통에서 진공

상태에서 증발로 이루어진다. 건조과정에서는 오직 진공계통의 밸브만이 열린다.

  PI 50에 의한 캐스크 내부의 압력 지시치가 20mmHg 이하로 내려가면 건조과

정은 끝나게 된다.

  Packing의 견고성은 PI 50에 의해 진공상태를 검사해서 수행된다.

 사. 외부 제염

  캐스크는 회전판에 놓여지고 제염 스프레이 파이프들이 상부, 측면부, 하부에 

각각 1개씩 배치된다. Demi water는 230 bar의 압력으로 스프레이 파이프를 통

해 보내지고 회전판은 회전한다. 고압수는 펌프 601, 602에 의해 이루어지고 탱

크 60으로부터 공급된다. 탱크 60의 수위가 저수위가 되면 경계신호 LO
-
는 펌프

를 자동으로 멈춘다. 방출수는 탱크 10(9102)으로 모인다.

  탱크 수위지시용 전송기 LI 10-1을 수위 50mm와 2500mm에서 각각 4mA와 

20mA의 전류가 흐르도록 하여 지시계기에는 0%와 100%를 지시하도록 하 다. 

수위경보장치 LA
+
10-2의 동작점은 2240mm 기준보다 50mm 높게하여 2290mm

에 설정하 다. 

  수위설정 신호장치인 LO
-
10-3과 LO

+
10-4는 각각 80mm와 1900mm의 수위에

서 동작하도록 교정하 다.

  펌프 P101의 봉입수(sealing water)의 압력스위치 PW 101-2의 구동점을 

4.5bar로 교정하 으며 그 이하의 압력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다음 표 1-2는 탱크 10에 관련된 계장기기의 목록과 동작점을 보이고  표 1-3은 

CB제어반에 관련된 계장기기 목록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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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탱크 10에 관련된 계장기기의 목록과 동작점

관련기기 동작점

설정치
상태표시

지시계기

Tag No. 기능 Tag No. 지시치

LI 10-1 수위지시 50 mmWC 계기상에 지시 LI 10-1 0%

LO
+
10-4 수위경계 1900 mmWC 램프점멸 LI 10-1 76%

LA
+
10-2 수위경보 2290 mmWC 램프점멸 및 가청음 LI 10-1 92%

LO
-
10-3 최저수위설정 80 mmWC 램프점등 LI 10-1 5%

PW 101-2 수압스위치 4.5 bar 램프점등 - -

표 1-3 CB제어반에 관련된 계장기기 목록

계장기기 종류 수량

 Air Purge Meter 11

 d/p Electronic Transmitter 7

 Indicator 10

 d/p Pressure Switch 4

 Pressure Guage 9

 Pressure Switch 2

 Alarm 2

 Slide Valve 3

 Control Valve 1

 Orifice Plate 1

 Solenoid Value 2

 RTD 1

 Thermocouple 1

 Electronic Manual Remote Control 1

 Scintillation Counter 1

 Radioactive Gas Detecto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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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설비개선

1. 조사후 시험시설

 가. 핵연료 저장 풀 수처리 공정

  조사후 시험시설 핵연료 저장 풀 수처리 공정계통은 대부분 개회로(Open 

Loop 

Control)방식으로 공정변수의 변화에 상응하여 발생한 신호가 신호전송기에 의해 

4-20mA의 표준전류신호로 제어반으로 보내진다.

  제어반에 수납된 표준 전류신호는 다종다양한 전자식 변환기에 의해 신호 처

리되어 조작반 상의 기록지시계와 경계, 경보 표시등을 구동하여 풀 수처리 공정

계통의 변화 상태를 감시한다. 또한 공정 계통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신호들은 제

어반 내에 설치된 순차제어회로에 의해 구동되며, 공정계통의 이상 여부를 감지

하여 공정계통을 보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제어반 내에 설치된 전자식 신호 변환

기와 순차 제어회로를 구성하고있는 기계식 계전기는 70년도 후반에 생산된 부

품으로서 부품 열화로 인한 고장 빈도가 높고, 이미 생산이 중단되어 제어반의 

유지 보수가 힘들어 시설의 운 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공정계통 운전 

감시를 위해 운전원이 제어반이 설치된 지하 3층의 열악한 환경에서 상시 근무

를 해야했다. 따라서 본 공정계통의 원활한 운 과 운전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제어화를 이루어 운전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 을 뿐만 아니라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시간적으로 

변하는 각종 데이터를 그래프로 풀(Pool)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할 수가 

있고, 혹시 정전으로 인하여 컴퓨터의 원격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 을 

경우를 대비하여 현장 판넬에 Local / Remote 절환 스위치를 부가하여 수동으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높 다.

  컴퓨터를 이용한 원격 제어화에 사용한 PLC(Progammable Logic Controller)

는 LG산전에서 개발 생산되어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원격 제어 

도구인 Intouch7.0은 Microsoft Windows 환경에서 객체-지향적 그래픽을 사용하

여 공정의 그래픽화, 데이터 수집, 분석, 이력화를 제공하여 운전원이 필요한 모

든 정보를 통합 관리 할 수 있는 응용 도구이다. 

  사진2-1은 기계식 계전기로 구성된 순차제어 회로이며, 사진2-2는 기존의 순차

제어 제어회로를 PLC로 구현된 모습이며, 그림2-3은 Intouch 도구를 이용하여 

컴퓨터 상의 원격 제어화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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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 기존의 리레이 로직 

사진2-2  PLC로 구현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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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PLC 배치도

슬롯번호 :

CPU
M2NM61P

POWER

X050-X05F
X040-X04F

Y030-Y03F
X020-X02FX000-X00F

Y010-Y01F

210

Y0F0-Y0FF
Y0E0-Y0EF

Y0D0-Y0DF
Y0C0-Y0CF

A/D 변환

Y0B0-Y0BF
Y0A0-Y0AF

M68ADN

X090-X09F
X080-X08F

통    신  

X070-X07F
X060-X06F

MJ71UC24

6543 7

Y130-Y13F
Y120-Y12FY100-Y10F

Y110-Y11F

증설  base : M58B

증설  CABLE 
  MC12B

출력모듈
MY41 MY41

출력모듈 출력모듈
MY41MX41

입력모듈

X190-X19F
X180-X18F

X170-X17F
X160-X16FY140-Y14F

Y150-Y15F

MX41
출력  모듈

X1A0-X1AF
X1B0-X1BF X1D0-X1DF

X1C0-X1CF X1E0-X1EF
X1F0-X1FF

입력모듈
MX41MX41

입력모듈

입력모듈
MX41

입력모듈
MX41MX41

출력 모듈출력  모듈
MX41 MX41

입력모듈
MX41
입력모듈

MX41
입력모듈

그림2-2 PLC와 컴퓨터의 배치도

슬롯번호:

CPU
M2NM61P

POWER

X050-X05F
X040-X04F

Y030-Y03F
X020-X02FX000-X00F

Y010-Y01F

210

Y0F0-Y0FF
Y0E0-Y0EF

Y0D0-Y0DF
Y0C0-Y0CF

A/D 변환

Y0B0-Y0BF
Y0A0-Y0AF

M68ADN

X090-X09F
X080-X08F

통   신 

X070-X07F
X060-X06F

MJ71UC24

6543 7

Y130-Y13F
Y120-Y12FY100-Y10F

Y110-Y11F

증설 base : M58B

증설 CABLE 
  MC12B

GPP-WIN

INTOUCH

출력모듈
MY41 MY41

출력모듈 출력모듈
MY41MX41

입력모듈

X190-X19F
X180-X18F

X170-X17F
X160-X16FY140-Y14F

Y150-Y15F

MX41
출력 모듈

X1A0-X1AF
X1B0-X1BF X1D0-X1DF

X1C0-X1CF X1E0-X1EF
X1F0-X1FF

입력모듈
MX41MX41

입력모듈

입력모듈
MX41

입력모듈
MX41MX41

출력 모듈출력 모듈
MX41 MX41

입력모듈
MX41
입력모듈

MX41
입력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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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PLC배치도 

750

19
0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단자대
 1-#1

단자대
 1-#2

단자대
 1-#3

1.BKM1  AC 48V 60HZ
2.BKM2  AC220V 60HZ
3.BKM3  PLC POWER
4.BKM4  POWER SUPPLY 전원
5.BKM5  DTSI-777-2 전원

6.FUSE  F1

7.FUSE  F2

8.FUSE  F3

9.FUSE  F4

10.220V 콘센트

11.NOISE FILTER
12.POWER SUPPLY AC220/DC24V

13.DTSI-777-2  LI60

14.DTSI-777-2  LI80

15.DTSI-777-2  DIP+80

16.DTSI-777-2  FIP-80

17.DTSI-777-2  LI85

18.DTSI-777-2  FIP85

19.DTSI-777-2  LI55

20.DTSI-777-2  LI50

CPU
M2N

POWER
M61P

통신 M68ADN

A/D

입력

MX41

입력

MX41

입력

MX41

출력

MY41

출력

MY41

출력

MY41MJ71UC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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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PLC 결선도

슬롯번호:

CPU
M2AM61P

POWER

X050-X05F
X040-X04F

Y030-Y03F
X020-X02FX000-X00F

Y010-Y01F

210

Y0F0-Y0FF
Y0E0-Y0EF

Y0D0-Y0DF
Y0C0-Y0CF

A/D 변환

Y0B0-Y0BF
Y0A0-Y0AF

M68ADN

X090-X09F
X080-X08F

통   신 

X070-X07F
X060-X06F

MJ71UC24

6543 7

GPP-WIN

INTOUCH

출력모듈
MY41 MY41

출력모듈 출력모듈
MY41MX41

입력모듈

INTOUCH

Computer

(RS232C)
9Pin 

2 RD
3 TD

8 CTS
7 RTS

1 DCD
4 DTR

5 GND
6 DSR

    4

    8 
   20 

    7  
    6
    5 

 RD 3
 TD 2

INTERFACE CONVERTER

RS-232 ↔RS-485

백

청

흑

적

MJ71UC24 
DC

B

A
9

8
7 6 5 4

3
2

1
0

FE

MODE

X10 9
8

7 6

2
3

45

1
0

FE
DC

B

A

X1

A
B
C D E F

0
1

5 4

3
2

67
8
9

MODE

5 4

3
2

67
8

9
8

7 6

2
3

45

1
0

F
EDC

B

A
A

B
C D E

F

0
1

5 4

3
2

6

7
8
9

X10

X1

A

B
C D E F

0
19

 SDA

 SDB

 RDA

 RDB

RS-232-C

SW11
SW12
SW13

SW15
SW14

ONSW18
SW17
SW16

SW24

SW22
SW23

SW21

OFF

ONOFF

SW21
SW22
SW23
SW24

SW18
SW17
SW16
SW15
SW14
SW13
SW12
SW11

T-RTS
R-RTS

R-ON
T-ON

R-ON
T-RTS

DCE

DTE

MOIN

(RTS)

INTERFACE CONVERTER DIP S/W SETTING

RS-232 ↔RS-485

MX41
입력모듈

25Pin 

외부 Power AC220V/DC12V

4 R+

3 R-

1 T+

2 T-

입력모듈
MX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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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그림2-5의 공정 계통에서 탱크의 액위, 유량 및 내용물

의 도에 관한 경계, 경보 설정 값을 쉽게 변경할 수 있으며 입력된 데이터 이

력값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어 공정 계통의 신뢰성이 있는 운전과 감시를 

할 수 있다.  

  그림2-6은 데이터 설정 화면이며, 그림2-7은 데이터 이력 그래프 화면이다.

그림2-5 컴퓨터 상의 공정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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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데이터 설정화면 

그림2-7 데이터 이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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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2-5에서, 1에서 16까지의 번호를 클릭하면 해당되는 곳의 화면을 확대하여 

볼 수 있다. 컴퓨터 화면상에 나타난 스위치의 기능은 현장에 설치된 제어반의 

기능과 동일하며, 제어반에 설치한 Local / Remote 절환 스위치를 Remote위치로 

절환했을 경우에만 컴퓨터 제어가 가능하다. 이 기능은 운전원의 실수로 인한 오

동작을 막기 위하여 제어반 상에만 설치하 으며, Local / Remote의 절환 스위

치가 Local위치로 절환 되었을 경우에는 컴퓨터 화면상에 점멸 신호로 나타난다.

  그림2-8은 Local 모드인 경우의 화면이며, 그림2-9는 16번을 클릭 했을 때 확

대된 화면이다.

그림2-8 Local 모드인 경우의 화면 

그림2-9 확대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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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전자기기 및 방사선감시장비 보수

  금년도에 수행한 소내의 전자기기 보수는 원자력화학연구부의 Strip Chart 

Recorder 외 36건, 방사선감시기기 정비는 조사후시험시설의 Alilog HH3외 96   

건이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장비 보수

     - Strip Chart Recorder 

       제작회사 : Sambon, U.S.A.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Bridge IC 교체

    - Power manipulator  

       제작회사 : 

       증    상 : 동작 안됨 

       고장수리 : 유압모터 전원계통 수리

     - Power manipulator  

       제작회사 : 

       증    상 : 스위치 불능 

       고장수리 : Top limit 스위치 교체

     - 손발오염감시기(HFM-7)

       제작회사 : Eberline 

       증    상 : 측정불량    

       고장수리 : 전치증폭기 IC 교체 및 조정

     

     - Electronic Controller

       제작회사 : 

       증    상 : 제어기능 에러

       고장수리 : 정전류 전원회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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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R. spectrophotometer

       제작회사 : Perkin Elmer, France

       증    상 : 동작불량    

       고장수리 : Bridge 회로 OP amp. 교체 

     - MAFF RMS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제작회사 : Merlin Gerin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HG1 SAD module 수리

     - Stack monitor 

       제작회사 : Canberra, U.S.A.

       증    상 : 동작 불량 

       고장수리 : 진공펌프 교체  

     

     - Process timer H3BF-8

       제작회사 : Shulemberg, France

       증    상 : 동작불량    

       고장수리 : 코넥터 교체

     - Multichannel Analyzer, Model 8100

       제작회사 : Canberra, U.S.A.

       증    상 : 동작 불안정

       고장수리 : 전원정류회로 회로 부품 교체

     - Chemical balance, PM400

       제작회사 : Mettler, Switzerland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입력 증폭단  수리

     

     - Flameless A.A. Spectrophotometer

       제작회사 : Alein, Australia

       증    상 : 작동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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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수리 : Control Unit 고장

     - VG Quadrapole Mass Spectrometer

       제작회사 : Beckmam, U.S.A.

       증    상 : 작동불능

       고장수리 : 전원 부품 교체

     - Hand/foot monitor 

       제작회사 : Nardeux, France

       증    상 : 오른발, 오른손 계수동작 불능 

       고장수리 : Count module 수리

     - LVDT Conditioner

       제작회사 : Tacussel, France

       증    상 : 동작 안됨 

       고장수리 : Transformer 고장

     - Electronic Recorder, PD 265

       제작회사 : Sefram, France

       증    상 : 동작 불안정  

       고장수리 : Pen Drive 회로

     - XRF

       제작회사 : Diano Corporation, U.S.A.

       증    상 : 동작상태 불량

       고장수리 : 전류제어회로 고장

     

     - Spectrophotometer

       제작회사 : Varian, Australia.

       증    상 : 작동 불량 

       고장수리 : Meter Display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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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ed Controller System, TR 9020

       제작회사 : Minarik Electronic, U.S.A.

       증    상 : Speed Control 불량

       고장수리 : Diode, SCR 교체

     - Electronic Balancer, PC-8000

       제작회사 : Mettler, France

       증    상 : Meter 동작 불량    

       고장수리 : 전원장치 고장수리

     

     - Vacuum gauge 

       제작회사 :

       증    상 : Gauge 동작불량    

       고장수리 : Gauge drive 회로 수리

     - pH Meter, 410

       제작회사 : Fischer, U.S.A.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검출센서 수리     

     - D/P Transmitter 

       제작회사 : Shulemburg, France

       증    상 : 입력동작 이상    

       고장수리 : OP amp. 교체

     - Spectroscope Amplifier, TT 100

       제작회사 : Tacussel, France

       증    상 : 동작 안됨

       고장수리 : Preamp., Control Unit

     - Optical Pyrometer 

       제작회사 : Smibo,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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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Moving coil 교체

     - Furnance Controller

       제작회사 : Sybron Thermolyne, Australia

       증    상 : 온도조절 불능

       고장수리 : 전류조절회로(TRIAC 회로) 수리

     - Emission spectrograph 

       제작회사 : Camaca, France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TRIAC, TR, IC 교체

     - Transceiver, PRC-3

       제작회사 : Kuk Jae, Korea

       증    상 : 송.수신 불량과 잡음 

       고장수리 : 변조회로 부품교체

    - Emission Graph

       제작회사 : Technal, U.S.A.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Main Amp. 회로 

     

     - Omni Graphic X-Y Recorder, 2000

       제작회사 : Houston Instrument, U.S.A.

       증    상 : X, Y축 동작불량    

       고장수리 : X, Y축 control unit 고장수리

     - I.R. Spectrophotometer, 4230 IR

       제작회사 : Beckmam, U.S.A.

       증    상 : 파장측정 부정확 

       고장수리 : 증폭회로소자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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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ameless A.A. 

       제작회사 : Tacussel, France 

       증    상 : 오동작 

       고장수리 : PCB board IC 교체

     

     - X-Y Recorder

       제작회사 : Beckmam, U.S.A.

       증    상 : X, Y축 동작 안됨 

       고장수리 : 전류증폭단 부품 교체

    - Stack monitor 

       제작회사 : Canberra, U.S.A.

       증    상 : 동작 불량 

       고장수리 : 임펠라 교체 수리  

     - Electronic Recorder, PD 265

       제작회사 : Sefram, France

       증    상 : 동작 불안정  

       고장수리 : Pen Drive 회로

 

     - Electronic Controller

       제작회사 : 

       증    상 : 제어기능 오동작

       고장수리 : 메인보드 IC 교체

     - Automatic Buret

       제작회사 : Tacussel, France

       증    상 : 동작 안함

       고장수리 : Power Amp Unit 부품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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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감시기기 정비

  조사후 시험시설 내의 방사선 감시 장비로는 크게 MAFF 와 Aliog 두 종류가 

있다. Aliog는 전리함 검출기를 사용하여 공간 선량을 감시하며, MAFF는 섬광

형 검출기를 사용한다. MAFF 시스템은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부와 흡입된 공기

속에 함유된 방사선량을 검출하는 검출부, 그리고 입력된 신호를 처리하여 시설 

내의 방사선 작업환경을 감시하는 외부 감시 시스템으로 신호를 보내는 전자회

로부로 구성되어 있다.

  Aliolg와 더불어 MAFF 시스템은 설치 사용기간이 20여년이 지나 부품의 열화 

및 생산 중단되어 유지보수의 어려움 뿐만 아니라, 특히 검출된 신호를 처리하여 

정상, 경계, 경보신호를 출력하는 CPU 모듈의  심각한 고장으로 방사선 감시 기

능이 차질이 예견되어 본 과제와 방사선 계측기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과제가 

확보하고 있는 기술로 시설 내에 있는 모든 섬광체형 검출기와 일부 전자회로부

를 교체하 다. 

  섬광체형 검출기와 전자회로부는 계측제어. 인간공학 연구부(전자기기보수 및 

제작과제, 방사선계측기 설계 및 제작기술 개발 과제)에서 확보된 기술로 조립 

제작하여 성능 시험 평가를 거쳐 교체하 다. 

  성능 시험 평가는 기존의 플라스틱 검출기와 교체한 새로운 플라스틱 검출기

의 상호비교를 위하여 beta 입자에 대한 검출효율을 측정하 다. 효율 측정에 사

용된 beta 선원은 Sr/Y-90으로 방사능은 3860 Bq(4∏, 1982년 3월 26일)이고 반

감기는 28.5년이다. 현재 2002년 11월 26일의 방사능을 계산하기 위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 다. 

         (a) 열화된 섬광체                     (b) 신제품 섬광체

    사진3-1 열화된 기존 플라스틱 섬광체와 신제품의 섬광체를 비교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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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0e

-λt

=A 0e
-0.693

t
T 1/2

여기서 A0는 제조당시의 방사능이고 A는 구하고자 하는 현재의 방사능이다. 그

리고 t는 제조 일로부터 2002년11월26일까지의 경과한 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A 0는 3860 Bq이고 t는 20년 8개월이므로 위 식에 대입하면

   
A =3860 Bq⋅e

-0.693⋅
20.67
28.5

=2335 Bq

으로 현재의 방사능은 2335 Bq 이다.

   표3-1은 오래된 기존의 플라스틱 검출기와 교체한 새로운 플라스틱 검출기의 

1분당 검출한 beta수를 나타낸 것이다. 오래된 기존의 플라스틱 검출기와 교체한 

새로운 플라스틱 검출기의 background 수는 동일하 고 그 평균값은 94.10회

다. background값이 동일한 이유는 background가 검출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

라 PMT의 dark current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기존의 플라스틱 

검출기와 교체한 새로운 플라스틱 검출기의 검출한 계측효율을 얻기 위하여 

beta 선원을 플라스틱 검출기의 입사창 위에 놓고 1분간의 검출수를 측정하 다. 

그리고 beta 선원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의 방출각이 4∏이므로 측정조건을 동일

하게 하여 선원을 앞, 뒤 면으로 놓고 측정하 다. 그리고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오래된 플라스틱 검출기와 교체한 새로운 플라스틱 검출기의 측정

수에서 background수를 뺀 순 beta 입자 평균 검출수는 각각 246.88 개/s 및 

1060.40 개/s 이므로 플라스틱 검출기의 검출 절대효율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얻어진다. 

    기존의 오래된 플라스틱 검출기 효율 : 246.88
2335

×100= 10.57 %

    교체한 새로운 플라스틱 검출기 : 1060.40
2335

×100= 45.41 %

기존의 노후된 검출기의 효율은 10.57 %이고 교체한 새로운 플라스틱 검출기의 

효율은 45.41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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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기존의 플라스틱 검출기와 새로운 플라스틱 검출기의 1분당 beta입자 

검출수  

     측정횟수

검출기종류
1 2 3 4 5 6 7 8 9 10 평균

Background 97 102 97 87 95 90 89 105 86 93 94.10

Old Plastic

Scintillator
14871 14897 14779 14875 14758 14891 14816 14830 14775 14644 14813

New Plastic 

Scintillator
63083 63820 63816 63683 63516 63501 63404 63717 63926 63780 63624

  사용된 베타선원의 방출각이 4∏이므로 검출기의 입사창에 들어오는 베타선의 

수는  방사능의 약 1/2이다. 따라서, 새로 교체된 검출기는 검출기에 입사된 베타

선을 90%이상 거의 전량 계측할 수 있으나, 기존의 노후된 검출기는 입사된 베

타선의 약 20%밖에 계측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섬광체형 검출기의 교체와 더불어 전자회로부는 NIM규격에 의한 개별 기능 

모듈을 조합하여 구성되었다. 외부에 설치된 공기흡입 및 집진 시스템의 검출기

에 고압의 바이어스 전원을 공급하고, 바이어스 전원을 공급하는 동일한 케이블

에서 검출기의 검출신호를 추출하 고, 추출된 신호는 판별기(Dicriminator)를 거

쳐서 계수를 위한 펄스를 만들고,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계수율에 상

응하는 DC전압을 생성하여 외부의 감시 시스템에 전해준다. 계수를 위한 펄스는 

프로세서 모듈에서 계수 및 판단을 하여 외부에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Ethernet

을 통하여 데이터 및 상황 데이터를 전달한다. 전체적인 시스템 Frame은 NIM 

bin의 기반으로 구성되며, 전원장치를 포함하여 아날로그 모듈, 프로세서 모듈 및 

릴레이 드라이버 모듈이 NIM 규격에 의한 모듈로 구성되며 전원의 입력은 NIM 

규격에 의한 connector를 이용한다. 아래의 그림3-1은 시스템의 구성에 대한 개

략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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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그림 개략도에서 보여준 각 모듈의 기능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가.NIM bin

  NIM bin은 국제규격인 NIM 규격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Back Plane으로 전

원공급용 배선과 Connector가 있다. 12개의 기본 Unit Module을 설치할 수 있는 

폭이며, NIM Connector가 12개 배치되어있다. 각각의 Connector에는 ±6V, ±

12V, ±24V의 DC전원과 AC110V가 공급되며 시스템 전체의 Ground가 연결된

다. 각각의 모듈을 설치할 때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도록 크롬 도금된 강철봉으로 

Guide를 하 으며, 사용하는 모듈의 냉각을 위한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상하판을 

개방형으로 구성하 다. 좌우판은 가볍고 도전성이 좋은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외

부로부터 유입되는 전자파의 차단을 극대화하고, 내부에서 발생되는 전자파의 외

부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도록 하 다. 또한 시스템의 설치 운반의 용이성을 고려

하여 좌우 양측에 손잡이를 부착하 다.  

 

  나. 전원공급장치

  전원장치는 NIM bin을 통하여 각각의 모듈에 공급하기 위한 전원을 생성한다. 

220V AC 전원을 입력으로 하여 DC전원 ±6(2A), ±12(1A), ±24(1A), AC전원 

110V를 생성하여 NIM bin의 back panel의 전원 Connector에 공급한다. 이 전원

은  NIM bin의 back panel을 통하여 각각의 모듈에 전달된다. 

그림3-1 전자회로부 개략도

detector
mechanism Analog Module Processor

Module

Relay Driver

digital pulse

supply bias voltage

detection signal

pulse rate DC output(log scale)

Normal
Warning

AlarmNormal, Warning, Alarm Lamp Drive

ethernet I/F

Power
Supply

+/- 6V

+/- 24V
+/- 12V

NIM bin based Modu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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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인 특징과 성능은 다음과 같다. 

 (1) Toroid방식 전원 트랜스 사용으로 인한 전자파 극소화 및 고효율 실현 

 (2) Input: AC 220V 

 (3) DC: ±24V,±12V(Current : 1A), ±6V(Current : 2A) AC: 110V 

 (4) Line Regulation : 0.005%(Typical)  

 (5) Load Regulation : 0.01%(Typical)

  다. 아날로그 모듈

  아날로그 모듈은 검출기에 고압의 바이어스 전원을 공급하고, 입력되는 검출기 

신호의 판별(Discrimination) 준위를 설정하여 발생되는 펄스를 출력하고, 신호의 

발생률에 상응하는 Log Scale의 DC 신호를 외부로 출력한다. 펄스의 출력 및 

DC 전압의 출력은 50Ω Drive가 가능한 출력이며 출력 임피던스도 50Ω이다.

 (1)검출기용 고압 바이어스 발생(Max. +2000V, 3mA)

 (2)바이어스용 고압의 조절 및 전압 상황 display

 (3)검출기 신호의 추출 및 증폭

 (4)검출기 신호의 discrimination 및 디지털 펄스 생성

 (5)계수기 입력으로 사용하기 위한 digital pulse drive out(50Ω)

 (6)검출기 입력신호의 Log Scale DC output 생성 및 drive out(50Ω)

  라. 프로세서 모듈

  프로세서 모듈은 RMS 시스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서 측정되는방

사선량을 계수/분석/판단하여 외부로 경계/경고 신호를 내보내며 측정된 데이터

를 ethernet을 통하여 Host Computer에 전달함으로써 외부의 컴퓨터에서 연속적

인 방사선량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 으며, OS로는 LINUX를 탑재하 다

본 모듈은 4개 채널(Channel)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채널용 신호들은 다음과 같

다. 계수펄스 입력단자로 CH1", "CH2", "CH3", "CH4" BNC 커넥터가 있으며 

각 채널신호의 세기를 나타내 주는 SIGNAL" LED, 계수값을 바탕으로 하여 

상태를 표시하는 ALARM", "WARN", "NORM" LED가있다. 또한  7-Segment 

표시기(Display)가 있는데 채널을 선택하는 토 스위치의 위치에 따라 해당 채널

의 계수값이 표시된다. 각 채널의 상태표시 LED는 후면패널의 SIGNAL 

OUTPUT1", SIGNAL OUTPUT2" 20-Pin 헤더소켓에 출력되는데 외부에서 

리본케이블(Ribbon-Cable)로 RELAY DRIVER 모듈에 연결된다. SIGNAL 

OUTPUT1" 소켓은 채널1과 채널2용이고 SIGNAL OUTPUT2 는 채널3과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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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4용이다.  이 헤더소켓에 출력되는 신호는 각각 10개가 있지만 위의 신호로 사

용한 후 남는 핀은 다른 사용을 위하여 아무것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 신호는 

50Ω 드라이버를 통하여 TTL 호환 로직레벨로 지원된다. 

  그 외의 개별신호들은 전원표시등인 POWER" LED, 이더넷(Ethernet)에 접

속되었을 때 점등되는 LINK" LED, 이더넷에 데이터(Data)를 송수신할 때 점

등되는 LAN" LED, 모듈 전체를 리셋하는 RESET" 버튼이 전면패널에 위치

하고 있으며 ETHERNET 10BASE-T" 커넥터, 예비입력 포트인 SIGNAL 

INPUT" 20-Pin 헤더소켓이 후면패널에 위치하고 있다. 예비입력은 10개가 있으

며 각 입력은 1KΩ 저항으로 풀업(Pull-up)이 되어 있다.

  마. 릴레이 드라이버

  릴레이 드라이버는 프로세서 모듈에서 출력되는 경계 및 경고신호를 이용하여 

외부의 경광등을 점멸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릴레이를 제어하는 모듈이다. 모

듈은 4개의 릴레이 소자를 가지는 채널을 두개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8개 신호

에 대하여 릴레이 접점을 제어하게 된다. 전면 패널은 접점의 상태를 표시하는 

LED와 접점을 시험할 수 있는 Push Button이 있다. 

3. 방사선 관련장비 보수 내역

  금년에 정비 보수를 수행한 방사선 관련장비는 소내의 조사후시험시설에서 

Alilog HH-3 전치증폭기 외 55건, 방사성고화폐기물시험시설에서 손발오염감시

기의 전치증폭기 외 11건,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 MAFF의 고전압회로 외 23  

건, 그리고 연구로용 개량핵연료개발팀의 RMS-II 외 2건 및 기타 원자력시설에

서 방사선감시장치에 대한 보수가 2건 수행하여 모두 97건 수행하 으며, 요약은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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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소내 방사선관련 장비 보수 내역

시설명 장비명 계

조사후시험시설

- Alilog:

  .HH3, HH4, Preamp,

- MAFF: 3 sets upgrade

- RMS 방사선검출기 교체: 50개

56건

방사성

고화폐기물

시험시설

- 손발오염감시기: counter 회로

- Aα1, Aα2, Aα3 ,Aα4 

- Aβ1, Aβ2 ,Aβ3, Aβ4 

- Stack Monitor

  .Iodine, Noble gas, beta particle

12건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 MAFF

 .고전압회로,Preamp,Log amp., Counter회로

 .HE1, HE2, HE3, HE4, HF1, HF2, HF3, HF4 

- Alilog 

 .HD3, HD4, Comparator, Log amp.  

 .HF5, HF6, HH6,Log amp.

- 손발오염감시기 : 전치증폭기 2대 

24건

기타 시설

- 연구로용개량핵연료개발팀

  .RMS-II 측정값지시불능정비

  .RMS-II GM 검출기 교체 

  .핵연료검사장비 전원장치 수리

- 원자력환경연구팀

  .환경방사능감시장치 2건

5건

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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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플라스틱 섬광체의 성형 및 플라스틱 검출기 제작

1. 플라스틱 섬광체

광학적으로 투명한 어떤 종류의 결정에 하전입자, X선 및 γ선 등의 방

사선이 입사하면 결정내의 원자가 여기 또는 전리된다. 그러나 약 10
-14
 

∼  10
-12
 s 후에 안정상태로 되돌아가면서 여분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

다. 이 현상을 섬광(scintillation)이라 하며, 섬광을 내는 물질을 섬광체

(scintillator)라 부른다. 섬광체는 고체, 액체 및 기체 섬광체로 나눌 수 있

고, 고체 섬광체는 유기섬광체(organic scintillator)와 무기섬광체

(inorganic scintillator)로 나눈다. 

  플라스틱 섬광체는 유기섬광체인 PPO(diphenyloxazole), p-terphenyl, stilbene 

등의 유기섬광체를 유기용제에 녹인 후 중합과정을 통하여 정형화한 검출기로서 

1950년에 Schorr 및 Torney에 의해 개발된 후 β선, γ선, 중성자 및 기타 방사

선을 측정하는데 넓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중성자와 감마선이 동시에 존

재하는 혼합장에서 감마선을 측정해야할 경우, crystal 섬광검출기나 고순도 반도

체검출기보다 중성자에 대한 손상의 위험이 적고, 크기와 모양을 측정공간에 맞

도록 쉽게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의료용 장비, 고 에너지측정, 

photon beam monitor 등 다방면에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Beta 측정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섬광체는 Bicron 사에서 생산되는 플라스틱 

섬광체(BC-408)로 하전입자검출에 아주 유용한 섬광체이다. 표4-1은 플라스틱 

섬광체의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광체의 주성분은 

polyvinyltoluene으로 도는 1.032 g/cc이고 굴절률은 1.58이다. 그림4-1은 플라

스틱 섬광체의 발광 파장을 나타낸 것으로 섬광체의 최대 peak 파장은 425 nm

이다. 그림4-2는 플라스틱 섬광체가 측정할 수 있는 하전입자와 입자의 에너지 

역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자는 10 MeV의 에너지 역

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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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BC-408 플라스틱 섬광체의 특성

주성분 Polyvinyltoluene 도 1.032 g/cc 

굴절률 1.58 동작온도 -60°C ∼ +60°C 

Light Output Anthracene의 64 % Rise Time 0.9 ns 

Decay Time 2.1 ns 최대 발광 파장 425 nm

 

 
그림4-1 BC-408 플라스틱 섬광체

의 emission spectrum. 

  그림4-2 Range of Atomic 

Particles in Premium Plastic 

Scintil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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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라스틱 섬광체 가공

 가. 성형

  플라스틱 섬광체를 두께 1.5 mm, 지름 40 mm인 디스크로 가공하기 위하여 

두께 10 mm인 넓은 섬광체를 40 ×40 mm
2
인 사각형으로 절단한 후 사각형의 

모서리를 그라인더로 연마하여 원형으로 만든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것은 플라

스틱 섬광체가 온도에 민감함으로 그라인더로 연마 시에 온도의 향을 받아 섬

광체의 물성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그리고 원형의 섬광체를 선반에 물

린 후 지름이 정확하게 40 mm가 되도록 가공한다. 플라스틱 섬광체를 선반으로 

가공시 선반의 회전속도를 고속으로 하고 절삭하는 정도는 아주 작게 한다. 절삭

의 정도가 mm 단위를 넘으면 절삭되는 플라스틱 섬광체의 표면이 바이스의 날

과의 마찰열로 거칠게 된다. 그림4-3은 선반으로 성형한 플라스틱 섬광체를 나타

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CsI(Tl) 섬광체를 성형시 사용한 선반은 미니선반

(SAKAI ML-360) 이 다. 

 나. Mounting

   플라스틱 섬광체를 연마 및 polishing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크기의 플라스틱 

섬광체의 바깥에 안전 테두리가 있어야 한다. 안전 테두리가 없이 플라스틱 섬광

체를 polishing하면 섬광체 테두리가 round가 생겨 섬광체의 표면이 가장자리에 

둥 게 된다. 이 현상을 없애기 위하여 플라스틱 섬광체를 mounting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방법의 mounting은 열경화성 수지를 시편 주위에 덮은 뒤 열을 가하

고 압력을 가하는 hot mounting press를 이용하여 제조한다. 그러나 플라스틱 섬

광체는 열에 약하고 반응하거나 시편 내부에 다량의 기공이 있어 시편이 부서지

는 등, 시편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polymer의 경우에도 열에 약한 경우

에는 위 공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체 방법으로 cold mounting법을 이

용하여 제조할 수 있다.  Cold mounting법이란 강화 플라스틱 용액상 불포화 폴

리에스테르 수지라고 통칭하지만 호마이카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열경화성 플라

스틱 수지로 경화제와 결합하여 화학반응으로 굳어진다. 접착성이 매우 강하고 

강한 가스냄새가 나는 스티렌과 폴리에스터 연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폴리에

스터 연쇄구조는 에스테르화시킨 알콜과 염기성 산의 작용으로 생긴다. 즉 알콜+

산→에스테르+물) 이 폴리에스터 수지는 여러 회사에서 생산되며 회사마다 조금

씩 다르지만 크게 차이는 없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양을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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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해야한다. 또한 외국산으로는 mounting 장비로 유명한 struers사에서 판매되

는 resin이 다양하게 판매되는데, epoxy resins, acrylic resins, polyester resins등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림4-4는 본 연구에서는 사용한 애경화학의 포리

코트 CH-304와, struers사의 epofix kit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4-3 지름 40 mm로 성형된 

플라스틱 섬광체. 

 

(a) 국산제품 

   

(b) 외국산 

그림 4-4 본 연구에 사용된 폴리에스테르 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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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에스터용액과 경화제는 15∼20:1로 하되 작업시간의 조절은 경화제의 첨가 

양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경화제의 양이 많을수록 공정속도는 빨라지지만 반응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므로, 시편이 열에 약하면 반응시 향을 받을 수 있다. 경

화제는 촉진제로 쓰이는 DOP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경화시간이 상당히 줄어든

다. 주의 할 것은 촉진제와 경화제는 미리 섞으면 강력한 화학반응이 일어나 시

편에 mounting을 하기 전에 반응이 끝나버리므로 mounting 직전에 혼합하여 사

용해야 한다. 

   그림4-3은 두께 10mm 지름 40 mm로 성형된 플라스틱 섬광체를 나타낸 것

이다. 플라스틱 섬광체는 열에 약한 소재이므로 hot mounting press를 이용한 

mounting을 할 수가 없고, cold mounting법을 이용하여 제조 할 때도 경화제를 

다량(20:1) 첨가하면 시편이 반응열에 의해 손상될 수가 있으므로 경화제를 소량

(13∼15:1) 첨가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그림4-5는 mounting mold인데 시판되는 규격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샘플이 규격 몰드와 크기가 맞지 않아 금속으로 가공하여 사용하 다. 시편 크기

보다 조금 큰 크기의 내경을 갖는 원통을 가공하고 바닥을 막을 수 있는 원판을 

가공하여 삽입 후 시편을 원통 내부에 넣고 폴리에스테르 수지와 경화제를 비커

에 넣고 고르게 혼합한 후 시편 위에 서서히 부어주면 그 순간부터 화학반응이 

일어나 약 4-6시간 후 경화가 완료되게 된다. 그림4-6은 cold mounting한 플라

스틱 섬광체를 나타낸다. 

 그림 4-5 cold mounting m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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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6 Cold mounting한 플라스틱 섬광체. 

 다. 절단

   플라스틱 섬광체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절단 장비를 준비해야 한다.  Cut-off 

wheel의 종류는 많으나 연마재료에 따라 SiC, Al2O3, CBN(cubic boron nitride) 

및 다이아몬드로 나눌 수 있고 연마재료를 접착시킨 물질이 bakelite와 금속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wheel은  연마재료가 SiC와 다

이아몬드로 된 것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시료를 절단시에 발

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흘리거나 냉각 오일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냉각액을 사용하지 않을 때 시료는 마찰에 의해서 발생한 열로 인하여 시료 절

단면의 물성이 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단시 시료를 냉각시켜 시료를 보호해

야한다. 또 냉각액을 사용함으로서 절단시 생기는 시료의 파편을 제거해 줌으로

서 절단면을 깨끗이 할 수 있다. 플라스틱 섬광체를 절단하기 위해서는 cut off 

wheel의 SiC, Al2O3, CBN 혹은 다이아몬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절단하고자 하는 플라스틱 섬광체는 지름이 50 mm이고 두께는 2 mm이다. 지

름이 50 mm 인 것은 한번에 절단 할 경우 cut off wheel이 휘게 되고 절단시료

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플라스틱 섬광체의 방향

을 돌려가면서 3번에 나누어 절단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섬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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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은 그림 4-7에 있는 다이아몬드 단결정 절단기(BUEHLER ISOMET1000)를 

사용하 다. 

그림4-7 다이아몬드 단결정 절단기

 라. 연마 및 Polishing

   그림4-8은 플라스틱 섬광체를 연마하고 polishing할 때 사용한 polishing 

machine이다. 그리고 그림4-9는 연마 및 polishing cloth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단결정 절단기에서 절단된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는 양면을 polishing해야 한다.  

사포를 polishing machine의 회전원판에 장착 후 냉각수를 흘리고 회전 원판을 

천천히 회전시키면서 절단시 생긴 wheel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양면을 #500 

사포로 연마한다.  이때 플라스틱 섬광체의 얇기 때문에 1.7 mm 이하로 연마하

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두께가 1. 7 mm 이하일 경우에는 최종 polishing 단계

를 끝내면 플라스틱 섬광체의 두께가 1.5 mm 이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단계로 wheel의 흔적을 제거한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는 두 번째 단계로서 

#1.500 사포(그림 4-9 (a))를 이용하여 첫 단계에서 생긴 표면의 거친 부분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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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야 한다.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의 양면이 깨끗이 연마된 후에는 polishing 

해야한다.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 양면의 polishing은 optical grade로 polishing

해야하므로 다단계로 polishing한다.  그림4-9의 (b) polishing cloth 위에 Al2O3 

powder (0.05 μm)와 냉각수를 조금 펼친 후 polishing cloth의 회전원판을 아주 

천천히 회전시켜 양면을 1차 polishing한다. 1차 polishing한 후에 그림 4-9의 (c) 

polishing cloth 위에 Al2O3 powder와 냉각수를 배합하여 펼친 후 2차로 양면을 

polishing한다. 이렇게 단계별로 polishing하면 PMT와 접하는 부분인 섬광체의 

양면은 optical grade로 polishing 된다.  그림 4-10은 최종단계까지 polishing 한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의 사진이다. polishing이 완전히 끝나면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의 보호 테두리인 호마이카를 제거하면 된다. 이때 섬광체의 표면을 보호

하기 위하여 받듯이 보호 장갑을 끼고 호마이카를 제거해야 한다. 그림4-11은 호

마이카를 제거한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의 테두리가 빛나는 것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의 빛에 

의한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의 섬광이다. 

그림4-8 단결정 연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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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4-9 단결정 연마천, (a) sand paper 1,500, (b) polishing cloth      

(microcloth, BUEHLER), 

         (c) polishing cloth (microcloth supreme, BUEHLER)

 

그림4-10 최종단계까지 polishing 한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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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11 polishing이 완전히 

끝난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

 마. 플라스틱 검출기 제작 방법

   하전입자를 검출하는 검출기는 입사창이 아주 얇아야 하고 검출하고자 하는 

입자이외는 차단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빛의 차단은 기본이다. 그러므로 본 

beta 입자 플라스틱 검출기의 입사창은 beta 입자가 에너지의 손실없이 통과할 

수 있는 mylar 필름(mmmy 2)을 사용하 고 alpha 입자의 투과를 막기 위하여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 다. PMT와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가 접촉되는 부분

에는 접촉이 잘되고 공기층을 없애기 위하여 실리콘 그리스를 사용하 다. 그리

고 플라스틱 섬광체 디스크 위에는 외부로부터 빛, 습기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mylar 필름을 사용하 고 그 위에 알루미늄 호일을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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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CZT 어레이검출기용 8채널 Analog ASIC 제작

1. 개 요

  CZT 계측기 어레이는 상온에서의 누설 전류가 낮고 엑스레이나 감마레이에 

대한 광흡수 효율이 높기 때문에 상 장비나 스펙트로스코피 장비에서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비파괴 검사와 같은 상 응용에서는 다채널, 저잡음의 고속 

readout 칩이 필요하다. 본 과제에서 개발한 readout 칩은 전단증폭기 회로가 펄

스모드로 동작하고 전단증폭기 회로 뒷단에는 비교기가 연결되어 CZT 계측기에

서 나오는 신호를 계수하게 된다. 전체 시스템의 잡음원에는 CZT 계측기에서 나

오는 shot 잡음, 전단증폭기에서 발생되는 thermal, 1/f 잡음원 등이 있는데, 전단

증폭기 출력단의 잡음을 계산하기 위해서 시간 역에서 잡음원들을 모델링해서 

Hspice 코드상에서 과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다. AMI 1.5um 저잡음 아날로그 

CMOS 공정을 이용하여 시작품을 제작하 다. ASIC 설계와 칩 측정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 나와있다.

2. ASIC 설계

 가. Readout 칩은 8채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채널은 각각 하나의 전단증폭기

와 비교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1). 전단증폭기 구조는 folded-cascade 구조

이며 입력 트랜지스터는 PMOS 트랜지스터로서 NMOS 트랜지스터에 비해 1/f 

잡음이 더 낮은 것이 특징이다. 전단증폭기는 피드백 커패시터 CF와 피드백 트랜

지스터 NMOS, PMOS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조는 피드백 트랜지스터가 저항처

럼 동작하여 계측기에서 신호가 발생하면 CF에서 신호를 축적하지 않고 피드백 

트랜지스터에 의해 연속적으로 방전하게 되어 빠른 동작을 보장하게 된다. 전단

증폭기와 비교기의 회로 설계도는 그림 5-2와 같다. 비교기는 hysteresis 특성을 

갖고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것은 전단증폭기의 출력전압이 잡음에 의해 작은 

신호유동이 있을 경우 비교기가 이 잡음에 반응하지 않도록 일종의 문턱 전압을 

잡아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Hspice 설계상으로 전단증폭기와 비교기의  

f-3dB는 각각 150 MHz 이상이며 전단증폭기의 open-loop gain은 66 dB, 전력 소

모는 약 4 mW 정도 다. 비교기의 hysteresis 전압은 40 mV로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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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한 채널의 블록 다이어그램: 전단증폭기와 비교기.

그림 5-2 전단증폭기와 비교기의 회로 설계도

Preamplifier Comparator 

400 µA 1 mA

From Detector
To Encoder

 나. Hspice 과도 잡음 시뮬레이션

  CZT 계측기의 shot 잡음과 전단증폭기의 thermal, 1/f 잡음을 시간 역에서 

모델링하여 Hspice 코드상에서 과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5-3). 잡음

원의 시간 역 모델링 결과 thermal 잡음이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단증폭기의 출력단의 RMS (root-mean square) 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과도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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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5-4와 같다. 전단증폭기의 출력단의 

RMS 잡음 전압의 크기는 0.246 mV로서 그 뒷단의 비교기의 hysteresis 전압의 

크기보다 훨씬 작으므로 잡음에 대해 안정적인 동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칩 Layout과 측정 결과

  MI 1.5um 공정을 이용하여 8 채널의 readout ASIC을 설계하 으며 그 die 면

적은 4 mm x 4 mm 이다 (그림 5-5). 전단증폭기의 측정된 open-loop gain은 

70 dB 정도이며 gain-bandwidth는 150 MHz 이다 (그림 5-6). 전단증폭기의 입

력 PMOS 트랜지스터의 1/f 잡음을 측정한 결과 잡음 상수 KF는 3.36 x 

10
-26
V
2
F이다 (그림 5-7). Readout 칩의 한 채널의 동작과 전단증폭기 출력단의 

잡음을 측정하 는데, Test pulse는 실제로는 Voltage-divider로 나눠서 그 크기

의 1/100의 크기의 pulse가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실제 입력 charge 값은 200fC

으로서 0.05pF의 피드백 커패시터를 거치면 전단증폭기 출력단에서는 4V output

이 나와야 되지만 실제로는 0.5V 남짓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피드

백 커패시터에 병렬연결 되어있는 저항들에 의한 fast discharge 때문에 full peak  

그림 5-3 시간 역에서 모델링되어 Hspice 코드상에서 발생된 시간 역 (a) 

shot, (b) thermal, (c) 1/f 잡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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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Hspice 시간 역 잡음 시뮬레이션: (a) 테스트 신호; (b) 전단증폭

기 출력 신호; (c) 비교기 출력 신호; (d) 전단증폭기 출력 잡음.

그림 5-5 Readout ASIC Layout. 실면적 4 mm x 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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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에 도달하지 못하고 빠르게 discharge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omparator출력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갖고 나오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전단증폭기의 출력단에서 측정된 잡음 전압은 0.435 mV로서 Hspice 

시뮬레이션에서 예상했던 0.246 mV와 약간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8).

그림 5-6 전단증폭기의 측정된 Open-loop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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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입력 트랜지스터의 측정된 1/f 잡음 특성.

그림 5-8 Readout ASIC의 한 채널의 테스트 결과: (a) 테스트

 입력 신호; (b) 전단증폭기의 출력; (c) 비교기의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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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절 방사선 검출기 제작용 크린룸 설치

 

1. 공사개요

 가. 건물개요

  1) 공 사 명 : 정보과학동 지하1층 CLEAN ROOM 설비공사

  2) 위    치 :  한국원자력연구소 정보과학동 지하1층

  3) 건물현황 : (공사관련)

NO. 실        명 면  적(㎡) 비     고

1 CLEAN ROOM (지하 1층) 48.24 -

2 전    실     (지하 1층) 4.68 -       

       TOTAL 면적 : 52.92㎡ (16평)

  4) 용 도 : 방사선 검출기 제작 및 조립

2. 장비설계기준

 가. 설 계 조 건

   1) ROOM 조건

CLEAN ROOM REMARKS

    실    면    적 48.24 M2

    실    높    이 2.7 M

    실    체    적 130.248 M3

청    정    도 1,000 개/ft3

    실    인    원 3인
 

   2) ROOM의 온습도 조건

       SUMMER       WINTER          REMARKS

     온   도 (DB)      24℃±2℃      24℃±2℃

     습   도 (%)      55% ± 5%      55% ± 5%

   3) 외기조건 (기상 월보 대전 기준)

        o SUM : DB : 34℃               RH : 70 %



- 46 -

        o WIN : DB : -12 ℃             RH : 65.4 %

   4) 인접실 조건 (예상)

        o SUM :  30℃

        o WIN :  20℃

   5) 조 명

        o 35 W/M
2

   6) ROOM의 발열량 

        o 50 W/M
2

   7) 풍량 선정

                                                               (단위:CMH)

실명 S.A R.A

외기도입량(O.A)

환기횟수 비고
배기량 양압용

TOTA

L

CLEAN 

ROOM
5,500 5,000 0 500 500 42.2

TOTAL 5,500 5,000 0 500 500 42.2

나. 장 비 선 정

   1) ROOM CAP.

                                                            (단위:Kcal/HR)

    

CLEAN ROOM 비     고 

ROOM COOLING LOAD 11,161

OUT AIR COOLING LOAD 8,489

ROOM TOTAL COOLING 

LOAD
19,650

ROOM HEATING LOAD 11,892

   2) COOLING CAP.

        o 부하계산서 참조(후면)

   3) HEATING CAP.

        o 부하계산서 참조(후면)

   4) HUMIDIFIER CAP.

        o 7.5HP용 표준가습기 설치

                                                      USE : 8 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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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전극식 (6KW)        

   5) FAN & MOTOR 선정

        가) 처리 풍량 : 91.6 CMM

        나) 정압 손실 : V.D            :  4 mmAq

                       O.A DAMPER     :  4 mmAq

                       PRE FILTER     :  6 mmAq

                      COOLING COIL    :  8 mmAq

                      HEATING COIL    :  6 mmAq

                      MEDIUM FILTER   : 20 mmAq

                      HEPA FILTER     : 35 mmAq

                      DUCT            :  4 mmAq

                      CASING          :  3 mmAq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TOTAL : 90 mmAq x 1.1(S.F) = 100 

mmAq

        다) F A N: AIR FOIL FAN  DS# 2-1/2”

        라) MOTOR: 3.7 KW

다. 장비 현황

   1) 공조공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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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ESCRIPTION Q'TY SPECIFICATION REMARKS

1
 CONDENSING 

UNIT 
7.5RT

1

압축기: 폐왕복동식
        5.5KW, 440V 3ψ 60HZ

송풍기: PROPELLER TYPE
        0.35KW, 440V 3ψ 60HZ

응축기: CROSS FIN COIL

1B

2 항온항습기
7.5RT

1

AIR VOL     : 91.6 CMM

기외정압    : 45MMAq

COOLING COIL: DX

HEATING COIL: ELECTRIC (16Kw)

HUMIDIFIER  : 전극식(6Kw)

FILTER      : PRE , MEDIUM

송풍기      : AF, DS#2-1/2”
           3.7KW, 440V 3ψ 60HZ

1B

3
AIR SHOWER
(1인용)

1

AIR VOL      : 17 CMM

DIMENSION    : 1500 x 1100 x 2200

MATERAL      : 
OUT-STEEL,IN-SUS304

FILTER       : PRE,HEPA

AIR VALOCITY : 25 M/S OVER

LIGHTING     : 20W

송풍기       : 1.5 KW

POWER        : 440V 3ψ 60HZ 

  1B

4 HEPA BOX 7

AIR VOL : 17CMM

압력손실: 25∼50MMAq

SIZE    : 670x670x610

FILTER  : HEPA(610x610x150)

MATERIAL: CASING SS41, 1.2t

DAMPER  : ψ300

1B

   2) 전기동력 현황

       o 지하1층  33 KW (항온항습기,AIR SHOWER의 동력임)

3. 공사 범위

가. 구분

   1) 설계 및 TAB

   2) 장비제작 설치

   3) 설비 공사

      ① 덕트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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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판넬공사

      ③ 바닥공사

      ④ 장비설치공사

나. 공사범위

  본 공사의 설계, 설치, TAB에 필요한 인원, 자재, 장비 및 기술을 제공하여 

CLEAN ROOM 시설 기준에 맞도록 성실히 시공한다. 

 1) 설계 및 T.A.B

     본 공사의 설계기준은 CLEAN ROOM 시설기준에 맞아야 하며, 모든 

SYSTEM 설계 및 장비설계 도서는 시공도면, 공사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으로 

구분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공기조화 및 냉동기계 전

문가를 선임하여 감독하고, 공사 완료 후 전체적인 기능과 성능을 보증할 수 있

도록 한다. 

(본 공사에서 필요한 설계도서 및 기술도서는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기 을 

보장하고 공사 후 연구소에 일괄 제출한다.)

 2) 장비 제작

   가) 공조설비 

      CONDENSING UNIT, 항온항습기, AIR SHOWER등 공조설비공사와 

관련된 장비가 해당된다.

 3) 설비 공사  

   가) 덕트 공사

   나) 급기, 환기덕트

      아연도 강판 재질로 제작하며 GLASS WOOL, 24Kx50t 보온을 하며, 

ROOM에 공급되는 공조덕트가 해당된다.

 4) 기타 연계공사

4. 일반시방서

제1조  적용

  1.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당소가 준용하는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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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적용 시행한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설계도서 및 시방서 상에 상이한 점이 있으면 당소의 해석에 따른다.

  4. 도급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이 아니더라도 공사의 경미한 변경이나 구

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당소의 지시

에 따른다.

제2조  공사의 착공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이전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착공계

     - 현장대리인계

     - 공사도급내역서

     - 공사예정공정표

     -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공기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공사촉구에 필요한 조치를 도급자에게 요구 및 지시

를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현장대리인

  1. 도급자는 착공전 각 공정별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이 있을 때도 이와 같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

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이 본 공사에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

급자에게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지시 및 승인

  1. 설계도서에 이의가 있을 시는 계약체결 전에 이의를 제기하여 명확히 하

여야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여하한 이의도 인정치 않는다.

  2. 설계도서 이외에 당소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감독

원이 지시하는 것은 기존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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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공사 중 손상을 받은 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

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대치 또는 복구하여 계약이 요구하는 바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및 준공 후에 품셈 적용 상의 착오로 인한 감액사항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하며,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 을 

때는 연대보증인이 순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6조  공사 기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기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기술사양서, 도면,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그 기준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공사용 자재는 사용 전 성능 및 품질보증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하며, 불합

격된 자재는 즉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제품이라도 시공할 때 감독원이 변질되었다고 판

단하거나, 불량품이라고 판단하 을 때에는 이의 사용을 금하고 즉시 현

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기자재의 검사를 받을 때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부분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

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계획 및 보고

  1. 도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전반에 대한 기본 및 세부계획을 수립, 제출

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정계획표는 PERT CPM기법에 의한 공정부하를 표기하는 일정계획이어

야 하며 매주 초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자재의 반입 계획, 

주요 기계설비의 반입,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실

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기일 안에 다음 사항을 소정양식에 따라 제

출하여야 한다.



- 52 -

     - 공사일보

     - 공사용 자재의 수불 사항

     - 풍수해에 대한 예방대책

     - 안전규칙 이행에 대한 사항

     -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제8조  시공측량

  1. 지정된 기준점에서 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공사 시

공 상 필요한 모든 측량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2. 도급자는 모든 시공대상물의 현장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도면상

의 위치 및 좌표에 맞게 시공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준수할  의무가 있

다.

  3. 도급자는 측량 기준점을 이동, 파괴, 또는 부정확하게 만들었을 경우 감독

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조정 또는 대체하여야 한

다.

제9조  자재관리

  1.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안전한 장소에 하역 보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자재를 찾기 쉽고, 인출하기 쉽게 보관 저장하여야 한다.

  3. 습기에 약한 자재는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4. 옥외에 저장하는 자재는 받침목을 깔고 적치하여야 하며 우천시를 대비하

여 천막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5. 자재가 저장된 부분의 주위는 화재, 침수, 도난 등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

다.

  6. 감독원은 자재 저장상태를 수시로 점검 문제점을 지적,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적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7.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모든 기자재의 반입현황을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자재저장 또는 관리사용 중 멸실 훼손이 있을 때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

다.

제10조  도면 지침서 및 보고서 관리

  1. 도급자가 공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건설, 조립, 설치, 공장시험 및 현장검

사 등에 필요한 모든 자료, 도면, 지침서, 계획서 및 보고서를 기술규격에 

의거 재츌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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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감독원은 공사진행 중 수시로 정당하고 타당한 공사수행 및 관리에 필요

한 추가도면을 작성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도면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변경에 있을 

때 이를 기록하 다가 준공도면 제출 시 원도면에 삽입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  안전 및 보안

  1.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안전관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호우, 태풍 등 기상예보에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

야 한다.

  3. 도급자는 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직원과 노무자가 현장 안전수칙을 지키도

록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보안상 필요한 관리 등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보안관계사항

에 대하여는 당소 보안담당 부서의 지시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공사사진

  1. 도급자는 시공기록 사진첩을 작성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착수 전 사항

     - 공사착수 후 1개월 단위의 전경 변경사항

     - 시공 후 매립 및 검사가 곤란한 부분

     - 감독원이 지시한 부분

제13조  사고의 보고

  1. 건물이나 구조물의파손, 기타 공사수행에 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응급조치를 취한 후 감독원

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수행에 수반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야 한다.

제 14조  작업시간

  1. 공사수행의 작업시간은 주간작업으로 한다.

  2.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고 하는 정상적인 주간작업 외에 하는 작업이라 할 

지라도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때 발생되는 공작물과 

제삼자에 대한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정부 인허가 및 대민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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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일체의 면허, 허가 및 인가 등을 취득하는 조

치를 대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공사의 중단, 준공지연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

다.

  2. 대정부 및 대민 업무에 연구소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감독원을 통해 협

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관계법, 령,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공사용 전력 및 용수

  1. 공사용 전력 및 용수는 소급으로 한다.

제17조  설계변경 및 정산

  1. 설계변경사항

     - 당소의 사정으로 설계기준, 설계도면, 및 시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 공사물량의 변경 및 품셈 적용의 착오가 있을 때

  2. 정산사항

     - 계약금액의 10%범위 안에 있어서의 변경은 정산 시 처리한다.

제18조  공사연기

  1. 당사의 사정으로 공사 중지 및 계획변경, 물량이 증가되었을 때

  2. 천재지변이 발생하었을 때

  3.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공기지연 및 재시공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제19조  공사중지

  1.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의 품질에 악 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당사의 사유로 공사를 중지할 필요가 발생한 때

     - 공사시공 중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 공사를 중지시

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0조  현장정리

  1. 도급자는 시공 중 현장 내외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 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 자재를 현장 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내외에서 행사가 필요한 때에는 주변정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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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명시설 및 화재예방

  1. 도급자는 본인 부담으로 야간, 또는 어두운 장소에서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조명시설을 제반 안전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운용하여야 한

다.

  2. 도급자는 당사의 통제구역이나 공사장 내외에서 불법 발화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직.간접의 화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2조  규격 및 표준

  1. 본 계약 발효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규격이나 표준을 적용한다.

  2. 도급자가 수행하는 공사의 자재는 시방서에 따르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자재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 각 사양에 기술된 규격 및 표

준을 적용한다.

  4. 참조된 규격 표준 및 기술 사양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때는 감독원이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제23조  준공도서

  1. 도급자는 준공 시 다음 서류를 납품하여야 한다.

     - 준공사진첩   각 분야별 1부

     - 준공도면(원도) 각 분야별 1부

     - 기타 공사일보 및 시험성적표 등 준공시 필요한 서류

제24조 기타

  1. 공사수행에 필요한 도서(기술 문헌 및 제 규정)는 현장에 비치하고, 충분

한 사전검토와 숙지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2.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시간(야간, 휴무, 우천 시)이라 할지라도 재해, 사

고, 긴급사항을 수습 처리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건설 및 이와 관련이 있는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시공에 임하여

야 한다.

5. 특기시방서

가. 덕트 제작설치

 1) 덕트용 재료

  가) 각형 덕트에 사용하는 아연도 철판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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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두께(mm) 장방형 닥트의 장변(mm)

#22(0.8) 450이하

#20(1.0) 450∼750

#18(1.2) 750이상

  나) 아연도 철판 - 덕트에 사용하는 아연도 철판은 KSD3506의 1종 및 2종을 

사용하며 원판의 두께 및 아연의 부착량은 아래에 준한다.

            

호칭변수(GA.) #26 #24 #22 #20 #18

상당두께(mm) 0.5 0.6 0.8 1.0 1.2

아연도호칭부착량
(G) 244 305 305 305 381

  다) 덕트의 접속은 접합용 FLANGE로 한다.

판 두 께 접합용 플랜지 리벳트 접합볼트

아연도 형강치수 최대간격 직    경 피    치 직    경 피   치

0.5 25x25x3 3,600 4.5 65 6.0 100

0.6 25x25x3 3,600 4.5 65 6.0 100

0.8 30x30x3 2,700 4.5 65 8.0 100

1.0 40x40x3 1,800 4.5 65 8.0 100

1.2 40x405 1,800 4.5 65 8.0 100

2) 덕트의 부속잡자재

  가) 강재   - 덕트에 따라 그 지지철물에 사용할 강제는 일반구조용 압연강

재 규격품으로서 그 모양, 치수는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나) 리벳트 - 플랜지 및 보강용 형강의 설치용 리벳트는 동 리벳트로 한다.

  다) 볼트 및 너트  - 플랜지 접합용 및 지지철물용 등에 사용하는 볼트 및 

너트는 KSB1002(6각 볼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따른 중간마감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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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플랜지용 팩킹 - FLANGE의 접속부분은 NEOPRENE PACKING(5t)을 

사용하여 기 을 보장한다.

3) 덕트 부속품

  가)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은 두께 1.0mm이상의 ALUMINIUM제로서 충분

히 보강된 것으로 하며,  비 맞는 곳에 설치하는 것은 빗물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플랙시블 이음

     송풍기와 덕트의 접속부분에 상용하는 플랙시블 이음은 그 양단의 플랜지 

간격을 약 150mm로 하고 한국공업규격에 따른 석면포(방수코팅용)를 사용하

여 필요할 때에는 내부 에 피아노선(KSD3556 피아노선)이 삽입된 것을 사용

하거나 아니면 이와 동등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 점검구와 소재구

     점검구와 소재구는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 시에 공기가 누설되지 않는 구

조로 한다. 뚜껑은 덕트와 같은 두께 또는 그 이상의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

고, 특히 조화된 공기가 지나가는 곳에 설치할 때에는 단열재를 사용한다.

4) 덕트의 지지

   덕트의 지지 및 행거용 철물은 형강, 환강으로 제작하여 방청페인트 2회 도

장마감 후 사용한다.

5) 공사방법

  가) 덕트의 제작은 실외에서 제작 보온처리를 하여 완제품으로 성형한 후 청

정실내에 설치한다.

  나) 청정실내의 덕트 행거용 스트롱 앙카를 설치할 경우 분진가루가 실내에 

떨어지지 않도록 밑에서 천 등을 대가며 작업한다.

6) 덕트의 시공

   덕트의 제작 기준에 의해서 제작된 덕트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코킹을 하여 

덕트내 공기의 누설을 방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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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코킹재료는 비초산 계열의 SILICONE SEALANT를 사용한다.

  나) 덕트의 접합부에 코킹을 할 때는 반드시 접합부의 내, 외부를 철저히 코

킹하여 기 을 보장한다.

  다) 코킹 전에 반드시 해당부분을 깨끗이 청소하고 완전 건조시킨 후 코킹 작

업을 한다.

  라) FLANGE의 접합부분은 NEOPRENE SPONGE로 된 GASKET를 사용하

여 기 을 보장한다.

  마) 덕트는 공기의 유통저항을 최소로 줄이고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하며, 소

음을 발생하지 않고 덕트 내외의 차압에 의하여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구조

로 한다.

  바) 덕트의 곡관부 내측 반경은 덕트 폭의 3/4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의 치수미만이 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필요

에 따라 안내 깃을 설치한다.

  사) 덕트의 단면을 변형하게 될 때에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점차로 커지거

나 작아지게 하고 그 경사각도는 15도내로 한다.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

독원의 승인을 얻어 30도 이내로 할 수 있다.

  아) PLENUM AIR CHAMBER는 상세 도면에 준하여 제작을 하되, 특히 실

내소음 전달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바) 기타 상세 시방은 덕트 시공상의 주의사항 및 상세도 면에 따른다.

7) 시공상의 주의사항

  가) HEPA나 중성능 FILTER등을 사용하여 공조계통이 고 정압으로 운전되

므로 공조기 나 FILTER FRAME, CHAMBER 등의 구조를 견고히 하여야 

한다.

  나) 상기의 이유 때문에 공조기, CHAMBER류 등의 점검구는 강도와 기 성

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 개구부에 대해서는 운전 중에도 개폐가 가능한 구

조로 한다.

  다) 덕트 FLANGE부, 이음부는 반드시 SEALING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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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L재는 경열 변화로 인하여 열화 되거나 굳어져서 틈이 생기거나 변하

지 않는 것으로서 시공 중에 PIN HOLE이 쉽게 생기지 않고 시공 후에도 

적당한 탄력성이 있는 재료 (비초산계 SILICONE SEALING)이어야 한다.  

  라) 덕트의 분기 접촉부와 접속방법은 FLANGE를 사용하여 BOLT 또는 포

트리벳으로 연결하여야 하며 분기 접속부의 SEAL은 필히 하여야 한다.

8) 덕트보온

  가) 옥내은폐 및 기계실내 덕트는 CLIP, GLASS WOOL 24K, 50mm(급기, 

환기), 은박지(VAPOR BARRIER), PP BEND를 사용하여 보온 처리한다.

9) 도장공사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로 1회 마감한다.

나. CLEAN ROOM PANEL 설치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CLEAN ROOM시설 PANEL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나)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를 준하여 시공한다.

 2)  PANEL의 재료

   가) 양면표면철판 : 냉간압연강판의 두께 0.5mm또는 0.6mm

   나) 도금 종류 및 호칭부착량 : 아연도금 244g/M
2
 (0.6t) 및 갈바듐 도금

150g/M
2

   다) 철판마감도장 : 실리콘 폴리 에스터 소부도장

   라) 색상 : 지정색

   마) 중간층 단열재 : (1)품   명 :EXPANDED POLYURETHANE (발포폴리

우레탄)

                       (2)비    중: 30 ~ 40KG/M
3

                       (3)등    급: 자기 소화성

                       (4)열전도율:0.018Kcal/mh℃이하           

   바) 접착제 : 열중합성 접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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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ANEL조립상의 유의사항

   가) PANEL조립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 또는 표면흠

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PANEL의 조립은 CLEAN ROOM 전문기능공을 투입하여 시행한다.

   다) AIR LEAK의 방지를 위한 코킹작업은 미려하게 시공되어져야 하며 

PANEL 설치 후 내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라) PANEL과 부자재의 연결부분은 실리콘 실린트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코

킹 처리 한다.

   마) 베이스 찬넬과 기타 고정용 형강재의 절단은 앵  캇타와 줄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절단 각도를 정확하게 가공토록 하고 재료의 접합시공시 접합면이 일

정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PANEL 고정용 부자재와 판넬의 고정에 이용되는 체결용 재료는 부라인

드 리벳을 사용하되 특이한 경우에는 VIS SCREW를 사용할 수 있다. (건축주의 

요청이 있을 시)

   사) PANEL 조립에 이용되는 채결용 재료로써 내면 노출부분에 이용되는 제

품은 부식에 강한 재질(AL, STS등)을 선택하여 시공토록 한다.

   아) CLEAN ROOM용 PANEL은 평판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4) 벽 PANEL의 시공

   가) 베이스 찬넬의 설치 전 바닥면이 평탄한가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바닥

마감 시공시 평탄도가 3M당 ±3mm 이내가 되도록 건축마감 시공업체에 의뢰토

록 하고 이를 사전 점검한다.

   나) 베이스 찬넬의 고정은 스트롱 앙카나 힐티핀을 이용토록 하고 앙카의 고

정 피치는 1.2M로 한다.

   다) 베이스 찬넬은 도면 또는 PANEL 표준 상세도에 표시된 것과 같은 형태 

것을 사용토록 하며 벽PANEL의 조립은 찬넬 설치 후 코너 측으로부터 시행하

여 PANEL조립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라) 벽PANEL의 형강재와 PANEL의 고정은 적정규격의 브라인드 리벳트를 

사용하도록 하고 리벳트와 리벳트 사이의 간격은 400mm로 한다.

   마) 벽체와 벽체 사이의 코너부분의 고정앵 은 특이한 사항이 없는 한 

AL-ROUND몰드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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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천정 PANEL의 조립

   가) 벽PANEL 조립 후 천정PANEL을 조립하여 다음의 요령으로 시공한다.

      (1) 외벽PANEL과 천정PANEL의 연결부는 반턱맞춤 또는 연귀맞춤으로 

외부는 알미늄 또는 칼라시트 L형 앵 을 사용하고 내부는 AL-ROUND몰드로 사

용한다.

      (2) 특이한 경우 AL-ROUND몰드 대신 직각L형 앵 을 사용할수 있다.

      (3) 천정PANEL의 설치시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구를 별도로 제작 설치한다.

   나) 천정PANEL의 보강 및 폭방향 이음

      (1) 천정 PANEL이 길게시공된 경우 50mmPANEL을 사용할때는 4M이하

의 간격으로 표준 상세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요령으로 천정의 처짐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 보강을 해주도록 한다.

      (2) 천정 PANEL을 폭방향으로 연결할때는 표준상세도의 T바 연결방법을 

사용한다.  

      (3) 천정 PANEL의 고정은 T바를 사용하도록 하고 천정면의 수평유지를 

위해 턴버클을 사용하고 천정 설치후 이를 조절토록 한다.

      (4) 천정고정을 위한 턴버클의 설치는 DUCT,PIPE등의 장애물이 잇을시에

는 T바와의 연결을 응용토록 하고 불가능할시에는 PANEL보강재를 활용하여 설

치토록 한다.

 6) 코너부분의 마감

   가) 벽과 천정 또는 바닥과 2벽의 3방향으로 만나는 모서리 부분은 원형바가

지 몰드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마감한다. 

 7)  PANEL 길이방향 연결

   가) 천정이나 벽PANEL의 길이 방향이음은 상세도에서 보는 바와같이 AL-H 

몰드를 사용하여 연결시공한다.

 

 8)  고정창 시공

   가) 고정창은 도면에 표기된 바와 같이 표준상세도의 AL몰드를 사용하여 시

공한다.

   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창의 시공은 가공및 조립상의 문제를 고려

하여 전문 기능공이 시행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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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L몰드와 PANEL 및 AL몰드와 유리의 접합부분은 제작후 실런트 코킹 

마감토록 한다.

   라) AL몰드와 PANEL의 접합은 적정규격의 브라인드 리벳트를 사용하여 체

결토록 한다.

 9) 출입문의 시공 

   가) CLEAN ROOM과 관련된 특수한 출입문의 경우 도면에 표기된 바와 같

이 별도 제작된 도아 후레임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나) 도아첵크나 도아록크의 선정은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일반제품을 사용

토록 한다.

   다) 도아의 설치시 도아의 경첩고정은 고정부라켓을 이용토록 하고 특히 체결

용 나사로서는 접시머리 기계나사를 사용토록 한다.

   라) CLEAN ROOM용 도아는 AIR LEAK의 요소가 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

는 방법으로 제작되어져야 한다.

        

 10) 연계공사의 시공한계와 협의 사항

     PANEL공사중 시공한계는 도면 및 시방서 범위로 제작한다. 특히 다음 공

사부분을 제외한다.

     가) 건축 공사

        일반건축공사, 바닥․콘크리트공사 및 습식공사.

     나) 전기설비공사

        옥내외 배관, 배선공사, 스위치 콘센트류 설치공사, 전등설치공사.

     다) 기계설비공사

        냉난방 위생 및 소화설비공사.

     라) PANEL의 구멍뚫기와 마감 작업

        배관 및 배선 기타 기기류 설치에 있어 PANEL에 구멍을 뚫어야 할 경

우의 작업과 마감작업. 단, 구멍뚫기 작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판넬업자측

의 입회 하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 바닥 설치

 1)  적용 범위

   가) 본 시방서는 CLEAN ROOM시설 바닥공사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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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과 본 시방서를 준하여 시공한다.

   다) 전도성타일은 일반타일과는 달리 적정규격의 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시

공법이 정확해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2) 전도성타일의 재료

   가) 재질 : P.V.C 도전성 컴파운드

   나) 구조 : 가압성형으로 인한 상하좌우의 망상구조로 연결되어 있어 몸체자

체가 도전성임.

   다) 저항치 : 표면 전기저항치 1x10
6
이하

   라) 전기적 특성 : •ESDS ITEM에 적합한 방전속도 제공

                     •높은전압에 민감한 부품보호 

                     •EMI SHIELDING 역할

   마) 전기적 특성 : •내구성 우수

                     •재질이 견고하지만 충격흡수가 가능하며 안락감이 있고 

파손의 위험이 적다.

                     •BODY자체가 도전성이므로 표면이 마모되어도 대전방지 

성능은 반 구적 임.

 3) 전도성타일 시공방법

   가) 바닥의 정리 및 준비

      시공시 바닥은 평활하고 먼지,기름등의 오염이 제거된 건조한 상태여야 한

다.

   나) 타일 시공선긋기

   다) 동테이프 시공선긋기

   라) 접착제 도포(조전성 본드 사용)

   마) 동테이프 설치-타일중앙에서 교차되게 한다.

   바) 타일깔기-타일 시공선 바깥으로 중앙쪽으로 시공

   사) ROOM안의 접지선에 접지를 시킨다.

   아) 타일 연결부분 용접

                 •타일 사용후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면 타일 연결 부분을 따

라 타일 두께의 2/3정도의 V자형 홈을 판다.

                 •직경 3mm정도의 P.V.C.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한다.

                 •용접부의 돌출부는 동일 높이가 되도록 칼로 도려낸다.

 4) 전도성타일 의 부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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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테이프 : 0.04t x 20mm x L

    나) 전도성 본드 : 10
4
 x 10

5
Ω

    다) P.V.C. 용접봉 

라. 항온항습기 제작설치

 1) 일반 사항

    가)  CASING & FRAME

        (1) CASING 재질은 냉간압연강판 (KSD 3512) 1.2t 이상을 사용하여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제작한다.

        (2) CASING 의 모든 이음부분은 2.3t 이상의 PACKING을 삽입하여 

공기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절곡부의 곡선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부위가 없도록 한다.

        (4) FRAME은 냉간압연강판 2.0t를 절곡하여 본체를 충분히 지지 할 

수 있게 한다.

    나)  보온 ( INSULATION )

        (1) 보온은 MASTER PHONE 25t를 사용하여 기기 내부와 외부와의 

열전달을 최대로 억제한다.

        (2)  SHEET는 난연성 재질이어야 한다.

        (3)  SHEET가 맞닿는 부위는 틈새가 없어야 한다.

    다)  도장  (PAINTING)

        (1) 탈지공정에 의해 탈지를 한 후 인산피막 처리를 한다.

        (2) 에폭시 프라이마로 코팅한다. (1회 이상)

        (3) 메라민 도료 지정색으로 소부도장하며 (2회이상), 도막 두께는 

50um이상으로 한다.

    라)  압축기 (COMPRESSOR)

        (1)  왕복동식 폐형으로 운전 중 윤활이 원활한 구조로 한다

        (2)  압축기 하부에는 방진고무를 장착하여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도록  

             한다.

        (3) 냉매로는 FREON-22를 사용한다.

        (4) 전동기의 냉각은 흡입냉매가스로 하고 그 입구에 STRAINER를 부

착하여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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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냉각코일 (COOLING COIL)

        (1) 사용되는 동관은 순도 99.8% 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KSD-5301) 1/2B,두께 0.5mm (단 U-BEND 부는 0.6mm)를 사용

한다.

        (2) FIN은 알루미늄합금박판 (KSD 6705) 두께 0.14mm를 사용하며, 

(MULTI-PASS CROSS FIN-TYPE), FIN PITCH는 8∼12 FPI로 

한다.

        (3)  FIN과 동관 사이는 충분한 열접촉면을 갖도록 수, 유압 또는 

BALL 확관하여 서로 착하며, 확관후 2회 이상 세척 작업을 실

시하고 130∼140℃에서 완전 건조한다.

        (4) U-BEND부는 황동 및 은납을 사용하여 용접하며, 모든 동관 용접

시 질소 0.14Kg/cm
2
이상의 압력이 걸린 상태에서 작업하여야 한

다.

        (5) 코일과 팽창밸브 사이에 DISTRIBUTOR를 장착하여 냉매의 흐름을 

균일하게 분배토록 한다.

        (6) 코일 HEADER는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KSD 5301)을 사용하

여 냉매의 집합이 용이하도록 한다.

        (7) 코일 제작완료후 14Kg/cm이상의 내압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및 기

타 이상이 없어야 한다.

        (8) FRAME은 아연도강판(KSD 3506) 1.0t를 사용하여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한다.

    바)   재열기 (RE-HEATER)

        (1) 직경 12mm 스테인레스 튜브에 냉간압연강판 0.4t를 직경 34mm로  

            감은 구조(AERO FIN-TYPE)로 하여 충분한 열전달 효과를 갖도록  

            한다.

        (2) WATT 도를 최소한으로 하여 HEATER 수명을 증대토록 한다.

        (3) FRAME은 아연도강판(KSD 3506) 1.0t 사용하여 충분한 구조적 강  

            도를 갖도록 한다.

    사)  가습기 (HUMIDIFIER)

        (1)  가습기는 전극봉 TYPE을 사용한다.

        (2) CASING은 POLY PROPYRENE으로 제작되어야 하며, 증기발생효  

            율이 높고 습도제어가 용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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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습기 내부의 SCALE 방지를 위하여 수동 DRAIN이 가능하여야 한  

            다.

    아)  송풍기 및 전동기 ( FAN & MOTOR )

        (1) 원심형 송풍기 (CENTRIFUGAL)을 사용하며 임펠러 (IMPELLER)  

            는 동적 및 정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운전 시 소음 및 진동  

            이 적도록 한다.

        (2)  축은 표면을 가공하여 방청제로 보호한다.

        (3)  CASING은 인산피막 처리 후 TAR EPOXY 소부도장을 한다.

        (4) 송풍기와 전동기는 한 FRAME에 설치토록 하며 하부에 방진을 장  

            착하여 진동을 방지한다.

        (5) 송풍기와 CASING은 CANVAS 이음을 하여 진동이 CASING에 전  

            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6) BEARING은 BALL BEARING을 사용하여 RADIAL 및 THRUST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간의 운전에도 지장이 없도록 한  

            다.

        (7) 전동기는 저압 삼상교류 유도전동기 (KSC 4202) 전폐형으로 절연  

             계급 B종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자)  PRE-FILTER

        (1) PRE-FILTER는 재생 가능한 TYPE 이어야 하며 최종 압력 손실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2) PRE-FILTER는 FLAT & UNIT TYPE으로 다른 장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데 기하여야 한다.

        (3) FRAME 은 ALUMINUM 을 사용한다.

        (4) PRE-FILTER의 여재의 효율은 AFI 85% 이상이어야 한다.

        (5) PRE-FILTER는 정면 또는 측면에서 ACCESS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특기사항

    가)  공냉식 응축기 (AIR COOLED REMOTE CONDENSER)

        (1) CASING의 재질은 AL 엠보싱 1.0t이상을 사용하며 외관이 미려하

고 80℃에서도 변형이 없어야 한다. 단 1HP용과 15HP용 이상은 

냉간 압연강판 (KSD 3512) 1.2t이상으로 제작한다.

        (2) 응축코일은 순도 99,8%이상의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K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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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1) 3/8B, 두께 0.4mm (단 U-BEND부는 0.45mm)를 사용한다.

        (3) 응축코일의 FIN은 알루미늄 박판 (KSD 6705) 를 사용하며,FIN과 

동관사이는 충분한 열접촉면을 갖도록 수, 유압 또는 BALL 확관

하여 서로 착하며 확관 후 2회 이상 세척작업을 실시하고 

130-140℃에서 완전 건조한다.

        (4) 코일의 HEADER는 이음매 없는 인탈산동관 (KSD 5301)를 사용하

며 냉매의 분배 및 접합이 용이하도록 한다.

        (5) 송풍기는 PROPELLER TYPE을 사용하여 동적 및 정적으로 균형

을 이루도록 하고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이 적도록 한다.

        (6) 전동기는 유도전동기로 절연계급 F종 이상을 사용하고 직결구동 한

다.

    나)  냉매배관 (REFRIGERANT PIPING)

        (1) 이음매 없는 인탈산 동관 (KSD 5301)을 사용하고 용접부위는 

BRAZING 후 은납을 사용하여 누설이나 부식이 없도록 한다.

        (2) 배관 시 필요부분에는 SLEEVE를 사용하고, 오일회수를 위하여 수  

            평관을 최소 1/400이상을 앞 내림 기울기를 실시한다.

        (3) 보온부위는 보온테이프로 마감처리를 한다.

        (4) 배관시공 후 내압 및 누설 시험을 실시한 다음 마감처리를 한다.

        (5) 운전 및 압축기 정지 중에 냉매 액이 대량으로 배관 상에 고이지 

않도록 한다.

        (6) 압력 손실이 많이 걸리지 않게 배관경 및 배관 부속품을 설치하고  

            특히 액관에는 압력손실에 의한 플래쉬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한다.

 3) 자동제어 ( AUTOMATIC CONTROL )

    가) 온도감지기의 감지를 받은 전자식 온도조절기로서 냉동기와 재열기를   

         STEP 제어하여 실내온도를 조절한다.

    나) 설정습도보다 높을 경우는 습도조절기의 제습 신호에 의해 압축기의 작

동으로 제습이 행하여지고 설정습도보다 낮을 경우는 습도조절기로 가

습 신호에 의해 가습기 히터의 작동으로 가습이 행하여진다.

    다) 공냉식 응축기의 경우에는 중간기나 동계의 외기 온도의 변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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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축압력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압스위치에 의한 FAN 

CONTROL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수냉식 응축기의 경우에는 응축압력 조절을 위하여 냉수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WATER REGULATING VALVE를 부착한다.           

    마) MICRO-PROCESSOR를 이용, 기기의 이상 발생상태를 감지하며,

        DISPLAY PANEL 상에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자기진단 기능을 갖  

        는다.

    바)  기타 제어 항목

        (1) 압축기의 액햄머(LIQUID HAMMER)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PUMP 

DOWN  CYCLE을 채용한다.

        (2) 냉각코일 입구에는 감온식 자동팽창밸브 (THERMOSTATIC 

ESPANSION VALVE) 을 사용하여 가열도에 의한 냉매 흐름량을 

조절한다.

        (3) 가습기 급수는 수위조절기(WATER LEVEL CONTROLLER), 전극

봉 및 전자변(SOLENOID VALVE)에 의해 일정한 수위가 항상  

유지 되도록 한다.

        (4) 압축기 기동시에 OIL FORMING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축기

에 CRANK -CASE HEATER를 부착하여 OIL과 냉매를 항상 분

리시켜준다.

 4) 안전장치 (SAFETY DEVICES)

        (1)  HIGH, LOW PRESSURE SWITCH

        (2)  HIGH, LOW PRESSURE GAUGE

        (3)  OVER-LOAD PROTECTOR

        (4)  CRANK-CASE HEATER

        (5)  OVER-HEATING PROTECTOR

        (6)  FUSIBLE PLUG

        (7)  FUSE

        (8)  BUZZER

        (9)  SOLENOID VALVE

마.AIR SHOWER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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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성

   가) CASING & FRAME

   나) 도장(PAINTING)

   다) DOOR

   라) NOZZLE

   마) FILTER

   바) FAN

   사) FLOOR

   아) 기타부속

 2) 재질 및 성능

   가) CASING & FRAME

   (1) CASING 재질은 SS41 1.6t이상을 사용하여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하며 NOZZLE PLATE의 재질은 SCP 1.2t이상을 사용한다.

   (2) 절곡부의 곡선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부위가 없도록 한다.

   (3) 해체조립이 용이하도록 조립형으로 한다.

   (4) 각부 연결부에서는 패킹을 넣어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한다.

   (5) FRAME & BASE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D3503)를 사용하여 

본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게 한다.

   나) 도장(PAINTING)

   (1) 탈지공정에 의해 탈지를 한 후 인산피막처리를 한다.

   (2) 에폭시 프라이 마로 코팅한다.(1회 이상)

   (3) 메라민도료 지정 색으로 소부 도장하며(2회 이상), 도막두께는 

50μm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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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DOOR

   (1) 재질은 SCP 1.2t이상으로 하고 유리창은 5mm두께로 한다.

   (2) AUTO DOOR(SLIDING TYPE)의 경우에는 PUSH BUTTON 

스위치에 의해 작동하며, MANUAL DOOR는 DOOR HANDLE 및 

DOOR CLOSER을 취부 한다.

   라) NOZZLE

   (1) 노즐의 재료는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노즐에서 25m/Sec이상의 공기를 

노출시킬 수 있는 구조로 풍량 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마) FILTER

   (1) PRE FILTER BOX는 세척이 가능하고 취급이 간편하도록 제작하며 

FILTER의 틀은  알루미늄 샷시로 하고 FILTER를 알루미늄 메시로 

고정한다.(TYPE: NONE-WOVEN)

   (2) HEPA FILTER BOX는 교체가 가능하고 취급이 간편하도록 제작하고 

FILTER의 FRAME이 접합부분과 완전한 기 을 유지하도록 한다.

      ＊FILTER EFFICIENCY: DOP TEST 99.97%(0.3μm)

   바) FAN

   (1) FAN은 TURBO 또는 SIROCCO FAN으로 한다.

   (2) BALANCING은 정 BALANCING 및 DYNAMIC BALANCING으로    

   한다.

   (3) 사용재질은 0.8t∼1.2t 냉간압연강판 SHAFT는 마모 강으로 한다.

   (4) 전동기는 K.S품으로 완전 폐형을 사용하며 외부에서의 습기나 먼지에 

지장이 없고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이 없도록 한다.

   (5) 방진장치를 하여 UNIT에 소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사) FLOOR

   (1) STS304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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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타부속품

      램프, 스위치, 타이머, 형광등

바. FILTER BOX 제작

 1) 구 성

   가) CASING & FRAME

   나) 보온(INSULATION)

   다) 도장(PAINTING)

   라) PRE-FILTER

   마) HEPA FILTER

 2) 재질 및 성능

   가) CASING & FRAME

   (1) CASING 재질은 냉간압연강판(KSD3512) 1.2t이상을 사용하여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한다.

   (2) CASING의 모든 이음부분은 2.3t이상의 PACKING을 삽입하여 

공기누설이 없도록 한다.

   (3) 절곡부의 곡선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부위가 없도록 한다.

   (4) FRAME은 냉간압연강판 2.0t를 절곡하여 본체를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보온(INSULATION)

   (1) 보온은 아티론 20t를 사용하여 기기내부와 외부와의 열 전달을 최대로 

억제한다.

   (2) SHEET는 난연성 재질로 한다.

   (3) SHEET가 맞닿는 부위는 틈새가 없도록 한다.

   다) 도장(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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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탈지공정에 의해 탈지를 한 후 인산피막처리를 한다.

   (2) 에폭시 프라이 마로 코팅한다.(1회 이상)

   (3) 메라민도료 지정 색으로 소부도장 하며(2회 이상), 도막두께는 

50μm이상으로 한다.

 라) PRE-FILTER

     (1) PRE-FILTER는 재생 가능한 TYPE 이어야 하며 최종 압력 손실이 적  

         은 것이어야 한다.

     (2) PRE-FILTER는 FLAT & UNIT TYPE으로 다른 장비의 수명을 연장  

         시키는 데 기하여야 한다.

     (3)  FRAME 은 ALUMINUM 을 사용한다.

     (4)  PRE-FILTER의 여재의 효율은 AFI 85% 이상이어야 한다.

     (5)  PRE-FILTER는 정면 또는 측면에서 ACCESS 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

   마) HEPA FILTER

   (1) FILTER FRAME은 PLYWOOD이며, 이음 부에는 누설이 없도록 

SEALING재로 SEALING 처리한다.

   (2) SEALING 방법은 GASKET SEAL 방식으로 한다.

   (3) FILTER MEDIA의 GLASS FIBER SEPARATOR는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4) FILTER의 효율은 DOP 99.97%(0.3μm)을 사용한다.

     

바. RELIEF DAMPER 제작

 1) 구 성

   가) CASING & FRAME

   나) 도장(PAINTING)

   다) 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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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GRILL

 2) 재질 및 성능

   가) CASING & FRAME

   (1) CASING 재질은 냉간압연강판(KSD3512) 1.6t이상을 사용하여 충분한 

구조적 강도를 갖도록 제작한다.

   (2) 절곡부의 곡선을 미려하게 처리하고 돌출부위가 없도록 한다.

   나) 도장(PAINTING) 

   (1) 탈지공정에 의해 탈지를 한 후 인산피막처리를 한다.

   (2) 에폭시 프라이 마로 코팅한다.(1회 이상)

   (3) 메라민 도료 지정 색으로 소부도장하며(2회 이상), 도막두께는 

50μm이상으로 한다.

   다) BLADE

   (1) BLADE는 알루미늄 1.2t를 사용하여 원형으로 제작한다.

   (2) BLADE는 0.5∼4mmAq에서 작동되도록 한다.

   (3) BLADE와 CASING과는 AIR LEAK가 없도록 SILICON재의 

PACKING을 사용하여 기 을  유지한다.

   (4) 0.5∼4mmAq에서 작동할 수 있는 BALANCE WEIGHT를 갖추도록    

   한다.

   (5) 압력 차에 의한 AUTOMATIC ADJUSTABLE TYPE으로 한다.

   (6) BALANCER측의 BEARING은 무급유식 축베어링으로 한다.

   라) GRILL

   (1) 알루미늄으로 제작하며 먼지의 누적방지를 위해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지정색으로 소부 도장하며(2회 이상), 도막두께는 50μm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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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기청정실 평가

 가. 적용범위

   본 공기청정실 평가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 검출기 제작 및 조립을 위하

여 설치되는 클린룸에 대한 성능평가를 위한 것이며, 시공완료상태, 작업완료상

태, 작업상태로 구분하여 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작업상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

다. 여기서, 시공 완료상태란 클린룸이 완성되어 클린룸이 정상운전 될 수 있으

나 생산설비와 작업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작업완료상태란 클린룸이 완성되

어 있고 정상운전 할 수 있으며 작업상태는 완료된 상태이고 작업자가 없는 상

태이다. 또한 작업상태란 클린룸과 조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작업자가 실내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나. 청정도에  관한 평가

  청정실 또는 청정구역에 대하여 공기청정도 클래스는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공기 부유입자의 농도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1) 청정도 평가 방법

   가) 정규 평가방법

  이 방법은 청정실 공간 정체를 대상으로, 청정실내의 평균 입자농도에 기초하

여 청정도를 평가함으로써 모든 청정도 클래스의 평가에 사용한다. 청정실내의 

적당한 수의 측정 점을 선택하여 각각의 측정 점에서의 평균농도가 어떤 클래스

의 상한 농도 이하이고, 신뢰계수 95%에서 구한 각 측정 점의 평균 농도의 평균

의 신뢰 상한선이 상한 농도 이하인 경우, 청정실은 그 청정도 클래스인 것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나) 축차 샘플링 평가방법

   이 방법은 청정실내의 각 측정 점별로 공기를 연속 샘플링 하여 입자의 누적 

개수가 축차 샘플링 평가선도에서 정한 신뢰 계수 95%이상의 범위(이하 적합한 

역이라고 한다)에 들어간 시점에서 그 측정 점은 상한 농도를 만족한다고 하

고, 전체 측정점이 어떤 클래스의 상한 농도에 적합한 경우, 청정실은 그 청정도 

클래스이다. 라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또한 이 방법은 청정실이 그 청정도 클래

스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클래스 1,000보다 청정한 청정도 

클래스의 평가에 사용한다.

  2) 시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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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청정실내 유동 형태

    (1) 단일방향류형

    (2) 수직층류형

    (3) 수평층류형

   나) 청정실 운전상태

    (1) 시공완료상태

    (2) 조업완료상태

    (3) 작업상태

    (4) 유동변수와 환경변수 조건

* 공기유속

* 공기유량

* 실내정압

* 환기횟수

* 환기량 비율

* 공기 유속의 균일도

* 평행도 및 유통의 경로

* 온도, 습도, 소음도, 등

 3) 공기부유입자의 계수

  가) 측정위치 및 측정점수

   (1) 측정 점의 수는 6미만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측정 높이는 작업 면과 같은 높이로 한다.

   (3) 바닥 면에 가로, 세로3m 이내의 동 간격으로 구획하고 그 구역의 중앙점

에서 측정한다.
   (4) 바닥면적이 커서 원칙적으로 측정할 경우 측정 점의 수가 너무 많아질 경

우에는 원칙적으로 정한 3m간격을 적당히 넓혀도 좋다. 단, 이 경우에 각

각의 간격을 동일하게 하고, 측정 점의 수는 20~30을 기준으로 한다.

   (5) 측정점이 실내에 설치된 장치와 중복될 경우에는 그 측정 점은 제외시킨  

       다.

   (6) 샘플링 할 때 측정기 및 측정 자로부터 발진된 입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나) 샘플링 공기량 및 측정횟수

   (1) 샘플링 공기량은 표 6-1에 나타낸 최소 샘플링 공기량 이상으로 하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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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점에서의 측정횟수는 3회이상으로 한다. 단, 흡입 공기량이 300 x 

10 3 m 3보다 큰값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샘플시간은 샘플링 공기량을 샘플 유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샘플링 공

기량이 크면 측정치간의 변동을 감소시키므로 측정의 정 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샘플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길어질 정도로 체적을 크게 할 수 

없다. 입자의 농도는 샘플링 공기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입자 크기의 입방 

미터당 입자수로 기록한다.

 4) 공기 부유입자의 농도 측정방법

  가) 측정장비

   공기 부유입자의 농도 측정에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교정된 것으로 유효기

간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공기 부유입자의 크기 범위에 적당한 것을 선택한

다.

   (1) 광학입자 계수기(Optical Particle Counter)

표 6-1 청정도 클래스에 따른 측정입자 크기별 최소 샘플링 공기량(단위: x 10

3m 3)

입경( μm)

청정도 class

M1 M10
M10

0
M1,000 M10,000 M100,000 M1,000,000 M10,000,000

0.1 2,000 200 20 3 - - - -

0.2 9,000 900 90 9 3 - - -

0.3 20,000 2,000 200 20 3 3 3 3

0.5 (6,000) (6,000) 600 60 6 3 3 3

1.0 - - - 300 30 3 3 3

5.0 - - - - 800 80 8 3

 * 괄호 안의 숫자는 청정도 클래스를 평가하기 위한 대상입자 크기 이외의 입자크

기에 대한 값으로 참고 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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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축핵 계수기(Condensation Nucleus Counter)

   (3) 기타 측정장비

  나) 측정방법

   (1) 광학입자계수기

   광학입자계수기는 공기 부유입자의 농도 및 크기 분포에 관한 것을 측정한다. 

정기적으로 교정되고 적절하게 관리된 입자 계수기만을 공기 부유입자의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한다. 기하학적 형상이나 작동원리가 서로 다른 광학 계수기들은 

동일한 샘플의 입자를 계수 하더라도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검정된 동일한 설계의 기기로 동일한 공기를 샘플 하여 측정하더라

도 측정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광학입자계수는 그 제품의 제작자가 명시

한 상한선 이상의 입자농도나 상한선 이상의 입자 크기를 측정해서는 안 된다. 

광학입자계수기는 알려진 참고 표준규격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교

정이 요구되는 변수는 공기의 유량과 입자의 크기를 포함하며, 이것만으로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2) 응축핵계수기

   응축핵계수기는 광학입자계수기로는 측정하기 곤란한 0.1 μm 이하의 미소입자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미소입자를 포함한 공기를 증기에 의해 과포화상태로 만

들어서 미소입자를 핵으로 하여 증기를 응축시켜 성장시킨 후 성장한 미소입자

를 광산란식 입자 계수기에 의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응축핵 계수기는 정기적으

로 교정되어야 한다.

   (3) 기타 측정장비

   광학 입자 계수기 및 응축핵 계수기가 아닌 다른 입자 계수 방법이나 장비도 

정 도, 신뢰도 및 반복성 등이 광학 입자 계수기 및 응축핵 계수기보다 더 좋다

는 것이 입증되면 측정에 사용할 수 있다.

 5) 측정값의 분석 및 평가

  가) 정규평가 방법(통계분석)

   (1) 샘플링 공기량 및 측정횟수

   샘플링 공기량은 최소 샘플링 공기량 이상으로 하고, 각 측정점에서의 측정 

횟수는 3회 이상으로 한다.

   (2) 평균입자 농도

   한 측정 점에서의 평균입자 농도는 각각의 측정 점에서 측정된 입자수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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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측정 점에서의 측정횟수로 나눈 값을 나타낸다.

     C = (N
1
 + N

2
 + N

3
 +  + N

n
)/n

     여기서, C : 평균입자 농도

             N : 측정된 입자 수

             n : 측정횟수

   (3)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은 각 측정 점에서의 평균입자 농도의 합을 측정 점

의 수로 나눈 값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모든 측정 점은 각 측정 점에서의 측정횟

수에 균일하게 증가된다.

     M = (C
1
 + C

2
 + C

3
 +  + CL)/L

     여기서, M :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

             C : 평균입자 농도

             L : 측정 점의 수

   (4) 표준편차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에 대한 표준편차는 각 측정 점에서의 평균입자 농도

와 이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간의 차이의 제곱의 합으로 나눈 값의 제곱근으로 

나타낸다.

             (C
1
 - M) 2 + (C

2
 - M) 2 +  (C L - M) 2

     SD =〔                                                      〕 1/2

                                  L - 1

     여기서, SD : 표준편차

   (5) 표준오차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에 대한 표준오차는 표준편차를 측정 점 총수의 제곱

근으로 나눈 것이다.

     SE = SD / (L) 1/2

     여기서, SE : 표준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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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뢰 상한선(UCL : Upper Confidence Limit)

   평균입자 농도 평균값의 95% 신뢰 상한선은 적절한 신뢰 상항선 계수를 표

준오차(SE)에 곱한 값을 평균입자 농도의 평균값에 더한 것이다.

UCL = M + (SE x UCL계수)

   (7) 청정도 클래스의 인정 기준

   부유입자의 농도에 따른 청정도 클래스는 클래스에 해당하는 입자 크기에 대

하여 그 농도를 측정하여 결정한다. 각 측정 점에서 측정된 평균입자 농도가 각

각 인정받아야 할 청정도 클래스의 상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평균입자 농도 평

균값의 95% 신뢰 상한선이 청정도 클래스의 상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나) 축차 샘플링 평가 방법

   (1) 샘플링 공기량

   축차 샘플링 방법에서의 샘플링 공기량은 연속해서 공기를 샘플링 하여, 샘플

링한 누적 공기량과 대상 입자 크기 이상의 미립자 누적 개수를 나타낸 것이며, 

그 좌표 점이 적합 역 또는 부적합 역에 들어간 시점까지의 공기량으로 한

다. 축차 샘플링 평가 선도의 누적 샘플링 평가 선도의 누적 샘플링 공기량의 눈

금은 청정도 클래스 및 대상입자 크기에 따라 다르다.

     K = ( D / 0.3 ) 2.1

     여기서, K : 보정계수

             D : 입자크기(mm)

   누적 샘플링 공기량은 다음 식으로 구한다.

     V = V。x K

     여기서, V : 입자 크기 D( μm)인 입자에 대한 샘플링 공기량(m 3)

             V。: 입자 크기 0.3 μm 입자에 대한 샘플링 공기량(m 3)

   (2) 입자농도

표 6-2 95% 신뢰 상한계수 

측정점수 6 7~9 10~16 17~29 ＞29

t(F,2 α) 2.0 1.9 1.8 1.7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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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링 공기량을 측정하여 축차 샘플링 평가선도의 적합한 역 또는 부적합 

역에 들어간 시점에서 측정을 종료한다. 적합함 역 또는 부적합 역에 들어

가지 않는 경우는 다시 측정을 한다. 재 측정을 포함한 2회의 측정에서도 평가 

할 수 없는 경우는 최소 샘플링 공기량의 3배를 샘플링 하여 그 측정 점의 평균

입자 농도를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N
      SD =         

             3 x Q
m

      여기서, N : 측정된 입자 수(개)

              Q
m
 : 최소 샘플링 공기량(m 3)

   (3) 청정도 클래스의 인정 기준

   각 측정 점에서 계속해서 측정하여 축차 샘플링 평가선도의 적합한 역 범

위에 들어간 시점에서 그 측정 점을 대상으로 하는 청정도 클래스를 만족한다고 

한다. 2회의 측정을 시행하여 평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균입자 농도를 구하

고, 평균입자 농도가 만족하는 경우 측정 점을 대상으로 하는 청정도 클래스를 

만족한다고 한다.

     C ≤ 0.6 x 상한농도

전체 측정 점이 대상의 청정도를 만족하는 경우 그 청정실은 그 청정도 클래스

라고 평가한다.

 6) 청정도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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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명 : 정보과학동 지하1층 클린룸 설비공사

 측정일자 : 2002.12.   측정장비 : MAT-ONE

 설계조건 : CLASS 1,000 개

/ft 3

 측정개소 :  7 개소

 

① 0.5 μm : 600개 ② 0.5 μm : 210개 ③ 0.5 μm : 290개

④ 0.5 μm : 150개 ⑤ 0.5 μm : 100개 ⑥ 0.5 μm : 260개

⑦ 0.5 μm : 220개 ⑧ ⑨

 다. 유동에 관한 평가

   공기조화기에 의하여 청정실에 공급되는 청정공기는 HEPA FILTER BOX를 

통하여 균일하게 분배된다. 공기조화기에 대한 풍량 및 정압을 측정 및 조정하여 

요구하는 청정도가 유지되도록 하 다.

  1) 풍량 및 정압

   가) 공기조화기의 풍량 측정결과는 표 5-3과 같으며, 급기량은 조정값이 설계

값의 102%로 조정하 고 환기량은 조정값이 설계값의 101%로 조정하 고, 외기

량은 조정값이 설계값의 110%로 조정하 다.

   나) 정압은 조정값이 설계값의 105%로 조정하 다.

   다) 정격전류는 설계 값의 약 97%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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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환경조건에 대한 평가

 1) 온도 측정

  설계기준에 규정된 온도제어정도를 확인 및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측정장비

  온도제어 정도 이하의 정 도를 갖는 온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KS 규격 A 

0511 온도 측정 방법 통칙)

   나) 측정방법

    (1) 측정 점의 위치 및 수

   여러 측정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점 1점으로 하고, 실

내에 공조제어용 검출기가 있는 경우는 이점을 측정 점으로 결정한다. 온도 균일

도의 시험 등과 같이 다점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평면을 약 3m x 3m 크

기의 동일 면적의 격자로 분할하고 격자의 중심을 측정 점으로 한다. 격자 점의 

수는 최소 5점 이상, 최대 20점 이하로 한다. 측정 점의 높이는 통상의 작업 면

이 높이 또는 바닥으로부터 약1m로 한다.

    (2) 측정시기

   측정시기는 청정실의 운전시작 후 설정된 측정 점에서 온도가 정상상태에 도

달한후부터 1시간 이상 측정을 한다. 가능한 한 작업 시에 측정한다.

    (3) 주의 사항 

   각각의 측정 점에서의 측정간에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한다. 장치의 작

동시의 점진적인 변도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간 간격 후에 시험을 만족하

여야 한다.

측정 시에 외부의 조건도 동시에 기록한다.

표 6-3 풍량 및 정압 측정결과

장비

풍량 FAN MOTOR
비고

급기량 환기량 외기량 정압(mmAq) 정격전류(A)

설계 조정 설계 조정 설계 조정 설계 조정 설계 조정

공기

조화기
5,500 5,600 5,000 5,050 500 550 100 105 11.9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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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습도 측정

  설계 기준에 규정된 습도제어정도 및 실내 습도 확인 및 조정에 그 목적이 있

다.

   가) 측정장비

  습도제어 정도 이하의 정 도를 갖는 습도계를 사용하여야 한다.(KS 규격 A 

0078습도 측정방법)

   나) 측정방법

    (1) 측정 점의 위치 및 수

   원칙적으로 온도 측정 점과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한다.

    (2) 측정시기

   측정시기는 청정실의 운전시작 후 설정된 측정 점에서 온도가 정상상태에 도

달한 후부터 1시간 이상 측정을 실시한다. 가능한 한 작업 시에 측정을 하여야 

한다.

    (3) 주의 사항

   각각의 측정 점에서 측정간에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한다. 장치의 작동

시의 점진적인 변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당한 시간 간격 후에 시험을 반복하여

야 한다.측정 시에는 외부의 조건도 동시에 기록한다.

 3) 소음 시험

  설계기준에 규정된 소음정도에 대하여 측정 및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 측정장비

   (1) Digital 소음계 : TES-1350A 소음계

  나) 측정방법

   (1) 측정위치 : 공기 유입 필터에서 1m 떨어진 위치와 각각의 작업 위치에서

의 소음 값을 측정한다.

   (2) 소음 측정은 환기 및 공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외부의 배경 소

음이 낮은 무인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장치의 작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청정실 내의 배경 소음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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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결과

 건명 : 정보과학동 지하1층 크린룸 설비공사

 측정일자 : 2002.12.   측정장비 : TES-1350A

 설계조건 : 60 db  측정개소 :  5 개소

                                              

① 43 ② 45 ③ 42

④ 44 ⑤ 45 ⑥

⑦ ⑧ ⑨

마. 결론 및 활용방안

 1) 청정실 평가

 본 청정실은 기존 건물 내에 제작설치 되므로 바닥은 기존 콘크리트 바닥에 전

도성 타일로 마감하고, 공기조화기기계실은 별도로 설치하여 진동 및 소음으로부

터 독립되게 하 다. 공기청정실을 설계 및 제작설치 하여 평가한 결과 설계조건

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얻었다.

구    분
Paticle Count 

Test(0.5 μm)
온   도 습   도 소   음

설계기준 1,000개/CFM 24℃±2℃ 55%±5% 60db

측정결과   261개/CFM      23℃     50% 43.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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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결과는 공기청정실의 설계, 제작설치 및 공기청정도 평가에 필요한 기술자

료, 운전 및 유지보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연구소에서 연구목적으

로 하는 실험실 운 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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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론 및 건의사항

  

  소내 원자력시설 내의 온도, 압력, 유량 관련 센서류, 변환기, 전송기, 지시기, 

스위치류, 기록기, 경보기 등의 공정계통 소자들에 대한 점검과 교정을 수행하

다.

  설치된지 20여년이 경과된 원자력시설의 아나로그(릴레이) 로직에 의한 공정계

통은 사용 부품들의 경시변화로 접점의 부식, 케이블의 손상(동선의 부식에 따른 

전기적 신호의 전송 에러) 등에 의한 공정의 오동작으로 운 상에 문제가 되고 

있다.이러한 공정 계통중 조사후시험시설의 핵연료저장 풀 수처리공정(Unit 211)

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격제어화 하 으며 사용후핵연료 cask 반입공정(Unit 

212)을 PLC를 사용하여 디지털 로직으로 개선하 다.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안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감시시스템도 설치된

지 20여년이 지나 사용된 검출기의 특성이 변했거나 부분적으로 고장을 일으켜 

올바른 방사선 감시가 이루어 질 수 없으며 금년에는 조사후시험시설의 주요 구

역에 대한 방사선감시에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검출기인 50개의 섬광체와 광증배

관(PMT)을 자체적으로 구성 시험평가하여 교체하 다. 

  조사후시험시설과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공간방사선감시장치인 MAFF와 

Alilog는 노후화에 의한 빈번한 고장으로 시설에 대한 원활한 방사선감시가 이루

어질 수 없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이 MAFF의 신호처리 모듈을 개발하

여 교체 설치하 다.

  방사선감시계통에서 미세 방사선검출기 신호를 증폭하는 전치증폭회로를 개발

하 으며, 입사되는 방사선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거나 상형태로 보기 위해 사용

되는 1차원 또는 2차원 화소 배열형 검출기의 신호처리용 다채널 Readout 주문

형반도체(ASIC)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특성을 평가하 다. 본 과제에서 ASIC

은 CdZnTe검출기를 대상으로 하 다.

  공기청정실을 설계 및 제작설치 하여 평가한 결과 설계조건을 만족시키는 결

과를 얻으므로 해서 공기청정실의 설계, 제작설치 및 공기청정도 평가에 필요한 

기술자료, 운전 및 유지보수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앞으로 연구소에서 연구

목적으로 하는 실험실 운 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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