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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핵연료기술개발설비 건설사업은 하나로 핵연료국산화 및 첨단핵연료기술 개발을 위한 종

합연구시설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그리고 본 사업은 1999년에 착수하여 2003년 

초에 준공 되었다. 

  그 주요 설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규모 및 재실 구성

  가. 규모

      o 건축면적 : 약 2,167 ㎡

      o 연 면 적 : 약 3,618 ㎡

      o 층    수 : 지하 1층, 지상 3층

      o 건물높이 : G.L. +15 m

      o 건물층고 : 4.5m/9m/12m/13.5m

  나. 재실구성

      o 지 하 층 : 기계실, 전기실, 방사성폐기물저장 탱크실

      o 1     층 : 하나로핵연료가공실, 개량금속 핵연료 연구실, 첨단핵연료 연구실, 일체

형 핵연료 연구실, 분말실, 소결실, 정련/환원실, 공용시험시설, 방사선관리시설,가스저장고, 

로비, 화장실 등

      o 2      층 : 공용시험실, 정비실 및 운 관리실

      o 3      층 : AHU Room, ACU Room

  다. 건물구조 및 마감

      o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 슬라브 두께 15cm, 20cm

        - 벽 두께 : 지하벽 45cm, 콘크리트

                    외벽 30cm, 콘크리트

                    내벽 20cm, 콘크리트

                    조립벽체 1.0B

        - 전면기초두께 : 90cm

      o 배기연돌 : 직경 2m(내경 1.98m), 두께 10mm, 높이 37.5m

                   강재원통형 독립구조

2. 특수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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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오염방지장치

    1)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시설

       o ACU(Air Cleaning Unit)

       o 풍량 : 31,500 CMH

       o 정압 : 73 mmAq

       o Prefilter : NBS 85%

       o HEPA Filter : NBS 99.97%

       o 송풍기 : Air Foil Type

                  20HP x 2 set/440V/60HZ/3φ

    2)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o ACU(Air Cleaning Unit)

       o 풍량 : 22,800 CMH

       o 정압 : 81 mmAq

       o Prefilter : NBS 85%

       o HEPA Filter : NBS 99.97%

       o 송풍기 : Air Foil Type

                  15HP x 2 set/440V/60HZ/3φ 

  나. 비상운전계통

    1) 발전기

       o 정격용량 : 250Kw/440V/60HZ/3φ

       o 형    식 : 회전계자형 동기발전기

       o 역    율 : 0.8(지상)

       o 효    율 : 90%

       o 냉각방식 : Fan에 의한 자기통풍식

    2) 디젤엔진

       o 정격출력 : 비상 464HP/상용 423HP

       o 사용연료 : 저유황 경유

       o 연료소모량 : 76.2 L/H

       o 형     식 : 디젤엔진(4행정 수냉식)

       o 냉각 방식 : Remote Radiator 수냉식

  다. 핵물질 취급, 운반 및 저장계통

    1) 핵물질 취급 및 저장

      가) 크레인 및 호이스트

        o 연구용 원자로 연료제조시설

          - 용도 : 연구용원자로 연료제조시설내 각종 부품 및 핵물질운반

          - 용량 : 3 Ton x SPAN 18.2m x T/L 36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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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량 : 1 set

          - 형식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양정 : 약 7m

          - 전동기 전원 : AC 440V/60HZ/3φ

        o 개량급속실

          - 용도 : 개량금석실내 각종 부품 및 핵물질운반

          - 용량 : 2 Ton x SPAN 7.8m x T/L 18.9m

          - 수량 : 1 set

          - 형식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양정 : 약 9m

          - 전동기 전원 : AC 440V/60HZ/3φ

        o 건식정련실

          - 용도 : 건식정련실내 각종 부품 및 핵물질운반

          - 용량 : 2 Ton x SPAN 7.8m x T/L 18.9m

          - 수량 : 1 set

          - 형식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양정 : 약 5.5m

          - 전동기 전원 : AC 440V/60HZ/3φ

        o 시범핵연료 조립실

          - 용도 : 시범핵연료 조립실내 각종 부품 및 핵물질운반

          - 용량 : 2 Ton x T/L 14.5m

          - 수량 : 1 set

          - 형식 : Monorail Hoist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양정 : 약 7m

          - 전동기 전원 : AC 440V/60HZ/3φ

        o 시범핵연료 조립실

          - 용도 : 시범핵연료 조립실내 각종 부품 및 장비운반

          - 용량 : 2 Ton x 7m

          - 수량 : 1 set

          - 형식 : Jib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양정 : 약 7m

          - 전동기 전원 : AC 440V/60HZ/3φ

        o 핵연료실험실

          - 용도 : 핵연료실험실내 각종 부품 및 핵물질운반

          - 용량 : 1 Ton x 7m

          - 수량 : 1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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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 : Jib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양정 : 약 7m

          - 전동기 전원 : AC 440V/60HZ/3φ

    2) 핵물질 저장계통

        o 용량 : 3.35㎥

        o 수량 : 2 set

        o 형식 : 수직원통형, slab형 바닥, 스트레이너 부착

        o 재질 : STS304

        o 용도 : 비상샤워수 수집 및 저장

  라. 항온항습설비

    1) 청정지역 공기조화기

        o 풍량 : 12,500 CMH

        o 정압 : 99 mmAq

        o 냉방부하 : 48,000 Kcal/Hr

        o 난방부하 : 129,800 Kcal/Hr

        o 가습량 : 107 Kg/Hr

        o 공기여과기 : 초급 AFI 80%, 중급 NBS 80%

        o 송풍기 : 2 set/Air Foil/440V 60HZ 3φ

    2)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시설 지역 공기조화기

        o 풍량 : 29,300 CMH

        o 정압 : 94 mmAq

        o 냉방부하 : 68,000 Kcal/Hr

        o 난방부하 : 352,200 Kcal/Hr

        o 가습량 : 344 Kg/Hr

        o 공기여과기 : 초급 AFI 80%, 중급 NBS 80%

        o 송풍기 : 2 set/Air Foil/440V 60HZ 3φ

    3)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지역 공기조화기

        o 풍량 : 22,400 CMH

        o 정압 : 99 mmAq

        o 냉방부하 : 64,000 Kcal/Hr

        o 난방부하 : 183,300 Kcal/Hr

        o 가습량 : 174 Kg/Hr

        o 공기여과기 : 초급 AFI 80%, 중급 NBS 80%

        o 송풍기 : 2 set/Air Foil/440V 60HZ 3φ

    4) 항온항습기

        o 기기번호 : M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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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식 : Vertical Type

          - 냉방부하 : 5,400 Kcal/Hr

          - 난방부하 : 2,580 Kcal/Hr

          - 가습량 : 4 Kg/Hr 

          - 동력 : 6.6 Kw

        o 기기번호 : M569

          - 형식 : Vertical Type

          - 냉방부하 : 8,100 Kcal/Hr

          - 난방부하 : 4,300 Kcal/Hr

          - 가습량 : 4 Kg/Hr 

          - 동력 : 9.8 Kw

        o 기기번호 : M564

          - 형식 : Vertical Type

          - 냉방부하 : 13,500 Kcal/Hr

          - 난방부하 : 6,880 Kcal/Hr

          - 가습량 : 4 Kg/Hr 

          - 동력 : 15.88 Kw

        o 현미경조직 검사실

          - 형식 : Vertical Type

          - 냉방부하 : 9,100 Kcal/Hr

          - 난방부하 : 5,300 Kcal/Hr

          - 가습량 : 4 Kg/Hr 

        o 전기실 냉방기

          - 형식 : Vertical Type

          - 냉방부하 : 14,500 Kcal/Hr

          - 동력 : 3.75 Kw

  마. 계통자동제어 및 화재감시설비

    1) 계통자동제어

        o 중앙관재장치

          - Engineering Console

            LonMarker for Windows

            LNS DDE SERVER

            CPU : 32 bts Processor

            Main Clock : 500MHZ

            Hard Disk : 10 G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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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oppy Disk : 3.5" 1.44Mbyte

            Serial Port : 2 EA

            OS

            Monitor : 20", 해상도 1280 x 1024

            Graphic Card : 1600 x 1200 x 256 Color

            MMI SW

          - Operator Console

            LNS DDE SERVER

            CPU : 32 bts Processor

            Main Clock : 500MHZ

            Hard Disk : 10 Gbyte

            Floppy Disk : 3.5" 1.44Mbyte

            Serial Port : 2 EA

            OS

            Monitor : 20", 해상도 1280 x 1024

            Graphic Card : 1600 x 1200 x 256 Color

            MMI SW

          - 경보프린트 W/DESK

            형식 : DOT Printer

            인자속도 : 한  24CPS, 문 420CPS

            문자 : 한 , 문, 숫자 및 특수키

            Memory Buffer : 12 MB

          - 보고서용 프린트 W/DESK

            형식 : Laser Printer

            인자속도 : A4기준 16ppm

            문자 : 한 , 문, 숫자 및 특수키

          - 비디오 복사기

            인쇄방식 : Color Laser Jet

            인자속도 : 흑백 16ppm, Color 4ppm(A4 기준)

            호환성 : Windows-NT, UNIX, Solaris, MS-DOS, WIN 95

          - MOSAIC GRAPHIC BOARD

            규격 : 2500 x 1500 x 1000(1set)

        o LON DEVICE

          - LON CONTROLLER MODULE : DI-10

          - LON CONTROLLER MODULE : DO-10

          - LON CONTROLLER MODULE : DI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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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N CONTROLLER MODULE : AI-10

          - SCHEDULER : SCH-10

          - ROUTER : LPR-10

          - LON-PLC : NP-80

    2) 화재감시설비

      o 옥내 소화전

        - 수 량 : 3 개 

        - 형 식 : 노출형 및 매립형 

        - 재 질 : 1.6t 이상 스테인레스 스틸

        - 기본 부품 : 호스 15 m, 노즐Φ40 X 1 개, 호스 걸이식, 앵 밸브 Φ40 X 1개

      o 소화기

        - 다용도 분말 소화기

          규  격 :4.5 kg

          적응성 : 목재, 유류, 전기화재

        - CO2 소화기

          규  격 : 8 kg

          적응성 : 유류, 전기화재

        -  금속 분말 소화기

           적응성 : 금속화재

      o 소화용 펌프

        - 소화용 주 펌프

          수량 : 2 대

          형식 : 다단 볼류트펌프

          규격 : 150LPM x 50M x 5HP

      o 소화용 보조펌프

          수량 : 1 대

          형식 : 웨스코 펌프

          규격 : 60LPM x 40M x 3HP

      o 소화용 저수조

          수량 : 1 대

          용량 : 3.43 Ton

          재질 : STS304, 판넬조립

      o 소화용 압력탱크

          수량 : 1 대

          용량 : 100 LIT

      o 연결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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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 1 대

          INLET : D65 x 2 EA / OUTLET : D100 x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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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Fuel Technical Development Facility  aimed to 

accomodate general nuclear fuel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the HANARO fuel 

fabrication and advanced fuel researches. And this project was start from the year of 

1999 and completed the early of 2003. 

  The major facility are summarized as follows :

1. Building Size and Room Function

  A. Building Size

      o Building Aea : Approx. 2,167 ㎡

      o Total Area    : Approx.  3,618 ㎡

      o Floor        : Basement 1ST Floor, Ground 3TH Floor

      o Building Height : G.L. +15 m

      o Floor Height    : 4.5m/9m/12m/13.5m

  B. Room Function

      o Basement Floor 

        - Machine Room

        - Electrical Equipment Room

        - Radioactive Waste Tank Room

      o 1ST Floor 

        -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ies

        - Pyroprocess Lab.

        - Metal Fuel Lab.

        - Nondestructive Lab.

        - Pellet Processing Lab.

        - Powder Processing Lab.

        - Access Control Room

        - Sintering Lab.

        - Nuclear Fuel Lab. for Integration Reactor etc.

      o 2ED Floor

        - Thermal Properties Measurement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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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ellet Characterization Lab.

        - Powder Analysis Lab.

        - Microstructure Analysis Lab.

        - Maintenance & Operating Office etc.

      o 3RD Floor

        -  AHU Room, ACU Room

  C. Building Structure and Finish

      o Building Structure

        - Steel Bar Concrete

        - Slab Thickness 15cm, 20cm

        - Wall Thickness : Basement Wall 45cm, Concrete

                    Out Side Wall 30cm, Concrete

                    Inside Wall 20cm, Concrete

                    Block Wall 1.0B

        - Front Foundation Thickness : 90cm

      o Exhaust Stack : Dia. 2m(In Dia. 1.98m), Thick. 10mm, Height 37.5m

                   Steel Cylindrical Type, Independent Structure

2. Special Facility Equipment

  A. Environmental Pollution Protection Equipment

    1)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ies Exhaust ACU(Air Cleaning Unit)

       o Flow Rate : 31,500 CMH

       o Static Press. : 73 mmAq

       o Pre-Filter : NBS 85%

       o HEPA Filter : NBS 99.97%

       o Fan : Air Foil Type

               20HP x 2 sets/440V/60HZ/3φ

    2) Advanced Nuclear Fuel Research Facility Exhaust ACU(Air Cleaning Unit)

       o Flow Rate : 22,800 CMH

       o Static Press. : 81 mmAq

       o Pre-Filter : NBS 85%

       o HEPA Filter : NBS 99.97%

       o Fan : Air Foil Type

               15HP x 2 sets/440V/60HZ/3φ 

  B. Emergency Operating System

    1)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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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Capacity : 250Kw/440V/60HZ/3φ

       o Type    : Rotary Type, 

       o Power Factor : 0.8(ground)

       o Efficiency     : 90%

       o Cooling Type : Fan Type

    2) Diesel Engine

       o Normal Power : Emergency 464HP/Normal 423HP

       o Fuel : Low 저유황 Light Oil

       o Fuel Consumer : 76.2 L/H

       o Type : Diesel Engine(4 Strokes, Water Cooling)

       o Cooling Type : Remote Radiator Water Cooling

  C. Nuclear Material Handle, Storage and Transport System

    1) Nuclear Material Handle and Storage

      a) Crane and Hoist

        o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ies

          - Use : Nuclear Material Transport in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ies

          - Capacity : 3 Ton x SPAN 18.2m x T/L 36m

          - Quantity : 1 set

          - Type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Height : Approx. 7m

          - Power : AC 440V/60HZ/3φ

        o Metal Fuel Lab. 1

          - Use : Nuclear Material Transport in Nuclear Fuel Lab. 1

          - Capacity : 2 Ton x SPAN 7.8m x T/L 18.9m

          - Quantity : 1 set

          - Type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Height : Approx. 9m

          - Power : AC 440V/60HZ/3φ

        o Metal Fuel Lab. 2

          - Use : Nuclear Material Transport in Nuclear Fuel Lab. 2

          - Capacity : 2 Ton x SPAN 7.8m x T/L 18.9m

          - Quantity : 1 set

          - Type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Height : Approx. 5.5m

          - Power : AC 440V/60HZ/3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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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Test Bundle Assembly Lab.

          - Use : Nuclear Material Transport in Test Bundle Assembly Lab.

          - Capacity : 2 Ton x T/L 14.5m

          - Quantity : 1 set

          - Type : Monorail Hoist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Height : Approx. 7m

          - Power : AC 440V/60HZ/3φ

        o Test Bundle Assembly Lab.

          - Use : Nuclear Material Transport in Test Bundle Assembly Lab.

          - Capacity : 2 Ton x 7m

          - Quantity : 1 set

          - Type : Jib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Height : Approx. 7m

          - Power : AC 440V/60HZ/3φ

        o Nuclear Fuel Lab. for Integrated Reactor

          - Use : Nuclear Material Transport in Nuclear Fuel Lab. for Integrated 

Reactor

          - Capacity : 1 Ton x 7m

          - Quantity : 1 set

          - Type : Jib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 Height : Approx. 7m

          - Power : AC 440V/60HZ/3φ

    2) Radwaste Storage System

        o Capacity : 3.35㎥

        o Quantity : 2 sets

        o Type : Vertical, Cylindrical Type, Slab Bottom Type and with Strainer

        o Material : STS304

        o Use : Collection and Storage of Emergency Shower Water

  D. Air Conditioning Unit(AHU) Facility

    1) Cleam Area Supply AHU

        o Air Flow Rate : 12,500 CMH

        o Static Pressure : 99 mmAq

        o Cooling Capacity : 48,000 Kcal/Hr

        o Heating Capacity : 129,800 Kcal/Hr

        o Humidifier : 107 Kg/Hr

        o Air Filter : Pre. AFI 80%, Medium NBS 80%



- xiv -

        o Fan : 2 sets/Air Foil/440V 60HZ 3φ

    2)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y Supply AHU

        o Air Flow Rate : 29,300 CMH

        o Static Pressure : 94 mmAq

        o Cooling Capacity : 68,000 Kcal/Hr

        o Heating Capacity : 352,200 Kcal/Hr

        o Humidifier : 344 Kg/Hr

        o Air Filter : Pre. AFI 80%, Medium NBS 80%

        o Fan : 2 sets/Air Foil/440V 60HZ 3φ

    3) Advanced Nuclear Fuel Research Facility Supply AHU

        o Air Flow Rate : 22,400 CMH

        o Static Pressure : 99 mmAq

        o Cooling Capacity : 64,000 Kcal/Hr

        o Heating Capacity : 183,300 Kcal/Hr

        o Humidifier : 174 Kg/Hr

        o Air Filter : Pre AFI 80%, Medium NBS 80%

        o Fan : 2 sets/Air Foil/440V 60HZ 3φ

    4) Packaged Air Conditioning Unit

        o Equip. NO : M562

          - Type : Vertical Type

          - Cooling Capacity : 5,400 Kcal/Hr

          - Heating Capacity : 2,580 Kcal/Hr

          - Humidifier : 4 Kg/Hr 

          - Power : 6.6 Kw

        o Equip. NO : M569

          - Type : Vertical Type

          - Cooling Capacity : 8,100 Kcal/Hr

          - heating capacity : 4,300 Kcal/Hr

          - Humidifier : 4 Kg/Hr 

          - Power : 9.8 Kw

        o Equip. NO : M564

          - Type : Vertical Type

          - Cooling Capacity : 13,500 Kcal/Hr

          - Heating Capacity : 6,880 Kcal/Hr

          - Humidifier : 4 Kg/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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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wer : 15.88 Kw

        o Microstructure Analysis Lab.

          - Type : Vertical Type

          - Cooling Capacity : 9,100 Kcal/Hr

          - Heating Capacity : 5,300 Kcal/Hr

          - Humidifier : 4 Kg/Hr 

        o Electrical Equipment Room

          - Type : Vertical Type

          - Cooling Capacity : 14,500 Kcal/Hr

          - Power : 3.75 Kw

  E. Automatic Control System and Fire Protection Facility

    1) Automatic Control System

        o Central Control Equipment

          - Engineering Console

            LonMarker for Windows

            LNS DDE SERVER

            CPU : 32 bts Processor

            Main Clock : 500MHZ

            Hard Disk : 10 Gbyte

            Floppy Disk : 3.5" 1.44Mbyte

            Serial Port : 2 EA

            OS

            Monitor : 20", 해상도 1280 x 1024

            Graphic Card : 1600 x 1200 x 256 Color

            MMI SW

          - Operator Console

            LNS DDE SERVER

            CPU : 32 bts Processor

            Main Clock : 500MHZ

            Hard Disk : 10 Gbyte

            Floppy Disk : 3.5" 1.44Mbyte

            Serial Port : 2 EA

            OS

            Monitor : 20", 해상도 1280 x 1024

            Graphic Card : 1600 x 1200 x 256 Color

            MMI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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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arn Print W/DESK

            Type : DOT Printer

            Speed : Korea 24CPS, English 420CPS

            Ward : Korea, English, Number 및 Special Key

            Memory Buffer : 12 MB

          - Report Print W/DESK

            Type : Laser Printer

            speed : A4 Standard 16ppm

            Ward : Korea, English, Number and special Key

          - VIDEO Copy

            Print Type : Color Laser Jet

            Speed : Black/White 16ppm, Color 4ppm(A4 Standard)

            Availability : Windows-NT, UNIX, Solaris, MS-DOS, WIN 95

          - MOSAIC GRAPHIC BOARD

            Size : 2500 x 1500 x 1000(1set)

        o LON DEVICE

          - LON CONTROLLER MODULE : DI-10

          - LON CONTROLLER MODULE : DO-10

          - LON CONTROLLER MODULE : DIO-10

          - LON CONTROLLER MODULE : AI-10

          - SCHEDULER : SCH-10

          - ROUTER : LPR-10

          - LON-PLC : NP-80

    2) Fire Protection Facility

      o Fire Hose Cabinet

        - Quantity : 3 EA

        - Type : Expose or Embedded Type 

        - Material : 1.6t over STS 304

        - Parts : Hose 15 m, NozzleΦ40 X 1 EA, Hose Hook Type, Angle Valve Φ40 

X 1EA

      o Extinguisher

        - Multi Power Extinguisher

          Capacity :4.5 kg

          Application : Woods, Oil, Electric

        - CO2 Extinguisher

          Capacity : 8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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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 Oil, Electric

        -  Metal Power Extinguisher

           Application : Metal

      o Fire Pump

        - Main Pump

          Quantity : 2 EA

          Type : Multi Stage Volute Pump

          Capacity : 150LPM x 50M x 5HP

      o Pressure Pump

          Quantity : 1 EA

          Type : WESSCO Pump

          Capacity : 60LPM x 40M x 3HP

      o Fire Water Storage Tank

          Quantity : 1 EA

          Capacity : 3.43 Ton

          Material : STS304, Panel Type

      o Pressure Tank

          Quantity : 1 EA

          Capacity : 100 LIT

      o Connector

          Quantity : 1 EA

          INLET : D65 x 2 EA / OUTLET : D100 x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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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개요

  핵연료기술개발설비 건설사업은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와 첨단 핵연료기술개발을 위한 종

합연구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본 건설 사업은 1999년 5월에 착수하여 2003년 2월에 

준공하 다.

  o 설계회사

      기  간 : 1999.05.30∼2000.06.30

      계약자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o 건설회사

      기  간 :.2001.01.12∼2003.01.14

      계약자 : 두산중공업주식회사

  o 건설공사 감리회사

      기  간 : 2001.02.12∼2003.02.11

      계약자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1. 건축 및 토목

    가. 건물배치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은 건물배치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로 원자로 시설 부지  

에 인접한 동서방향 약 98 m, 총면적 약 8,332 ㎡, 포고 EL. 75 m의 장방형 정지부지이

며, 부지 동쪽 끝단 지하에 남북방향으로 utility용 지하 공동구가 위치하고, 부지 동,서,남

측 3면은 폭 12 m의 소내 도로에 접하고 있다.

  본 연구동 건물은 동서방향 약 58.5 m, 남북방향 약 36 m의 바닥면적이 규모로 부지내

에 동서방향을 장변 축으로 배치되며, 연구동 건물 북쪽 외벽에 인접하여 직경 2 m, 지표

면으로부터 높이37.5 m의 강재 원통형 배기 연도가 별도로 설되었다. 

  

    나. 건물구조 및 부지 특성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은 하나로 핵연료가공시설, 첨단 핵연료연구시설, 공용시험시

설구역 및 방사선관리시설과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가스저장고 등 유틸리티 시설구역으

로 구성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약 1,100평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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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적으로 철골 구조물로 형성되어 있다. 하부 건물기초는 온통기초(Mat Foundation)이며, 

상부구조는 슬래브, 보, 기둥, 내력벽 및 지붕 트러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풍 하중, 진지하중과 같은 수평방향 하중에 대하여 내력벽이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하

으며, 사하중, 활하중과 같은 수직하중은 슬래브, 보, 기둥 및 내력벽이 지지하도록 설계

하 다.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의 부지는 성토구간으로 지반 지지력이 불안정하여 구역별로 지표

면 하부 약 4.5∼6.0 m를 구조용 뒷 채움으로 치환하여 기초를 설치하도록 설계하 으며, 

건물 내 관리구역의 배기를 위한 강재 원통형 배기 연도는 건물 북측 외부에 별도 독립구

조로 설계하 다.

    다. 건물규모 및 재실구성

       1) 규모

          o 건축면적 : 약 2,167 ㎡ 

          o 연 변 적 : 약 3,618 ㎡

          o 층    수 : 지하 1층, 지상 3층

          o 건물높이 : G.L. + 15 m(3층 파라팻 높이 포함)

          o 건물층고 : 4.5 m, 9 m, 12 m, 13.5 m

       2) 재실구성

          o 지하층 : 기계실, 전기실, 방사성 폐기물저장 탱크실

          o 1층   : 하나로 핵연료가공시설, 개량금속핵연료 연구실, 첨단핵연료연구실, 

일체형핵연료연구실, 분말실, 소결실, 정련/환원실, 공용시험시설, 방사선 관리시설, 가스저

장고(1층 외벽에 접한 부속 구조물), 로비, 화장실, 샤워실 등

          o 2층    : 공용시험실, 정비실 및 운 사무실

          o 3층    : 공조실

       3) 건물구조 및 마감

          o 건물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일부 철골 트러스 : 하나로 핵연료가공시설 지붕)

                       슬래브 두께 : 15 cm, 20 cm

                       벽 두께 : 지하벽 45 cm 콘크리트, 외벽 30 cm 콘크리트

                                 내벽 20 cm 콘크리트, 1.0B 조적벽체

                       온통기초 두께 : 90 cm

          o 배기 연도 : 직경 2 m(내역 1.98 m), 두께 10 mm, 높이 37.5 m, 

                        강재 원통형 독립구조

          o 건물마감  : 별첨“마감계획표” 참조 

  2. 기계 및 HV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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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계통은 연구로용 원자로연료제조공정,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및 공용 실험실에 

소요되는 각종 서비스 가스, 압축공기, 용수 및 탈염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틸

리티계통, 건물환기 및 냉난방을 위한 공기조화 및 냉난방계통, 화재방호 계통 및 액체 폐

기물관리 계통으로 구성된다. 

    가. 유틸리티 계통

      각종 서비스 가스는 옥외 가스저장실내에 설치되는 고압가스 실린더에서 건물 내 

각 실험실에 필요한 사용압력으로 적절히 감압하여 공급하며, 압축공기, 용수 및 탈 염수 

공급은 중앙공급계통에서 하나로 건물에 연결하는 배관에서 분기하 으며, 탈 염수는 압

력이 낮아 부스터펌프로 가압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하 다.  

    나.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공기조화계통은 공기조화기, 송풍기, 항온항습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방은 하나  

로 지하 공동구에서 기존 증기배관에서 연결하 고, 냉방은 냉매 직팽장방식을 채택하

다.

 환기계통은 취급하는 우라늄의 물리적 형태 및 부유 특성을 기준으로 4개의 구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역-1에서는 우라늄을 취급하지 않으며, 구역-2에서는 밀봉우라늄을 취

급하고, 구역-3에서는 비 부유성 개봉 우라늄을 취급, 구역-4에서는 부유성 개봉 우라늄

을 취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리하였다. 그리고 공기의 흐름은 구역-1, 구역-2에서 구

역-3, 구역-4로 흐르도록 하였다.

 구역-3 및 구역-4지역은 부압을 유지하여 외부로 오염공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 화재방호계통

   지하기계실에 소화용수탱크, 소화펌프, 압력탱크 및 옥내소화전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하나로 원자로연료제조시설에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금속분말소화기를 설치하였다.

   

라. 액체폐기물계통

  방사능오염가능성이 있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이용하는 별도의 샤워실에서 배출되는 

액체폐기물을 지하 액체폐기물 탱크에서 수집하여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전량 자연증발시

설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 

    마. 계측 및 제어계통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의 유틸리티 계통 및 공기조화 계통에 적용되는 계측 및 제

어계통 설비는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 및 적응성을 지닌 분산형 디지털제어설비 (DCS ; 

Digital Control System), 운전원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최신 계기류 및 센서들을 상호 연

계시켜, 공정의 운전상태를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용이하게 운전 및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합운전에 따른 효율적인 운전 및 고장의 위험을 분산시키도록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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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제어 및 감시설비는 다양한 시퀀스 프로그램과 루프 제어로 수행하며, 각

종 운전 데이타를 수집, 보관하고, 중앙 집중화된 제어실에서 원활한 운전 감시가 가능하

도록 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운전 및 비상시의 안전한 운전감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공

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제반조건들을 고려하여 구성하 다.

  각종 현장 계기류 및 제어밸브는 유틸리티 계통 및 공기조화 계통에 각 공정의 유량, 

온도, 압력, 수위, 농도 등의 운전상태를 계측하여 현장 제어반 및 중앙 제어실로 전송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용이하게 운전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안정되고 원활한 운전 및 제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높은 신뢰

성을 확보하여 DCS 및 운전자 화면과 상호 연계되어 현장에서의 운전 및 비상시의 안

전한 운전감시를 구별함과 동시에 공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구성하 다.

  3. 전기 및 계장

    가. 전력 및 경보계통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 소요되는 동력, 조명등의 전원이 기존의 변전소 측에   

설치된 6.9kV 고압 차단기반으로부터 나오는 2개의 6.6kV 전력공급 선로에 의해 수전   

 받기 위하여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지하 전기실 내에 6.9kV 인입 수전반을 설치하 으

며,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내의 전력설비는 6.6kV switchgear, 6.6kV/440V 변압기, 

6.6kV/220V 변압기 6.6kV/208-120V 변압기, load centers, distribution panels, 440V 

MCC's, 220V 및 208V 배선용 차단기반, 비상전원설비 등으로 구성하 다. 또한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 을 위하여 process utility 및 HVAC 부하의 용도 및 기능별로 구

분하여 전력계통을 구성하 다.

  고압 수전반에서 각종 말단 부하까지 전력계통의 전압강하는 5%가 넘지 않도록 하

으며, 시설에 불의의 전기적 사고로부터 각 계통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보호장치 및 연

동제어 장치를 수배전반에 설치하 다.

  나. 비상전원계통

      비상전원계통은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이 정상운전 중 사고로 정전되었을 때, 연구

동 내의 안전에 관련된 공조기기, 필수 조명부하 및 operating & maintenance room 내

의 operating workstation, DCS cabinet and mosaic board와 같은 계측제어 기기와 

RMS계통에 정전 시에도 필수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설비로서 비상 디젤발전기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를 설치하 다.

  비상 발전기는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내의 안전에 관련된 공조설비, 필수조명설비 및 

일부 Process 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내연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250kW 용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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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디젤발전기로부터 상용전원 정전 후 30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 으며, RMS 계통을 위한 220V 15kVA 용량의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operating & 

maintenance room 내의 operating workstation, DCS cabinet and mosaic board 등 핵연

료기술개발연구동 설비의 안전 운전과 감시기능을 위한 120V 3kVA 용량의 무정전전원

공급장치를 마련하여, 디젤발전기 기동시간 또는 발전기 failure 시에도 30분 연속운전이 

가능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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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목적 및 필요성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 및 첨단 핵연료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 연구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핵연료기술개발설비의 설계/건설은 1999년에 착수하여 2003년 2월에 준공하 다.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원심분무 핵연료제조기술을 창안하 으며, 

핵비확산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성능 연구로의 저농축 우라늄 핵연

료개발에 참여하여 U-Mo 분산핵연료를 개발하고 있는데 원심분무 방법으로 제조된 핵연

료가 더 성능이 우수하고 공정이 간편하여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연구로용 핵연료 분말을 

전 세계에 공급할 전망이다. 따라서 핵연료기술개발설비의 일부는 핵연료 주기사업 시설

로 원자력법령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시설에 준하는 내 지진 시설로 설계 및 시공하 다.

  첨단 핵연료 기술개발은 CANFLEX, DUPIC, 금속 핵연료, 신형 핵연료, 미래형 핵연료, 

중소형 원자로 핵연료, 및 KALIMER 핵연료 등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에 필수적인 항온 항습장치, 전자빔 용접기, 만능 재료시험기, X-ray 회절 분석장치, 전자

주사 미세조직 분석장치 및 glove box system 등의 장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

구 장비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 비상전원설비, 환기설비 및 유틸리티 설비 등을 설계 및 

시공이 필수적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중수로 핵연료를 국산화하여 한전원력연료(주)에 핵연료가공 사

업을 이관하면서 (구)중수로 핵연료 가공시설도 이관 범위에 포함되므로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는 유휴 장비 효율적 활용 및 첨단 핵연료 기술개발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연구

시설이 필요하여 핵연료기술개발설비를 설계 및 건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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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설계내용 및 범위

1.기본설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의 협의에 따라 연구동 건물 및 부대시설의 

설계에 대한 기본개념을 결정하고, 단위기계의 수량, 형식, 용량, 자동화 범위 등에 대한 

설계기준을 설정하 으며, 상세설계를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을 작성하 다. 또한 연구동 

건물 및 공급설비에 대한 기본설계 단계에서의 설계 설명서로써 설계요구사항, 설비 및 

계통상의 구성기기, 기기성능, 제작 및 설치시 고려사항, 운전개념 및 설계시 각종 고려사

항등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건물 및 설비의 기본 설계개념을 설명하도록 계통설명서

(system description)를 작성하여 상세설계에 기본설계개념의 원활한 반 이 가능토록 하

다.

  가. 토건분야 기본설계

    (1) 기본설계 계산

  o 건물 및 yard 구조물 예비구조계산

  o 건물내진해석(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보고서)

  o 건물구조물 구조계산(RC조)

  o 철구조물 구조계산

  o 설계하중의 조합 등.

    (2) 기본설계도면

  o Plot plan

  o 건물 건축 기본도면(Plumbing, sanitary 포함)

  o 주공장 건물 비상 탈출구 위치도

  o 건물 excavation plan & section

  o 건물 dewatering system plan & section

  o 구조물 기본도

  o Equipment support structure & foundation

  o Structure frame work

  나. 기계설비 분야

    (1) 기본설계 계산

 o 유틸리티 소요량을 기준으로 기기용량 기본계산(물, 가스, 압축공기, Steam 등.)

 o 각종 Utility system의 예비계산

 o HVAC air volume 및 air balancig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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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파이프 구경 및 파이프 압력강하 예비계산

  o 배관재 등급 분류 등.

    (2) 기본설계도면

  o HVAC 기본도면

  o Utility system의 flow diagram 및 piping plan 등

  o Fire Protection System

  o Crane & hoist coverage

  o 기기배치도(공정기기 배치도 포함)

  다. 전기 및 계장분야

    (1) 기본설계 계산

  o 단선 결선도의 확정 및 각 요소에 대한 용량계산

  o Cable, wiring, tray & conduit schedule 설정

  o 건물 내․외부 및 부속설비의 조명 (외곽 가로등 포함)의 조도계산

  o 접지모선 및 기기, 철구 등에 대한 접지 및 피뢰 설계 타당성 검토

  o Fire Protection System

    (2) 기본설계도면

  o Area classification

  o 비상 발전기 및 보조계통

  o 전등, 전열 기본도

  o 전기 논리 회로도

  o Control system configuration diagram

  o Istrument control(field instrument, control valve 등.)

  o Fire Protection system

  o UPS system

  o 단선 결선도

  o 간선 설비 평면도

  o 기기배치도

라. 기타

    (1) 기본설계 계산, 도면, system description 작성

  o Radiation monitoring system

  o Lime precipitation system

  o Decontamination system

    (2) 용수 및 전기 인입관련 상세설계

  o 용수인입 상세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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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전기인입 상세설계

2. 상세설계

  기본설계 및 주기기 공급자 제출자료를 근거로 하여 분야별, 설비별, 기기별, 용소별 설

계기준을 최종확정하고 최신 standard 또는 code에 의해 상세설계를 시행하 다.

  가. 토건분야 상세설계

    (1) 상세설계 구조계산

  o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o 부속 건물 및 구조물

    (2) 상세설계도면

  o excavation 상세도면

  o Dewatering system 상세도면

  o 골조상세도면

  o 마감상세도면

  o 구조물 상세골조 도면

  o 건물 layout & elevation

  o Site plan

  나. 기계설비 분야

    (1) 상세설계 계산

  o Utility 기기용량 상세계산

  o HVAC system

  o 각종 Utility system

  o Pipe design

  o Crane & hoist drawing

    (2) 상세설계도면

  o HVAC 기본도면

  o Utility system의 flow diagram 및 piping plan 등

  o Fire Protection System

  o Crane & hoist coverage

  o 기기배치도(공정기기 배치도 포함)

  다. 전기 및 계장분야

    (1) 상세설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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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단선 결선도의 확정 및 각 요소에 대한 용량계산

  o Cable, wiring, tray & conduit schedule 설정

  o 건물 내․외부 및 부속설비의 조명 (외곽 가로등 포함)의 조도계산

  o 접지모선 및 기기, 철구 등에 대한 접지 및 피뢰 설계 타당성 검토

  o Fire Protection System

    (2) 기본설계도면

  o 동력설비 평면도

  o UPS system

  o 비상 발전기 및 보조계통

  o Raceway 도면

  o Electrical equipment 배치도

  o 전등 전열 평면도

  o 전화 및 방송 평면도

  o 소방 설비 평면도

  o 피뢰침 및 접지 설비 평면도

  o Cable schedule

  o Inter connection wiring diagram

  o Control logic diagram

  o Sequence diagram

  라. I & C

    (1) 상세설계 계산

  o Utility control system

  o Control valve 및 유량계 sizing

    (2) 상세설계 계산, 도면, technical spec, B/M, cost estimate 및 구매 시방서 작성

  o Radiation monitoring system

  o Lime precipitation system

  o Decontamin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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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계기준

제1절 건축 및 토목

1. 설계 적용 규격 및 표준

   특별히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토목∙건축분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설계는 다

음의 규격 및 표준이 적용된다.

   (1)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Concrete (ACI 318)

   (2)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ISC)

       Steel Construction Manual(ASD) (9th Edition)

   (3)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ASCE)

       Minimum Design Loads for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ASCE 7)

   (4)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Applicable Standards for the Various Construction Materials Specified in       

 Civil/Structural Specification

   (5)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Structural Welding Code-Steel (AWS D1.1)

   (6) Internation Conference of Building Officials

       Uniform Building Code (UBC)

   (7) Steel Structures Painting Council(SSPC)

   (8)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건설교통부)

   (9) 한국산업규격 (KS)

   (1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건설교통부)

   (11) 하수도 시설기준 (한국공업진흥청)

      (12) 건축법

      (13) 도로법

      (14) 소방법

      (15) 기타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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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조 계획

   핵연료기술개발설비는 내진범주 II급 구조물로 안전정지지진(SSE)에 대해 설계하며, 내

진해석시 안전정지지진은 부지의 지반 최대 수평가속도는 0.2g, 최대 수직가속도는 최대 수

평가속도의 2/3인 0.13g이며, 설계지반 응답스펙트럼(Design Ground Response Spectra, 

DGRS)은 미국 원자력규제 위원회(US NRC) Regulatory Guide 1.60에 나와 있는 표준 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하 다.

  내진해석은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반과 구조물을 

포함하는 내진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SASSI(System for Analysis of Soil Structure 

Inter-action)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Soil Structure Interaction) 

해석을 수행하여 지진하중을 산출하 다. 아울러 설계입력지진을 부지의 암반(Bedrock)에 

정의하고 토양과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내진해석을 수행하여 그 향을 구조설계에 

반 하 다.

  구조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뼈대요소 및 쉘 요소로 구성된 3차원 유한요소모델(FEM : 

Finite Element Model)을 개발하고, SAP 2000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기 내진해석 

결과인 지진하중과 풍 하중, 사 하중, 활 하중 등의 모든 하중에 대한 정적 구조해석 업무

를 수행하 다. 그리고 정적 구조해석에 의해 산출된 각종 부재력을 설계 규정에 있는 하

중조합에 따라 각각의 부재요소별로 선별적으로 적용시켜 설계를 수행하 다. 건물의 기

초는 해석시 지반의 특성과 수평하중 작용시 기초의 들림(Uplift)의 향을 고려하기 위해 

지반에 대한 지반스프링상수(Soil Spring Constant)를 구하여 3차원 모델에서 기초슬래브

의 각 지점에 반 하 다. 기초해석은 기초의 최대 부재력을 구하기 위하여 인장력을 받

는 지반스프링이 해석모델에서 모두 제거 될 때까지 모든 하중조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반복 수행되었다. 그리고 건물의 안전성을 활동(Sliding) 전도(Overturning) 및 부력

(Floatation)에 대하여 검토하 다.

  또한 배기용 강재 연도는 건물과 분리되어 있어 별도의 해석 모델을 구축하여 내진해석

과 구조해석 업무를 수행하 으며, 해석결과 풍 하중이 지진하중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도의 설계시 풍 하중이 포함되는 하중조합을 사용하여 설계하 다.

  본 해석 및 설계는 부록A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수행하 으며, 콘크리트구조는 ACI 

318의 설계규정을 적용하고 강구조는 AISC(ASD) 설계규정을 적용하 으며, 세부 구조해

석 방법 및 결과는 부록 B "구조설계 보고서”에 기술되었다.

3. 배치 계획

   부지 내 건물 배치는 건물내 각 시설구역의 배치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로부터의 향후 

유지  관리 효율성이 상호 조화되도록 다음과 같이 계획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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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 출입구가 위치한 남측 현관 전면은 적절한 유휴 공간을 확보하고, 건설 중 또

는 향후 시설 운  중 장비 및 재료의 접근이 요구되는 동, 서, 북측에는 계획 부지 내 순

환도로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 으며,

    (2) 기존 시설인 부지 동측 지하 utility용 공동구와의 연계성을 고려, 본 시설의 지하

층이 공동구로부터 최단 거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3) 미관 측면을 고려하여 동서 방향을 장축으로 본 시설을 배치함과 동시에 부대시

설인 배기 연도와 가스 저장고는 건물 배면(북측)에 위치하도록 하 다.

  4. 평면 계획

   본 건물은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제조시설, 첨단핵연료 연구시설구역, 공용시험시설구역, 

유틸리티시설 및 관리시설구역으로 다음과 같이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계획되었으며, 

각 층별 배치현황은 표 1 과 같다.

    (1) 지하층은 관리구역과 비 관리구역 지하실로 별도 분리되어 있으며 관리구역 지하

실에는 비상 샤워실에서 발생한 액체폐기물 수집설비가 설치된 방사성 폐기물 저장탱크실

과 전용 계단실로 구성되며, 비 관리구역은 건물 내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설비를 수용하

는 전기실과, 건물 난방용 증기, 용수 등을 인접 기존 지하 공동구 공급 배관망으로부터 

분기하여 공급 역할을 하는 기계실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계실내에는 본 건물 전용 비  

상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2) 건물의 1층은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제조시설구역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유틸리티 

시설 및 관리시설 구역으로 구분된다.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제조시설구역은 건물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용 원자로에서  

사용되는 핵연료 집합체의 생산설비가 위치하고 있으며, 첨단핵연료 연구시설구역은      

핵연료 개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곳으로 정련환원실, 분말실, 소결실, 개량금속핵    

연료실 및 기타 시험 측정을 위한 설비 관련 실이 위치하고 있다.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제조시설구역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구역은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구분되며 동 구역으로의 접근에는 관리구역 전용 복도가 이용된다.

  1층의 유틸리티 및 관리시설 구역에는 관리구역으로의 출입 통제를 위한 출입통제실,   

락카룸, 현관, 경비실, 화장실 등 부대시설과 QA Lab. 일체형 핵연료실 등 청정 시험실   

이 위치하며, 건물 북측 외벽에 접한 구조로 본 시설에 질소, 수소, 헬륨, 아르곤 등 가  

스를 공급하는 가스저장고가 설치된다.

    (3) 건물의 2층은 열물성시험, 소결체 분석, 분말분석실 등 공용시험시설 구역이 관리

구역 전용 계단 및 복도에 연계되어 있으며, 청정구역인 정비 및 운 사무실은 건물 동측 

청정구역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 다.

    (4) 건물의 3층은 건물의 환기, 냉난방을 위한 공조실이 위치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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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조실은 청정구역인 공기조화기실(Air Handling Unit : AHU)과 관리구역인 공기정

화기실(Air Cleaning Unit : ACU)이 각각 독립 구성되어 있으며, 공기정화기를 거친 여과  

된 배기는 덕트를 통해 외부 배기 연도에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되었다.

표 2.1 각 층별 배치 현황

층별 실 번호 실 명 비고

지하1층

101  Machine Room(기계실)

102
 Contaminated Air Monitoring Instrument Room

 (공기오염 측정 장비실)

103  Stair(계단실)

104  Electrical Equipment room(전기실)

105  Radioactive Waste Tank Room(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

106  Stair(계단실)

1층

201
 Low Enrichment Uranium Storage Room

 (저농축 우라늄 저장고)

202  Deplete Uranium Storage Room(감속우라늄 저장고)

203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ies

 (연구용원자로연료제조시설)

204  Weight Measure Room(질량 측정실)

205  Measuring Room(측정실)

206  Vestibule(방풍실)

207  Lobby(현관)

213  Toilet(Man)(남자화장실)

214  Toilet(Women)(여자화장실)

215  Shower Room(샤워실)

216  QC Lab.(정  측정실)

217  Machine Room(부품가공실)

218
 Nuclear Fuel Lab. for integrated Reactor

 (일체형 핵연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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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별 실 번호 실 명 비고

1층

219  Sintering Lab.(소결실)

220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ment Lab.(기계특성실) 

221  Locker Room(락카룸)

222  Access Control Room(출입통제실)

223  Emergency Shower Room(비상샤워실)

224  Corridor(복도)

225  Nondestructive testing Lab.(비파괴시험실)

226  Pellet Processing Lab.(소결제 특수가공실)

227  Powder Processing Lab.(분말실)

228  Test Bundle Assembly Lab.(시범핵연료실)

229  Nuclear Fuel Storage Room(핵연료저장고)

230  Metal Fuel Lab.2(개량금속실-1)

231  Metal Fuel Lab.1(개량금속실-2)

232  Pyroprocess Lab.(건식정련실)

233  Gas Station(가스저장고)

234  Fire Detection & Communication Room(경보 통신실)

235  Corridor(계단)

2층

301  Microstructure Analysis Lab.(조직검사실)

302  Sampling Preparation La.(시폄준비실)

303  Maintenance & Operating Office(정비 및 운 사무실)

304  Corridor(계단)

305  Powder Analysis Lab.(분말분석실)

306  Pellet Characteries Measurement Lab.(소결체분석실)

307  Thermal Properties Measurement Lab.(열물성시험실)

308  Corridor(계단)

3층
401  ACU Room(필터실)

402  AHU(공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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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선 계획

   본 건물의 동선 설계에는 각 구역으로의 인원 출입, 설비 및 재료의 반입 설치 기능과 

아울러 각 실에의 접근성, 상호 연결성 및 비상시 피난 기능 등이 고려되었다.

    (1) 사람의 건물 내 출입은 남측 주 출입구를 통하여 각 실로 이루어지며 관리구역 

내 작업자 및 방문자는 출입통제실의 통제를 받아 락카실을 거쳐 각 시설구역으로 출입한

다.

  관리구역인 2층 공용시험시설구역 및 3층 공기조화기실의 출입은 관리구역 내 계단실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청정구역 내 계단실을 통해서는 지하 전기실, 2층 정비실 및 운 사무

실, 3층 공기조화기실로 출입할 수 있다.

    (2) 중량 물 기기 및 재료의 운반로는 외벽의 기기 반입용 개구부(셧터 등)와 건물 

내 통로 및 이 두 부분을 연결하는 각 실의 기기 운반 통로로 구성된다.

    (3)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제조시설과 개량금속실 내로의 중량 물 반입은 건물 외부에

서 하역된 대상물이 카트나 지게차등에 의해 샷터 등을 통해 건물 내로 반입된 후 천장크

레인(Overhead Crane)을 이용 운반하도록 하고 시범핵연료실내의 중량 물 운반은 천장   

 hoist crane을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하 다.

    (4) 건물 내 비상시 피난동선은 2,3층에서의 계단실을 통한 피난 층으로의 피난, 옥상

으로의 준 피난 통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피난 층에서는 내부 복도를 통한 외부로의 

피난 또는 연구용 원자로 연료 제조시설 구역, 정련환원실, 개량금속실, 시범핵연료실 등

에 제공된 비상용 외부 연결 비상문을 통해 피난할 수 있다.

6. 입면 및 외장 계획

   핵연료기술개발설비의 외부 노출면은 철근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내력벽, 철근 콘크리

트 슬래브)로 구성되어 각종 사고 환경에 대한 내, 외부 상호 격리 barrier 역할 을 수행

한다. 특히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으로 구성되는 외벽은 건물 내부의 단열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외부 마감재가 추가 설치된다. 외벽 마감재로는 경제성과 기능성이 조화된 압출성

형 시멘트 판이 사용되며 압출성형 시멘트 판과 콘크리트 외벽 사이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다. 외부 마감 재료의 성형 특성(평판 및 골판형상 등)에 의한 질감 대비 효과와 채색에 

의한 변화를 채택하여 미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 다.

7. 단면 계획

  

   건물의 단면 계획은 각 층별 기기 및 장비, 공조 등 부대설비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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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층고를 설정하 고, crane 설치 요구 공간에는 crane의 인양고를 고려하여 층고를 

설정하 다.

  가. 실별 층고 기준

       o 기준 층고  : 4.5m

       o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구역  : 12m

       o 개량금속실-1  : 13.5m

       o 개량금속실-2, 정련환원실, 시범핵연료실, 일체형핵연료실, 핵물질 저장고-2:9m

       o 핵물질 저장고-1 : 3.5m

       o 가스저장고 : 3.7m

8. 마감 계획

  가. 지붕

       o 지붕 마감은 단열 및 방수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아래와 같이 

계획하 다

              - Thk.60 누름 콘크리트

              - Thk.0.1 PE 필름 2겹

              - Thk 60 단열재

              - Thk 3 쉬트방수

              - 콘크리트 슬래브위 쇠흙손 마감

       o 지붕 물매는 경사를 루프드레인(Roof Drain) 방향으로 두어 효율적인 배수가 되

도록 하고, 면적이 비교적 큰 연구로용 핵연료 제조시설구역의 경우는 구조체 자체가 

1/100의 구배를 가지도록 하 다.

       o 팽창 및 수축에 대비하여 누름 콘크리트를 3m x 3m의 expansion joint를 설치

하고, 방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단열재 하부에 방수처리를 하 다.

  나. 외벽 마감

      외벽재는 연구동 건물의 특성에 부합되고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좋으며 단열성능이 

확보될 수 있는 압출성형 시멘트판재(50mm 단열재 포함)를 적용하 다.

  다. 내벽

      내부의 칸막이 벽의 경우, 구조적으로 내진 및 전단성이 요구되는 곳 또는 벽체 설

치 높이 등 구조체 요건에 따라 필요한 부위에는 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하 으며 기타 부

위는 내화 및 차음 성능이 확보되고 배관공사시 벽체의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멘트벽

돌 조적조로 설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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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바닥

      바닥 마감은 관리구역 및 시험시설 구역 등 방사능 오염 가능 지역에는 오염 제거

가 용이한 에폭시계 마감으로 설계하 으며 상세한 마감 내용은 부록 D 주요도면에 표기

되어 있다.

  마. 창호

       o 모든 출입문은 철제로 구성되며, 방화용으로 설치되는 문과문틀, 철물은 해당 내

화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 고, 적정 기 성이 유지되고 설치 기능에 적합하도록 

선정하 다.

       o 기기 및 장비의 중량 물 운반이 필요한 공간에는 샷터(Roll Up Door)를 설치하

여 운반에 지장이 없도록 하 다.

       o 청정구역 내 채광이 필요한 곳에는 창문을 설치하고 단열 및 차음성을 고려 

18mm 복층 유리로 설계하 고 창문틀은 알루미늄재로 선정하 다.

  바. 기타

      기타 마감계획의 상세 내용은 부록 D 주요도면에 표기되어 있다.

            

9. 방화 계획

   파이프, 덕트, 전선 등이 방화벽 또는 바닥을 통과하는 경우 방화벽 또는 바닥과 그를 

통과하는 파이프, 덕트, 전선 등과의 틈은 방화에 적합한 봉재를 선정하여 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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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계 및 HVAC

  1. 유틸리티 계통

    가. 수소가스 공급계통

        수소가스 공급계통은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수소가스 실린더로부터 하나로 핵연료 

제조시설 및 첨단 핵연료 시험시설에 필요한 수소를 6 Bar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

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설계기준

       o 핵연료 연구시설에 공급되는 수소가스의 순도는 99.999% 이상이다.

       o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수소가스 저장용량은 핵연료 연구시설의 14일 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o 수소가스 공급계통의 압력 조절밸브는 유지 보수 작업할 때도 원활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100% X 2대의 용량으로 구성된다. 

       o 수소저장, 공급설비 및 배관은 항상 40℃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옥

외 수소가스 저장시설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으며, 아울러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통

풍구조로 설계된다.

       o 수소가스 주 공급 배관에는 역화 방지장치(Flame Arrestor)가 설치되어 만일의 

비상시 공급 배관 후단으로부터 수소가스 실린더로의 화염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

       o 수소가스 공급 주 배관 부근에는 가스검지부가 설치되어 수소가스의 누설이 발생

할 경우 제어실에서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응급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o 수소가스 공급계통은 습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o 수소가스 주 공급 배관에는 이상 고압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o 실린더의 수소는 상용온도 35℃에서 최대 150 [㎏/㎠]로 저장되며 1개 실린더의 

용량은 46.7 litter 이며, 재질은 Cr-Mo 합금강이다.

      (2)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소방법

     (3) 계통개요

         수소가스 공급계통은 하나로 핵연료 제조시설 및 첨단 핵연료 시험시설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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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소를 6 Bar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며, 고압의 수소가스 실린더 집합체인 

manifold system, 압력 조절밸브, 안전밸브, 배관 및 계기류 등으로 구성된다. 수소가스 공

급계통의 설계범위는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고압 수소가스 실린더로부터 실험실의 최종 차

단밸브까지 이며, 압력 조절밸브, 안전밸브 그리고 관련 배관 및 계기류를 포함한다.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수소가스 실린더로부터 공급되는 고압의 수소가스는 1차 및 2차 

압력조절 밸브에 의하여 6 Bar의 압력으로 감압된 후 각 실험실로 공급된다.

     (4) 기기 및 부품설명

        o Manifold system

           - 형식 : Aluminum Profile

           - 수량 : 14 BT (7 BT x 2)

        o 고압가스 실린더

           - 형식 : Seamless gas cylinder

           - 수량 : 14 BT 

           - 재질 : Cr-Mo 합금강

           - 용량 : 46.7 Litter (Water Capacity)

           - 최대저장압력 : 150 ㎏/㎠  

     (5) 계통운전 및 감시

        o 계통운전

          수소가스는 옥외 가스 저장시설에 고압 수소가스 실린더에 저장된다. 실린더 

manifold는 7 BT 2열 47 리터 고압가스 실린더 집합체로 구성되며 1개의 line은 정상상태

에서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 필요한 수소가스 공급을 담당하며 나머지 1개의 line은 정상

상태에서 가스 공급을 담당하던 1개 line의 가스실린더 교체할 때 사용된다.

  실린더 manifold로부터의 가스 공급 주 배관에는 2단으로 구성된 감압밸브(V002, V003, 

V005, V006)가 설치되어 6 Bar의 최종 가스 공급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아울

러 각 단의 감압밸브는 병렬로 설치되어 비상시에도 다른 1개의 밸브를 사용하여 가스의 

공급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가스 공급 주 배관의 실린더 manifold 후단, 1차 감압밸브 후단 그리고 2차 감압밸브 후

단에는 각각 이상 고압방지를 위한 안전밸브(V001, V004, V007)가 설치된다.

  실린더 manifold 후단의 수소가스 공급 주 배관에는 역화 방지장치(Flame Arrestor)가 

설치되어 만일의 비상시 가스 공급 배관 후단으로부터 수소가스 실린더로의 화염 전파를 차

단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실린더 manifold 후단의 수소가스 공급 주 배관 부근에는 가스 감지부가 설치되어 수소

가스의 누설이 발생할 경우 제어실에서 감지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응급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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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가스공급 최종 차단밸브 전단에는 가스 순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용 밸브 및 탭이 

설치된다.

  수소저장, 공급설비 및 배관은 항상 40℃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옥외 수소

가스 저장시설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으며 아울러 누출된 가스가 체류하지 않는 통풍구조로 

설계된다.

        o 계통감시

          실린더 manifold 후단의 가스공급 주 배관에는 공급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용 중에 있는 실린더 manifold의 잔여 가스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장 가스가 소모되어 가스 공급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자동으로 밸브가  

절환 되도록 설계되어 진다.

  최종 가스공급압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감압밸브(V005, V006) 후단에 압력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가 설치되어 수소가스의 공급압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만일의 경우 

가스 공급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내려갈 경우 auto change over가 작동된다.

  나. 질소가스 공급계통

      질소가스 공급계통은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질소가스 실린더로부터 하나로 핵연료 제

조시설 및 첨단 핵연료 시험시설에 필요한 질소를 6 BAR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설계기준 

      o 핵연료 연구시설에 공급되는 질소가스의 순도는 99.999% 이상이다.

        o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질소가스 저장용량은 핵연료 연구시설의 14일 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o 질소가스 공급계통의 압력 조절밸브는 유지 보수 작업할 때도 원활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100% X 2대의 용량으로 구성된다. 

        o 질소가스 주 공급 배관에는 이상 압력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o 실린더의 질소는 상용온도 35℃에서 최대 150 [㎏/㎠]로 저장되며 1개 실린더

의 용량은 46.7 Litter 이며, 재질은 Cr-Mo 합금강이다.

      (2)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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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계통개요

         질소가스 공급계통은 하나로 핵연료 제조시설 및 첨단 핵연료 시험시설에 필요한 

질소를 6 BAR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며, 고압의 질소가스 실린더 집합체인 실린더 

manifold, 압력 조절밸브, 안전밸브, 배관 및 계기류 등으로 구성된다. 질소가스 공급계통의 

설계범위는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고압 질소가스 실린더로부터 각 실험실의 최종 차단밸브

까지 이며, 압력 조절밸브, 안전밸브 그리고 관련 배관 및 계기류를 포함한다.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질소가스 실린더로부터 공급되는 고압의 질소 가스는 1차 및 2

차 압력조절 밸브에 의하여 6 Bar의 압력으로 감압된 후 각 실험실로 공급된다.

    (4) 기기 및 부품설명

        o Manifold system

           - 형식 : Aluminum profile

           - 수량 : 12 BT (6 BT x 2)

        o 고압가스 실린더

           - 형식 : Seamless gas cylinder

           - 수량 : 12 BT 

           - 재질 : Cr-Mo 합금강

           - 용량 : 46.7 Litter (Water Capacity)

           - 최대저장압력 : 150 ㎏/㎠  

     (5) 계통운전 및 감시

         o 계통운전

           질소 가스는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고압 질소가스 실린더에 저장된다. 실린더 

manifold는 각각 6 BT 2열 47 리터 고압가스 실린더 집합체로 구성되며 1개의 line은 정

상상태에서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 필요한 질소가스 공급을 담당하며 나머지 1개의 line은 

정상상태에서 가스 공급을 담당하던 가스실린더 교체할 때 사용된다.

  실린더 manifold로부터의 가스 공급 주 배관에는 2단으로 구성된 감압밸브(V052, V053, 

V055, V056)가 설치되어 6 Bar의 최종 가스 공급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아울

러 각 단의 감압밸브는 병렬로 설치되어 비상시에도 다른 1개의 밸브를 사용하여 가스의 

공급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가스 공급 주 배관의 실린더 manifold 후단, 1차 감압밸브 후단 그리고 2차 감압밸브 후

단에는 각각 이상 압력방지를 위한 안전밸브(V051, V054, V057)가 설치된다.

  질소가스공급 최종 차단밸브 전단에는 가스 순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용 밸브 및 탭이 

설치된다. 

       o 계통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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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린더 manifold 후단의 가스공급 주 배관에는 공급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용 중에 있는 실린더 manifold의 잔여 가스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장 가스가 소모되어 가스 공급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내려갈 경우 auto change 

over가 작동된다.

  최종 가스공급압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감압밸브(V055, V056) 후단에 압력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가 설치되어 질소가스의 공급압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만일의 경우 

가스 공급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이 되어 안전밸브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될 경우 경보가 울리

게 된다.

    다. 아르곤가스 공급계통

       아르곤가스 공급계통은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아르곤가스 실린더로부터 하나로 핵연

료 제조시설 및 첨단 핵연료 시험시설에 필요한 아르곤가스를 6 Bar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설계기준

       o 핵연료기술개발연구시설에 공급되는 아르곤가스의 순도는 99.999% 이상이다.     

      o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아르곤가스 저장용량은 핵연료 연구시설의 14일 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o 아르곤가스 공급계통의 압력 조절밸브는 유지 보수 작업할 때도 원활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100% X 2대의 용량으로 구성된다. 

       o 아르곤가스 주 공급 배관에는 이상 압력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o 실린더의 아르곤은 상용온도 35℃에서 최대 150 [㎏/㎠]로 저장되며 1개 실린더

의 용량은 46.7 Litter 이며, 재질은 Cr-Mo 합금강이다.

      (2)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 계통개요

        아르곤가스 공급계통은 하나로 핵연료 제조시설 및 첨단 핵연료 시험시설에 필요한 

아르곤가스를 6 BAR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며, 고압의 아르곤가스 실린더 집합체인 

manifold, 압력 조절밸브, 안전밸브, 배관 및 계기류 등으로 구성된다. 아르곤가스 공급계통

의 설계범위는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고압 아르곤가스 실린더로부터 각 실험실의 최종 차단

밸브까지 이며, 압력 조절밸브, 안전밸브 그리고 관련 배관 및 계기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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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아르곤가스 실린더로부터 공급되는 고압의 아르곤가스는 1차 및 2

차 압력조절 밸브에 의하여 6 Bar의 압력으로 감압된 후 각 실험실로 공급된다.

    (4)  기기 및 부품설명

        o 실린더 랙

           - 형식 : Aluminum profile

           - 수량 : 24 BT (12 BT x 2)

        o 고압가스 실린더

           - 형식 : Seamless gas cylinder

           - 수량 : 24 BT 

           - 재질 : Cr-Mo 합금강

           - 용량 : 46.7 Litter (Water Capacity)

           - 최대저장압력 : 150 ㎏/㎠  

    (5) 계통운전 및 감시

        o 계통운전

          아르곤가스는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고압 아르곤가스 실린더에 저장된다. 실린더 

manifold는 각각 12 BT 2열 47 리터 고압가스 실린더 집합체로 구성되며 1개의 line 정상

상태에서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 필요한 아르곤가스 공급을 담당하며 나머지 1개의 line은 

정상상태에서 가스 공급을 담당하던 가스실린더 교체할 때 사용된다.

  실린더로부터의 가스 공급 주 배관에는 2단으로 구성된 감압밸브(V102, V103, V105, 

V106)가 설치되어 6 Bar의 최종 가스 공급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아울러 각 

단의 감압밸브는 병렬로 설치되어 비상시에도 다른 1개의 밸브를 사용하여 가스의 공급압

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가스 공급 주 배관의 실린더 manifold 후단, 1차 감압밸브 후단 그리고 2차 감압밸브 후

단에는 각각 이상 압력방지를 위한 안전밸브(V101, V104, V107)가 설치된다.

  아르곤가스공급 최종 차단밸브 전단에는 가스 순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용 밸브 및 탭이 

설치된다. 

        o 계통감시

          실린더 manifold 후단의 가스공급 주 배관에는 공급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용 중에 있는 실린더 manifold의 잔여 가스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장 가스가 소모되어 가스 공급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내려갈 경우 auto change 

over가 작동한다.

  최종 가스공급압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감압밸브(V105, V106) 후단에 압력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가 설치되어 아르곤가스의 공급압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만일의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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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공급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이 되어 안전밸브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될 경우 경보가 울리게 

된다.

    라. 헬륨가스 공급계통

      헬륨가스 공급계통은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헬륨가스 실린더로부터 하나로 핵연료 제

조시설 및 첨단 핵연료 시험시설에 필요한 헬륨을 6 Bar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는 기

능을 수행한다.

      (1) 설계기준

       o 핵연료 연구시설에 공급되는 헬륨가스의 순도는 99.999%이상이다.

       o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헬륨가스 저장용량은 핵연료 연구시설의 14일 사용량을 저

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o 헬륨가스 공급계통의 압력 조절밸브는 유지 보수 작업할 때도 원활하게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100% X 2대의 용량으로 구성된다. 

       o 헬륨가스 주 공급 배관에는 이상 압력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o 실린더의 헬륨은 상용온도 35℃에서 최대 150 [㎏/㎠]로 저장되며 1개 실린더의 

용량은 46.7 Litter 이며, 재질은 Cr-Mo 합금강이다.

      (2)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 계통개요

        헬륨가스 공급계통은 하나로 핵연료 제조시설 및 첨단 핵연료 시험시설에 필요한 

헬륨을 6 Bar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하며, 고압의 헬륨가스 실린더 집합체인 manifold 

system, 압력 조절밸브, 안전밸브, 배관 및 계기류 등으로 구성된다. 헬륨가스 공급계통의 

설계범위는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고압 헬륨가스 실린더로부터 각 실험실의 최종 차단밸브

까지 이며, 압력 조절밸브, 안전밸브 그리고 관련 배관 및 계기류를 포함한다.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헬륨가스 실린더로부터 공급되는 고압의 헬륨 가스는 1차 및 2차 

압력조절 밸브에 의하여 6 Bar의 압력으로 감압된 후 각 실험실로 공급된다.

    (4) 기기 및 부품설명

        o 실린더 랙

           형식 : Aluminum profile

           수량 : 12 BT (6 BT x 2)

        o 고압가스 실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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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 Seamless gas cylinder

            수량 : 12 BT 

            재질 : Cr-Mo 합금강

            용량 : 46.7 Litter (Water Capacity)

            최대저장압력 : 150 ㎏/㎠  

    (5) 계통운전 및 감시

        o 계통운전

          헬륨 가스는 옥외 가스 저장시설에 고압 헬륨가스 실린더에 저장된다. 실린더 

manifold는 6 BT 2열 47 리터 고압가스 실린더 집합체로 구성되며 1개의 line은 정상상태

에서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 필요한 헬륨가스 공급을 담당하며 나머지 1개의 line 정상상

태에서 가스 공급을 담당하던 가스실린더 교체할 때에 사용된다.

  실린더로부터의 가스 공급 주 배관에는 2단으로 구성된 감압밸브(V152, V153, V155, 

V156)가 설치되어 6 Bar의 최종 가스 공급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아울러 각 

단의 감압밸브는 병렬로 설치되어 비상시에도 다른 1개의 밸브를 사용하여 가스의 공급압

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가스 공급 주 배관의 실린더 manifold 후단, 1차 감압밸브 후단 그리고 2차 감압밸브 후

단에는 각각 이상 압력방지를 위한 안전밸브(V151, V154, V157)가 설치된다.

  헬륨가스공급 최종 차단밸브 전단에는 가스 순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용 밸브 및 탭이 

설치된다. 

       o 계통감시

         실린더 manifold 후단의 가스공급 주 배관에는 공급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용 중에 있는 실린더 manifold의 잔여 가스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장 가스가 소모되어 가스 공급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자동으로 절환 

되도록 설계하였다.

  최종 가스공급압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감압밸브(V155, V156) 후단에 압력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가 설치되어 헬륨가스의 공급압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만일의 경우 

가스 공급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상승되어 안전밸브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될 경우 경보

가 울리게 된다.

  마. 포밍가스 공급계통

      포밍 가스 공급계통은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포밍 가스 실린더로부터 하나로 핵연료 

제조시설 및 첨단 핵연료 시험시설에 필요한 포밍 가스를 6 Bar의 압력으로 감압하여 공급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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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핵연료기술개발연구시설에 공급되는 포밍 가스의 혼합비는 다음과 같다.

                최대(Max.)                       최소(Min.)

           H2 : N2 = 5.5% : 94.5%           H2 : N2 = 4.5% : 95.5%

       o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포밍 가스 저장용량은 핵연료 연구시설의 14일 사용량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o 포밍 가스 공급계통의 압력 조절밸브는 유지 보수 작업할 때 원활하게 가스를 공

급할 수 있도록 100% X 2대의 용량으로 구성된다. 

       o 포밍 가스 주 공급 배관에는 이상 압력방지를 위한 안전밸브를 설치한다.

       o 실린더의 포밍 가스는 상용온도 35℃에서 최대 150 ㎏/㎠로 저장되며 1개 실린

더의 용량은 46.7 litter 이며, 재질은 Cr-Mo 합금강이다.

    (2)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2) 계통개요

        포밍 가스 공급계통은 하나로 핵연료 제조시설 및 첨단 핵연료 시험시설에 필요한 

포밍 가스를 6 Bar의 압력으로 공급하며, 고압의 포밍 가스 실린더 집합체인 manifold 

system, 압력 조절밸브, 안전밸브, 배관 및 계기류 등으로 구성된다. 포밍 가스 공급계통의 

설계범위는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고압 포밍가스 실린더로부터 각 포밍 가스 실험실의 최종 

차단밸브까지 이며, 압력 조절밸브, 안전밸브 그리고 관련 배관 및 계기류를 포함한다.

  옥외 가스 저장시설의 포밍 가스 실린더로부터 공급되는 고압의 포밍 가스는 1차 및 2차 

압력조절 밸브에 의하여 6 Bar의 압력으로 감압된 후 각 실험실로 공급된다.

    (3) 기기 및 부품설명

       o 고압가스 실린더

         형식 : Seamless gas cylinder

         수량 : 8 BT 

         재질 : Cr-Mo 합금강

         용량 : 46.7 Litter (Water Capacity)

         최대저장압력 : 150 ㎏/㎠   

    (4) 계통운전 및 감시

       o 계통운전

         포밍 가스 실린더는 재 충전시 혼합가스 주입의 용이함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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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분기관(Manifold)을 이용한 실린더 집합체(Assembly)로 구성한다. 8 BT의 실린더로 

구성되는 실린더 집합체는 정상운전용 집합체 4 BT, 예비용 집합체 4 BT가 설치되며 총 

가스 실린더의 수량은 8 BT이다.

  고압가스 실린더로부터의 가스 공급 주 배관에는 2단으로 구성된 감압밸브(V202, V203, 

V205, V206)가 설치되어 6 Bar의 최종 가스 공급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며, 아울

러 각 단의 감압밸브는 병렬로 설치되어 비상시에도 다른 1개의 밸브를 사용하여 가스의 

공급압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가스 공급 주 배관의 실린더 랙 후단, 1차 감압밸브 후단 그리고 2차 감압밸브 후단에는 

각각 이상 압력방지를 위한 안전밸브(V201, V204, V207)가 설치된다.

  포밍 가스공급 최종 차단밸브 전단에는 가스의 혼합비 및 순도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용 

밸브 및 탭이 설치된다. 

       o 계통감시

         실린더 manifold 후단부의 가스공급 주 배관에는 공급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

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사용 중에 있는 실린더 manifold의 잔여 가스량을 확인할 수 있으

며, 또한 저장 가스가 소모되어 가스 공급압력이 설정압력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자동 절환 

되도록 설계되어 진다.

  최종 가스공급압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최종 감압밸브(V205, V206) 후단에 압력을 측정

할 수 있는 계기가 설치되어 포밍 가스의 공급압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만일의 경우 

가스 공급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으로 상승되어 안전밸브를 통하여 외부로 방출될 경우 경보

가 울리게 된다.

  바. 압축공기 공급계통

      압축공기 공급계통은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내에 설치되는 각종 공기 구동식 공정기기 

및 부대설비에  소요되는 압축공기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설계기준

       o 압축공기 공급계통은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내에 설치되는 각종 공기 구동식 제조, 

실험설비 및  계측제어 기기에 여과, 건조, 탈유된 압축공기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며, 본 핵

연료기술개발연구동 난방을 위한 난방용 증기공급계통의 공기 구동식 응축수 회수펌프 및 

액체방사성폐기물계통의 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에서의 소요 압축공기도 향상 공급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o 계통에는 별도의 자체 압축공기 생산설비를 두지 않으며, 소요 압축공기는 본 핵

연료기술개발연구동 부근을 지나는 지하 공동구내 압축공기 공급 배관망으로부터 공급된다.

       o 본 계통은 6 Bar의 압축공기를 하나로 핵연료 제조설비를 비롯한 각 실험실에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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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3) 계통개요

        압축공기 공급계통은 첨부된 P&ID No. FRF-DE-DW-M-016에 도시되어 있는바

와 같이 별도의 자체 압축공기 생산설비 없이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부지 부근을 지나는 지하 

공동구내 기존의 압축공기 공급 배관망으로부터 소요 압축공기가 공급(공급압력: 6 Bar) 되

므로 본 계통의 설계범위는 지하 공동구내 공급 배관망 분기점에 위치한 압축공기 차단밸브

로부터 건물 내 각 실험실의 최종 차단밸브까지 이다.

  따라서, 본 핵연료기술개발설비 건물 인입구에는 소요 압축공기가 적정압력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항상 알 수 있도록 현장 및 중앙 제어반에 압력 지시기를 각각 설치하였으며 압축

공기 공급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중앙 제어반에 경보(Alarm)가 발생되도

록 설계하였다.

     (4) 기기 및 부품설명

         본 계통에는 자체 압축공기 생산설비는 없으며 본 핵연료기술개발설비 인입구 배

관으로 압축공기가 적정압력으로 공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현장 및 중앙 제어반에 

압력 지시기를 각각 설치한다.

   사. 계통운전 및 감시

        o 계통운전

          본 계통으로의 압축공기 공급은 건물 인입구 밸브박스 내에 설치되는 압축공기 

주 차단밸브(V252)를 개방함으로써 시작되며, 주 차단밸브(V252)를 폐쇄하면 압축공기 공

급이 중단된다.

        o 계통감시

          계통운전 기간 중 압축공기 공급압력은 현장 및 중앙 제어반에 설치된 압력 지시

기에 항시 표시되고, 압축공기 공급압력이 설정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중앙 제어반에 

경보가 발생된다.

  사. 용수 공급계통

        용수 공급계통은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내 각 구역에서 소요되는 일반용수, 온수 및 

기기 냉각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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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본 계통에서 소요되는 용수는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부근을 지나는 지하 공동구

내 기존 일반용수 배관망으로부터 공급되며, 온수생산을 위해서 저장식 전기온수기를 사용

하고 기기 냉각수는 사용 후 대기 방류된다.

       o 소요용수는 3 Bar의 압력으로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내 필요한 곳에 공급되며 온수

공급 배관에는 보온설비를 한다.

       o 용수배관은 동파방지 설비를 하며 지하매설 시에는 지하 1 m 이상으로 설계한다.

     (2)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Korean Industrial Standard(KS)

     (3) 계통개요

        용수 공급계통은 첨부된 P&ID No. FRF-DE-DW-M-020에 도시되어 있는바와 같

이 별도의 자체 용수생산설비 없이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부지부근을 지나는 지하 공동구내 

기존 일반용수 배관망으로부터 공급되며, 건물 인입구 용수공급 분기모관 상에는 압력조절

밸브가 설치되어  공급압력을 3 Bar로 유지토록 설계하였다.

  온수생산을 위해서는 저장식 전기온수기를 사용하고 전기온수기에서의 생산온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기와 온도지  시기가 현장 제어반에 설치되어 항상 적정온도(60℃)

의 온수공급이 가능토록 설계하였다.

     (4) 기기 및 부품설명

       o 저장식 전기온수기(Electric Water Heater)

         기기번호 : M351

         형    식 : Electric Type

         설계용량 : 저장탱크 : 1,000 Liter

                    히터     : 50 KW

         수량 :  1 EA

         설계압력 : 5 Bar

         내통재질 : 스테인레스

     (2) 계통운전 및 감시

       o 계통운전

         본 계통으로의 용수공급은 지하공동구내 용수공급 분기 모관상에 설치된 주 차단

밸브(V351)를 개방함으로써 시작되며, 온수공급은 저장식 전기온수기 현장 제어반에 설치

된 전기온수기 운전스위치를 작동함으로써 자동으로 운전,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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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저장식 전기온수기에는 생산온수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기와 온도 지

시기가 현장 제어반에 설치되어 항상 임의의 적정온도로 온수공급이 가능하며 온수저장탱크

내의 압력이 설정치(4 Bar)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상 압력이 발생할 경우 저장탱크에 부착

된 고압 방지밸브(V358)가 열려 계통을 보호하게 된다.

        o 계통감시

          계통운전 기간 중 용수 공급압력은 건물 인입구 분기모관 상에 설치된 압력조절

밸브에 의해 항상 3 Bar로 유지된다.

  저장식 전기온수기에는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어있어 적정온수 공급이 가능하며, 중앙 제어

반에서는 온도 지시계가 설치되어있어 온수온도 이상여부의 감시가 가능하다.

   온수저장탱크 내의 압력은 온수저장탱크에 부착된 압력지시기에 항시 표시되며 탱크 내 

압력이 설정치(4 Bar)이상으로 올라가는 이상 압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압 방지밸브     

(V358)가 자동 개방되어 계통압력을 보호하게 된다.

  아. 탈 염수 공급계통

      탈 염수 공급계통은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내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시설,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공용실험실 및 기타 부대시설에서 소요되는 탈염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설계기준

       o 본 계통에서 소요되는 탈 염수는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부지부근을 지나는 지하 공

동구내 기존 탈 염수 공급배관망으로부터 공급되며, 건물 내에 산재한 각 실험실에 공급하

기 위해 승압펌프 및 가압탱크를 설치한다.

       o 가압설비는 100% 2대의 승압펌프 및 1대의 가압 탱크로 구성되고 자동운전 되도

록 하며, 계통의 주관의 압력을 5 Bar로 유지시킨다.

       o 탈 염수 배관은 동파방지 설비를 하며, 지하매설 시에는 지하 1 m 이상으로 설계

한다.

    (2)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 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s (ASTM)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 Korean Industrial Standard(KS)

     (3) 계통개요

         탈 염수 공급계통은 첨부된 P&ID No. FRF-DE-DW-M-021에 도시되어 있는바

와 같이 자체 탈 염수 생산설비 없이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부지부근을 지나는 지하 공동구

내 기존 탈 염수 공급 배관망에서 분기되어 공급되며, 건물 내에 산재한 각 실험실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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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본 건물 지하 기계실내에 탈 염수 승압펌프(100% x 2대) 및 

가압탱크(100% x 1대)패키지를 설치하였다.

  또한, 탈 염수 승압펌프 토출 측 공급모관 상에는 압력전송기가   설치되어 토출 주관 내

의 압력이 적정치(5 Bar) 이하로 떨어질 경우(수요증가 또는 운전 중인 펌프고장)에는 대기

펌프가 자동기동 되고 중앙 제어반에 경보가 발생되며, 현장 및 중앙 제어반에 각각 압력 

지시기를 설치하여 항상 탈 염수 공급압력을 알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4) 기기 및 부품설명

       o 승압펌프 및 가압탱크 (1 Set)

         기기번호 : 승압펌프: M451/M452

                    가압탱크: M453

       o 승압펌프 용량

         설계유량: 6  m3/hr

         설계양정: 2.2 Bar

       o 수량:  1 Set

       o 승압펌프: 100% x 2대

       o 가압탱크: 100% x 1대

     (5) 계통운전 및 감시

       o 계통운전

         본 계통으로의 탈 염수 공급은 현장 제어반에 설치된 자동운전스위치를 작동시킴

으로써 시작된다. 탈 염수 승압펌프는 1대의 운전으로 건물 내에서 소요되는 평균적인 탈 

염수 수요를 만족토록 설계되었으며 현장 및 중앙 제어반에 설치된 압력 지시기를 통하여 

항시 탈 염수 공급압력을 알 수 있다.

  한편, 건물 내 각 실험실에서 탈 염수 수요증가 또는 운전 중인 펌프의 고장 등으로 인  

해 토출모관 내의 압력이 적정치(5 Bar)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토출 측 공급 주관에 설

치된 압력 전송기에 의해 대기펌프가 자동기동 되며, 이와 반대로 수요 감소에 따른 토출 

주관 압력이 상승할 경우에는 운전 중인 탈 염수 승압펌프가 자동 운전정지 된다.

       o 계통감시

         계통운전 기간 중 탈 염수 공급은 탈 염수 승압펌프 토출 측 공급 주관의 압력상

태에 따른 승압펌프 운전대수 조절에 의해 항상 적정압력(5 Bar)으로 자동 공급된다.

  탈염수 승압펌프 토출 측 공급 주관에서의 탈 염수 공급압력은 현장 및 중앙 제어반에 설  

치된 압력 지시기를 통하여 항시 표기된다.

  자. 냉각수 공급계통

      냉각수 공급계통은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내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시설내의 일부기기

에서 소요되는 냉각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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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기준

       o 본 계통에서 소요되는 냉각수는 탈 염수 공급계통으로부터 공급되며 연구용 원자

로연료 제조시설내의 일부기기에 적정한 온도(30℃)를 유지하며 공급되도록 냉각탑과 순환

펌프를 설치한다.

       o 냉각수 공급계통 지하매설 시에는 지하 1 m 이상으로 설계한다.

       o 냉각탑은 밀폐형으로 한다.

       o 냉각수 공급계통은 동절기 사용을 고려하여 냉각성능 조절이 가능하게 하며, 냉각

수와 냉각탑 내 살수용 물의 동결을 방지하게 한다.

    (2)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Korean Industrial Standard(KS)

    (3) 계통개요

        냉각수 공급계통은 첨부된 P&ID No. FRF-DE-DW-M-022에 도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탈 염수 공급계통으로부터 공급된 냉각수가 팽창탱크 내를 거쳐 충수 된다. 냉각수 공

급계통의 정상운전 할 때, 증발 또는 누수에 의한 소요량은 팽창탱크를 통해 자동 보충되도

록 설계하였다. 냉각수는 순환펌프에 의해서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시설내의 기기들에게 

공급되며, 사용된 고온의 냉각수는 냉각탑을 통과하여 냉각된 후, 다시 순환펌프에 의해 기

기에 공급되게 설계하였다.

    (4) 기기 및 부품설명

       o 팽창탱크

         기기번호 : M520

         형식 : 저장식 팽창탱크

         설계용량 : 0.16 m3

         재질 : Stainless Steel

         수량 : 1 EA

       o 순환펌프

         기기번호 : M521/M522

         형식 : 원심 펌프

         설계용량 : 12.6 m3/hr

         설계양정 : 3.5 bar

         설계수량 : 100% × 2대

       o 냉각탑

         기기번호 : M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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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 : 밀폐형 냉각탑

         설계용량 : 210 l/min

         설계온도조건 : 입구온도  35℃

                        출구온도  30℃

                        외기습구온도  25.7℃

         수량 : 1 EA

         부속 : 전기히터(냉각탑 내 살수용 물 동결방지용)

    (5) 계통운전 및 감시

       o 계통운전

         본 계통으로의 냉각수 순환은 별도로 설치된 펌프용 옥내제어반의 자동운전스위치

를 작동시킴으로써 시작된다. 냉각수 순환펌프는 1대의 운전으로 냉각수가 필요한 곳에 수

요를 만족토록 설계되었으며, 현장에 설치된 압력 지시기를 통하여 냉각수 공급압력을 알 

수 있다. 건물 내 각 소요 처에서의 수요 감소에 따른 토출 주관 압력이 상승하여 펌프 토

출 측의 안전밸브가 적정압력(5 bar)이상일 경우 자동 개방됨으로써 펌프를 보호하게 설계

되었다. 냉각수가 필요한 곳에서 사용한 고온의 냉각수는 냉각탑 내 열 교환용 튜브 내부를 

순환하는 동안 냉각탑 내 펌프에 의해 살수된 물이 송풍기에 의한 증발작용에 의해서 냉각

된다. 살수에 사용되는 물은 용수계통으로부터 공급받아 냉각탑 내 저장탱크에 저장된다. 

냉각탑의 동절기 운전 시는 냉각탑의 냉각능력의 증가를 고려하여 송풍기와 펌프의 가동을 

운전/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냉각탑의 냉각성능을 적절히 조절하며, 냉각수의 동결을 방

지하기 위해 부동액을 냉각수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살수에 사용되는 물은 동결현상을 방지

하기 위해 저장탱크에 전기히터를 설치하여 운전한다. 

       o 계통감시

         계통운전 기간 중에 많은 양의 냉각수 소모가 있어도 냉각수로 사용되는 탈 염수 

공급은 팽창탱크의 수위조절밸브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속 보충된다. 냉각수 순환펌프 토출 

측의 냉각수 공급압력은 현장 제어반에 설치된 압력 지시기를 통하여 항상 표기되며, 일정

압력(5 Bar) 이상이 되면 순환펌프의 보호를 위해 안전밸브가 자동으로 개방된다.

  계통운전 기간 중 냉각탑 내 살수에 사용되는 물의 공급은 용수계통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며, 저장탱크내의 수위조절밸브에 의해 조절된다. 

  차. 난방용 증기 공급계통

     난방용 증기 공급계통은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시설,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공용실험

실 및 기타 부대시설의 난방을 하기 위하여 공조기기의 난방코일에 증기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설계기준

       o 난방용 증기 공급계통은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내에 설치되는 공조기기의 난방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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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가습기 등에 증기를 공급한다.

       o 본 계통에는 별도의 자체 난방용 증기 생산설비를 두지 않으며, 소요증기는 본 핵

연료기술개발설비 부근을 지나는 지하 공동구내 증기 공급 배관으로부터 공급된다.

       o 증기 공급배관에서 공급된 증기는 2 ㎏/㎠ g로 감압 후 난방용 코일에 공급되며 

가습기에는 0.35㎏/㎠g로 재 감압 후 공급한다.

    (2)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3) 계통개요

        증기 공급계통은 첨부된 P&ID No. FRF-DE-DW-M-040에 도시되어 있는바와 같

이 별도의 자체 증기 생산설비 없이 핵연료연구동 부지 부근을 지나는 지하 공동구내 기존

의 증기 배관으로부터 소요 증기가 공급되므로 본 계통의 설계범위는 지하 공동구내 공급 

배관 분기점에 위치한 증기 차단밸브(V703)로부터 건물 내의 각 난방코일 및 가습기에 공

급 후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부근을 지나는 응축수 회수배관까지이다. 

     (4)  기기 및 부품설명

        o 응축수 회수펌프

          수 량 : 1개

          형 식 : Air구동펌프 

     (5) 계통운전 및 감시

        o 난방용 코일에 공급되는 증기량은 각 공기정화기/배출 송풍기 전단에 설치된 온

도 감지기(TIC)에 의해 증기량이 조절되도록 설계되어진다. 또한 가습기에 공급되는 증기량

은 상대습도감지기(MIS)에 의해 조절되어진다. 

        o 증기코일 및 가습기를 통과한 응축수는 중력흐름으로 지하실에 설치된 응축수 

탱크에 집수되고 집수된 응축수는 압축 공기구동 응축수 펌프에 의해 응축수 회수배관으로 

회수된다.

        o 압력조절밸브의 하류 측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상이 되면, 안절밸브가 작동되어 

공급배관에 대한 이상 고압을 방지한다.

        o 계통운전 기간 중 증기 공급압력은 현장에 설치된 압력지시기에 항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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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가. 설계기준

      환기설비는 원자력법 시행령 제88조의 환기시설 기술기준에 따르며, 핵연료 주기시

설 안에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공기에 의한 방사선 장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환기설비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핵연료기술개발설비의 환기설비는 

이 규정에 따라 설계된다.

       o 방사선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기능력을 가질 것 

       o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가 누설되기 어려운 구조이고 역류할 우려가 

없을 것.

       o 배출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여과 장치의 방사성 물질에 

의한 오염의 제거 또는 여과장치의 교체가 쉬운 구조일 것.

       o 흡입구는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나. 설계용 온․습도 조건

    (1) 설계용 외기 온․습도 조건

        설계용 온 습도 조건은 미국 냉난방 기술협회(ASHRAE)의 기술분과 위원회

(TAC)에서 추천하는 외기 조건으로서 냉난방 기간 동안의 총 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

포 중에서 가장 높은(낮은) 온도 쪽으로부터 총 시간의 2.5%에 해당하는 온도를 제외시킨 

온도를 기준으로 공기조화 냉동 및 공학 회에서 제정한 TAC 2.5% 온 습도 조건을 설계

용 외기 온 습도 조건으로 설정한다.

표 2.2 외기 온․습도 기준 

구  분 건 구 온 도 습 구 온 도 상 대 습 도

여  름 33.3 ℃ 25.7 ℃ 57 %

겨  울 -12 ℃ - -

표 2.3 설계 실내 온․습도 조건

구  분
여  름 겨  울

온도(℃) 상대습도(% RH) 온도(℃) 상대습도(% RH)

청정지역(구역-1,2) 26±2 55±5 20±2 50

오염지역(구역-3,4) 28±2 55±5 18±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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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환기회수   

      구역-1,2 지역은 heat load calculation에 의하여 환기량을 산정하고 구역-3 지역은 

시간당 2회, 구역-4 지역은 시간당 4회로 환기한다. 화장실 지역은 냄새제거를 위하여 충

분한 환기량을 제공한다.

표 2.4구역구분에 따른 부압 조건          

구 역 구 분 구  역  특  성 부 압 조 건  비  고

구 역-1 우라늄을 취급하지 않는 지역 약간 양압

구 역-2 봉우라늄취급지역 약간 양압

구 역-3

UO2 소결체와 같은 비 부유성 개

봉우라늄 취급지역으로 부유 가능

성이 적으나 외부피폭 및 내부피

폭이 동시에 고려된다.

-3 mmAq

 ∼ 

-5 mmAq

소결실, 비 파괴실험

실, 소결체 특수가공

실, 시험 핵연료실, 핵

연료 저장고, 개량금속

실, 시편준비실, 조직

실험실

구 역-4

부유성 개봉 우라늄을 취급하는 

구역으로서 우라늄의 부유 가능성

이 있으므로 외부피폭 뿐만아니라 

내부피폭도 고려된다.

-6 mmAq

 ∼

 -10 mmAq

저농축 우라늄저장고, 

감손 우라늄저장고, 연

구용 원자로 연료제조

시설, 분말실, 건식정

련실, 열물성 실험실, 

분말분석실, 소결체 분

석실

   라. 덕트설비

  (1) 덕트 내 풍속

        덕트 내 풍속을 크게 하면 덕트의 단면적이 작아져 유리한 반면 소음발생이나 덕

트  내 압력 증가로 인한 소요동력의 증가로 불리하게 된다. 저속 덕트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배기 덕트의 일부는 부득이한 경우 고속 덕트 방식을 적용하고 가능한 덕트 내 풍

속을 낮게 유지토록 한다.

표 2.5 덕트 내 풍속

구   분
저속방식 설계 풍속

(m/s)

고속방식 설계풍속

(m/s)
비   고

공기 도입구

Fan 흡입구

Fan 송출구

주 덕 트

분기덕트

필   터

난방코일

2.5

5.0

8∼12

6∼10

4∼5

1.75

3.0

3.0

8.5

12.5

12.5

10

1.75

3.0

전면적풍속

자유면적풍속

자유면적풍속

자유면적풍속

자유면적풍속

전면적풍속

전면적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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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덕트계산

       o 전 덕트계의 단위 길이당 압력손실은 0.1 mmAq/m로 일정하게 하는 등압법으

로   덕트 크기를 계산한다.

       o 덕트 설계 및 제작은 기계가동에 적합하고 작업능률이 좋은 SMACNA 공법에 

따른다.

       o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덕트를 통해서 화재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덕트가 방화벽을 관통하는 곳에 방화댐퍼를 설치한다.

       o 배기 레지스터는 실내 환기상태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 급기 레지스터의 반대편

에 설치한다.

       o 급기 및 배기 덕트의 높이는 열원의 냉각효과를 높이고 열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배기 효율을 극대화한다.

     (3) 환기계통

     o 구역-3,4의 배기용 filter에 연결되는 덕트 계통은 ERDA 76-21의 규정에 맞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o 배기의 방사능은 US NRC Regulatory Guide 1.21의 요구조건에 따라 감시되어

야 한다.

     (4) 열원계통

     o 각 계통의 AHU에 공급되는 난방열원은 증기(65℃/55℃)를 지하 공동구 주 공

급라인에서 연결하여 공급받고, 냉방열원은 직접팽창식 냉방 코일을 사용한다.

     o 100% 용량의 항온항습기를 출입통제실, 정 측정실, 정비 및 운  사무실 및 전

기 기기실에 설치한다. 

     o 항온 항습기는 공냉식 상향류형이며, 중 효율 여과기, 전기 가열코일, 직접 팽창

식 냉각코일, 가습기, 전기 모타 구동 송풍기 및 실외기로 구성된다.

마. 적용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o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ASHRAE)

     o  Air Moving and Conditioning Association (AMCA)

     o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o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o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Institute (ARI)

     o  American Welding Society (AWS)

     o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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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Underwriter'S Laboratories (UL) Standard

     o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Regulatory Guides

     o  Energy Research and Development Administration (ERDA) Report

     o  Sheet Mater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SMACNA)

    바. 계통개요

     공기조화설비는 정상운전으로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내 실험 기기 및 작업종사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및 환기조건을 유지하며, 개봉우라

늄 취급구역을 외기로 정화시킴으로서 부유성 우라늄의 축적을 방지하고 제거하여 건물 

내의 방사성 부유 물질이 대기로 누출되는 것을 억제한다.

    사. 주요기기 

    (1) 공기조화기 (Air Handling Unit)

      공기조화기는 저 효율 여과기, 중 효율 여과기, 증기 난방코일, 직접 팽창식 냉방 

코일, 증기 가습기, 2x100% 용량의 송풍기로 구성된다. 난방용 증기는 지하 공동구 주 

공급라인에서 연결하여 인입 60℃ / 반환 55℃로 공급한다.

표 2.6 공기조화기 사양

Equipment Name
Equipment 

No.
Q'TY

Heating 

Load

(kcal/hr)

Cooling Load

(kcal/hr)

Clean Area Supply AHU M 551 1 129,800 48,000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구역용

Supply AHU
M 552 1 352,200 73,000

첨단핵연료 연구시설구역용

Supply AHU
M 553 1 177,700 62,000

    (2) 항온항습기

       100% 용량의 항온 항습기를 출입통제실, 정  측정실, 정비 및 운  사무실 및 전

기 기기실에 설치한다. 항온 항습기는 공냉식, 상향류형이며 중 효율 여과기, 전기 가열코

일, 직접팽창식 냉각코일, 가습기, 전기 모타 구동 송풍기 및 실외기로 구성된다.

  전기 기기실은 전기 기기의 열 제거를 위하여 공냉식 냉방기를 설치한다. 공냉식 냉방  

기는 상향류형이며 중 효율 여과기, 직접 팽창식 냉각코일, 가습기 및 전기 모타 구동 송

풍기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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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항온항습기 사양

Equipment Name Equipment No.
Q'T

Y

Heating Load

(kcal/hr)

Cooling Load

(kcal/hr)

측정실 항온항습기 M 564 1 2,200 2,200

정 측정실 항온항습기 M 569 1 900 1,500

방사성 통제실

항온항습기
M 562 1 900 400

 전기 기기실 냉방기 M 566 1 - 2,700

    (3) 송풍기

        청정지역을 위한 배기 송풍기는 2x100%로 구성되며 청정지역 공기조화기를 통하

여 각 방에 공급된 공기를 배기 한다. 화장실의 배기를 위하여 벽걸이형 배기 송풍기를 

설치하고, 기계실의 비상발전기의 열 제거를 위하여 축류식 송풍기를 설치한다. 이 송풍기

는  비상발전기 기동과 연동되어 운전되고 100% 용량 1대 이다.

표 2.8 Fan 사양

Equipment Name Equipment No.
Q'T

Y

풍량

(CMH)

정압

(mmAq)

 Clean Area Exhaust Fan M 554/M555 2 11,200 40

 Machine Room Exhaust Fan M 568 1 22,100 22

 Toilet Ventilation Fan
M 571 1 760 2

      

    (4) 공기정화기(Air Cleaning Unit)

        공기정화기는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시설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을 위하여 각각 

1대씩 설치되고 중 효율 여과기, 고효율 입자 여과기, 2x100% 용량의 송풍기로 구성된다. 

고효율입자 여과기의 효율은 99,97% (입자0.3μm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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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ACU 사양

Equipment Name
Equipment 

No.
Q'TY Remarks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

구역용

Exhaust ACU

M 556 1

PRE-FILTER(MIDIUM 

EFFICIENT)+HEPA 

FILTER + FANS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구역용

Exhaust ACU
M 557 1

PRE-FILTER(MIDIUM 

EFFICIENT)+HEPA 

FILTER + FANS

3. 화재방호계통

    가. 설계 기준

      o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및 부대시설의 각각에 설치된 기기 및 용도상 소방법 시행령 

“별표 1”의 특수 장소 분류 중 13항 공장으로 분류한다.

      o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및 부대시설의 위험물 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적용함에 있

어 이를 법규상 일반 취급소로 본다.

      o 핵연료기술개발설비의 소화설비는 소화기구(휴대용 소화기), 옥내소화전 설비로 

구성된다.

  나.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o 한국산업규격(KS)

       o 국내소방법 및 관련법규

       o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o 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ASTM)

       o American Welding Society(AWS)

       o Factory Manual(FM)

       o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o Underwriters Laboratories(UL)

  다. 계통개요

      소화설비계통은 첨부된 P&ID No. FRF-DE-DW-M-050에 도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핵연료기술개발설비 지하 기계실에 소화용수탱크, 소화펌프 및 압력탱크를 설치하여 각 소

화전에 용수를 공급한다.

     (1) 소화수 계통

         o 소화수원은 핵연료기술개발설비 지하 기계실내 소화용수 탱크를 설치하여 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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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술개발설비의 소화전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공급한다.

         o 옥내소화전은 핵연료기술개발설비의 청정지역의 각층에 설치되며 각층마다 건

물내부의 접근과 피난이 용이한 부분에 설치되며, 당해 소방대상물이 각 호스 접결구로부터 

25 m이내에 있도록 한다. 다만, 핵연료 취급지역은 물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옥내 소

화전이 배제되도록 하였다.

     (2) 기타 시설

        소화기는 유사시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응 소화기를 본 시설 내부의 전역

에 적정하게 배치하였으며 그 종류로서는 다용도 분발소화기, CO2소화기 및 금속화재용 분

말소화기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즉, 전기 관련 실에는 CO2소화기를 배치하고, 금속화재용 

분말소화기는 우라늄 분말 등을 취급하는 지역에 설치하며, 그 외의 모든 건물지역에는 다

용도 분말 소화기를 설치함으로 초기 화재에 신속하게 대처한다. 

  라. 화재감지 및 화재 경보

“제3절 3항 화재감지 및 경보” 참조

  마. 주요 기기 (소화설비 배치도 참조)

    (1) 옥내 소화전

       o 수 량 : 3 개 

       o 형 식 : 노출형 및 매립형 

       o 재 질 : 1.6t 이상 스테인레스 스틸

       o 기본 부품 : 호스 15 m, 노즐Φ40 X 1 개, 호스 걸이식, 앵글밸브 Φ40 X 1개

    (2) 소화기

       o 다용도 분말 소화기

         규  격 :4.5 kg

         적응성 : 목재, 유류, 전기화재

       o CO2 소화기

         규  격 : 8 kg

         적응성 : 유류, 전기화재

       o  금속 분말 소화기

          적응성 : 금속화재

    (3) 소화용 펌프

       o 소화용 주 펌프

         수량 : 2 대

         형식 : 다단 볼류트펌프

         규격 : 150LPM x 50M x 5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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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소화용 보조펌프

         수량 : 1 대

         형식 : 웨스코 펌프

         규격 : 60LPM x 40M x 3HP

    (4) 소화용 저수조

        수량 : 1 대

        용량 : 3.43 Ton

        재질 : STS304, 판넬조립

    (5) 소화용 압력탱크

        수량 : 1 대

        용량 : 100 LIT

    (6) 연결송수구

        수량 : 1 대

        INLET : D65 x 2 EA

        OUTLET : D100 x 1 EA

4. 액체폐기물계통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은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비상 샤워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

수를 수집, 저장, 우라늄 농도 측정 및 이물질 제거 기능을 수행한다.

   가. 설계기준

    (1) 비상 샤워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배수는 방사성 액체폐기물로 취급하여 처리하며, 

무단으로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2)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의 용량은 20인의 샤워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한 대의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의 처리 또는 보수할 때에도 폐수 수집이 가능하도록 

100% X 2대의 용량으로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가 구성된다.

    (4)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는 바닥에 침적된 폐수 내의 고체입자들이 용이하게 방출되도

록 탱크 바닥이 중앙으로 1/100의 경사를 가진다.

    (5) 방출하고자 하는 폐수는 그랩 시료 채취하여 우라늄의 농도를 측정한다. 측정 결과 

우라늄 농도가 원자력법에서 정한 방출허용치 이하일 경우, 시설 외부 자연증발조로 이송, 

처리한다.

    (6) 비상 샤워실 바닥배수로부터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까지의 배수배관은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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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의 연속 하향 경사를 가지도록 하여 배관 내부에 슬러지가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7) 비상샤워실의 바닥 마감은 샤워실 바닥의 배수를 용이하게 하고 물웅덩이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 배관까지 경사를 가져야 한다.

    (8) 부주의한 폐수의 유출 또는 누설을 한정할 수 있도록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 주위에

는 방호벽을 설치되어야 한다.

  나. 규격 및 표준

      기기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원자력법

       ◦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ASME)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ANSI)

       ◦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 American Society of Testing and Material(ASTM)

       ◦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Regulatory Guides

  다. 계통개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있는 비상 샤워실 배수는 지하층에 위치한 방사성 폐기물저장

탱크에 수집, 이물질 제거, 저장되며, 우라늄 농도 측정 후, 탱크로리로 전량 수거되어, 시설 

외부의 자연 증발조로 이송하여 처리된다.

  액체폐기물 관리계통의 설계범위는 비상 샤워실 배수배관으로부터 방사성 폐기물저장탱크 

후단 방출배수관까지이며, 방사성 폐기물저장탱크, 관련 밸브, 배관 및 계측제어 기기를 포

함한다.

  라. 기기 및 부품설명

    (1)  방사성 폐기물저장탱크 (Radioactive Waste Tank)

        o 형식 : 수직원통형, 슬라브형 바닥, 스트레이너 내부 부착

        o 수량 : 2 EA 

        o 재질 : 304 스테인레스강

        o 용량 : 3.35 m3 (880 gal)

        o 설계압력 : Atmospheric

  마. 계통운전 및 감시

    (1) 계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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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비상 샤워실 배수로 유입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샤워수 및 hand wash는 자연 

구배 방식으로 지하층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에서 수집, 저장된다.

       o 두 대의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 사이에 연결 관을 설치하여, 한 대의 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에 폐수가 만수 또는 과다하게 유입되는 경우, 연결 관을 통하여 다른 한 대의 탱

크로 폐수가 흘러 나가도록 설계된다.

       o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 내 폐수 유입구에 스트레이너가 설치되어 탱크로 유입되는 

폐수의 이물질이 제거되며, 주기적으로 스트레이너에 수집된 이물질이 제거된다.

       o 액체폐기물관리계통은 수동으로 제어된다.

       o 폐수를 수집하도록 밸브가 배열된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 1대가 만수 되면 현장 

및 제어실에서 고수위 경보가 발동하며, 이에 따라 운전원은 유입되는 폐수가 대기 중인 다

른 한 대의 탱크에서 수집되도록 2 대의 탱크의 폐수유입밸브 배열을 서로 바꾼 후, 만수 

탱크의 폐수를 처리한다.  

       o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에 압축공기를 주입하여 방출하고자 하는 폐수를 충분히 교

반한 후, 그랩 시료 채취하여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다음, 탱크로리로 전량 수거하여  자연

증발조로 이송, 처리한다.

       o 방사선 감시계통(RMS)에서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의 우라늄 농도를 연속 감시한

다.

    (2) 계통감시

       o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에는 level indicating switch가 설치되어 수위 확인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수위의 경우 현장 및 제어실에서 경보가 울리게 된다.

       o 방출하고자 하는 폐수는 시료를 채취하여 우라늄의 농도를 측정한다.  측정 결과 

우라늄의 농도가 원자력법에서 정한 방출허용치 이하일 경우, 시설 외부 자연증발조로 이

송, 처리한다.

  바. 액체 폐기물의 자연증발 처리에 의한 피폭 향

      핵연료기술개발설비에서 발생되는 샤워수 형태의 액체상 방사성 폐기물은 한국원자

력연구소 부지 내에 위치한 자연증발시설에서 전량 처리되며, 이 때 대기로의 예상 방출

량 및 방출 특성은 표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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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자연증발처리에 의한 우라늄 동위원소의 대기 방출량  및 방출특성

     

핵종
방출량

( μCi/yr)
방출특성

U-234

U-235

U-236

U-238

1.71E-1

1.17E-3

7.10E-3

6.93E-4

․방출유형 : 지표방출

․건물의 최소단면적 : 60.6 m
2

․건물높이 : 15 m

계 1.80E-1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에 위치한 기상 관측 탑의 10 m 높이에서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

여 연간평균 대기확산인자 및 침적인자를 평가한 결과 동북동 (ENE) 방향 부지경계지점 

(시설로부터 800 m 지점)에서 최대 값을 나타낸다.

  동지점에서 대기확산인자는 방사능 붕괴와 침적을 고려치 않을 경우 5.917 x 10-4 

sec/m3, 방사능 붕괴만을 고려할 경우 5.773 x 10-4 sec/m3, 방사능 붕괴와 침적을 고려할 

경우 5.366 x 10-4 sec/m3로 평가되었으며, 침적인자는 1.106 x 10-7 sec/m3로 평가되었다. 

동 시설로부터 동북동 (ENE) 방향 부지경계에서 개인에 대한 유효선량 및 주요 장기별 

등가선량은 표 11과 같으며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 피폭 연령군인 소아에 대한 최대 

유효선량은 1.48 X 10-5 mSv/yr로 평가되었다.  

표 2.11 자연증발시설 운 에 의한 최대 개인피폭선량 (mSv/yr)

          장기

 연령군
유효 뼈 폐

성인

십대

소아

유아

8.20E-6

9.45E-6

1.48E-5

5.26E-6

5.03E-6

1.52E-5

5.76E-6

5.49E-7

6.58E-5

7.66E-5

1.22E-4

4.47E-5

5. 계측 및 제어계통

  가. 규격 및 표준

      계통설계, 제작, 설치 및 시험에 적용될 수 있는 규격 및 표준은 다음과 같다.

        o  한국 산업 규격(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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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o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API)

        o American Society of Mechanical Engineers (ASME)

        o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ASTM)

        o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

        o Institute of Electric and Electronic Engineers (IEEE)

        o Instrument Society of America (ISA)

        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

        o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o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o Scientific Apparatus Manufacturers Association (SAMA)

  나. 설계기준

     (1) 제어 신호

         계통제어 및 감시루프에 사용되는 전기 신호는 4∼20 mA 직류가 사용되며, 현장의 

공기식 제어루프는 0.2∼1.0 Kg/cm
2
g 의 공기 신호가 사용되도록 한다.

     (2) 제어계통기기는 냉난방 설비고장, 전압변동, 잡음유입 및 무선주파수 간섭 등 비정

상 상태에서도 원만하게 작동되도록 한다.

     (3) 운전의 신뢰성 향상

       o 제어장치의 기능을 분산화 함으로써 제어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위험상태확산을 

방지한다.

       o 주요 제어장치에 대한 processor unit의 다중화 방식을 채택하여 제어장치의 신

뢰성을 향상시킨다.

       o 공정상 안전성, 신뢰성, 긴급성이 요구되는 중요 기기는 제어실에 CRT-Base의 

운전자 워크스테이션과는 별도로 전용의 고정형 스위치나 M/A 스테이션을 설치한다.

    (4) 운전 및 보수의 단순화

       o 계통의 기동/정지 과정을 microprocessor 기반의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자동화

한다.

       o 운전원이 필요로 하는 각종 데이터가 keyboard 조작에 의해 CRT화면에 집중

표시 되도록 함으로써 운전조작이 용이하며, 운전원이 계통전체의 운전 상태를 쉽게 파

악 할 수 있도록 한다.

       o 제어장치의 자체 고장진단기능의 활용으로 제어장치의 고장개소 및 원인을 운

전원/보수원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o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의 CRT 화면을 통해 자동 기동/정지 진행상태의 감시가 

가능토록 하여 필요시 운전원의 신속한 조치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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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계통의 개요 및 구성

    (1) 개요

        계측제어계통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반의 DCS에 의해 계층적 기능분산 구조로 설

계되는 제어 및 감시계통과 디지털-기반의 운전자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DCS와 연결된 현장

계측제어설비로 구성된다. 이러한 계측제어계통은 계통의 정상 및 비정상 운전의 모든 조절

제어 및 논리제어 기능, 운전감시 및 운전자료 처리 기능을 수행하고, 계통 및 현장의 계기 

및 구동기로부터 각종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이들 데이터를 데이터 하이웨이 및 실 배선을 통

해 제어실의 운전자 연계장치에 전달하여 계통의 운전상태 감시, 사고 진행기록, 데이터 기록 

및 추이표시, 계통진단, 운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를 파악하기 쉬운 

형태로 표시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2) 구성

         계측제어계통을 구성하는 주요설비는 다음과 같으며, 구성도는 그림 1을 참조한다.

        (가) 운전자 워크스테이션

항 목 규 격 수 량 용 도 비고

 Operator Console 20" CRT 2 Sets 운전 및 감시용

 Engineering Console 20" CRT 1 Set 프로그램 작성 및 편집용

 Keyboard / Trackball 제작사 표준 3 Sets Console CRT 조작용

 Alarm/Log Printer
Dot Printer/

Lazer Printer
각 1 Set Alarm 및 Event 기록용

 Color Copier Color Lazer Printer 1 Set 운전 및 감시화면 출력용

 Optic Disk 10G 1 Set 원 프로그램 보관용

        (나) Mosaic Graphic Board                   : 1 Lot

        (다) 제어시스템 캐비넷                                    : 1 Lot

            o Processor Card

            o Network Interface Card

            o Digital Input Card

            o Digital Output Card

            o Analog Input Card

            o Analog Output Card

            o RTD Card

            o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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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현장제어반                          

            o Air Handling Unit(AHU) 및 Exhaust Fan용 현장제어반 : 1 Set

            o Air Cleaning Unit(ACU)용 현장제어반            : 1 Set

   라. 제어 및 감시설비 설계내역

     (1)  설계기준

       (가) 제어 및 감시설비는 어떤 운전조건 하에서도 인명과 장비를 보호하면서, 운전

원의 최소 동작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구성하며, 프로세스 계통이 불안정한 급박한 

상황일 경우에는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관련 안전장치가 신뢰성 있게 동작되도록 인터록

을 구성한다.

           o 유틸리티 계통은 서비스 가스의 누설이 발생 할 경우, 압축공기압력이 low

일 때 경보가 주 제어실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에 제공되므로서 운전원이 필요한 조치를 취

하도록 설계한다.

  관련 계통으로는 hydrogen gas, nitrogen gas, argon gas, compressed air, helium gas, 

forming gas등이 있다.

       (나) 공기조화계통의 각 인터록 종류 및 기동조건은 다음과 같이 설계한다.

          • Supply AHU fan

          Fan의 후단의 공급공기 유량이 low일 경우 기동중인 fan은 trip되고 standby 

fan이 기동하고, 또한 이에 대한 경보가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의 운전자 CRT 화면 및 

mosaic graphic board의 경보창에 제공된다.

  ACU의 exhaust fan이 모두 정지되면 supply AHU의 fan이 정지하고, 관련 설비로는 

clean area supply AHU fans,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supply AHU fans,  

advanced nuclear fuel research facility AHU fans 등이 있다.

          • Exhaust ACU fan

          Fan의 후단의 공급공기 유량이 low일 경우 기동중인 fan은 trip되고 standby 

fan이 기동하고, 또한 이에 대한 경보가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의 운전자 CRT 화면 및 

mosaic graphic board의 경보창에 제공된다.

  Supply AHU의 fan이 모두 정지되면 ACU의 exhaust fan이 정지하고, 관련 설비로는 

clean area ACU exhaust fans,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ACU exhaust fans,  

advanced nuclear fuel research facility ACU exhaust fans 등이 있다.

       (다) 중앙 집중 제어 (Centralized Control)

            제어실에서 유틸리티 계통 및 공기조화 계통을 감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집중 제어 방식을 채택하여 최소의 운전자로 안정된 조업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라) 보호설비 (Protection System)

            운전자과 설비를 보호하는 보호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보호설비는 일반 제어

설비와 분리하여, 정상 운전 중에 일반 제어설비의 비정상 상태 운전으로 인한 위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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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운전자와 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분리․구성한다. 핵연료기술개발설비 계측제

어설비는 유틸리티 계통 및 공기조화계통의 제어 및 감시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유틸리티

계통 및 공기조화계통은 핵연료제조시설에서 요구되는 서어비스 가스의 공급 및 공기조화 

기능을 담당하는 보조계통이므로 유틸리티계통 및 공기조화계통에는 운전자과 설비를 보

호하는 보호설비는 설치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모든 핵연료기술개발설비 계측제어설비는 

일반제어설비의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마) 경보설비 (Alarm System)

            프로세스 상태가 허용 한계 값을 벗어나 운전되고 있거나, 운전설비가 오동

작을 할 경우에는 사전 경보를 운전자에게 알리게 하며, 단위기기나 설비가 비정상적으로 

정지하 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를 발생하도록 한다.

        (바) 제어설비는 부분 고장으로 인한 전체 사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유틸리티 

계통과 공기조화계통을 구분하여 제작하되, 한 개의 시스템 캐비넷으로 제작한다. 즉, 전

원 공급설비(Power Supply System), 주 프로세서 제어기(CPU), 통신 접속 카드

(communication Interface Card) 및 입/출력 카드 등을 구조적으로 분리, 제작한다.

       (사) 기본적인 안전 사양 (Basic Safety Feature)

            제어설비의 기본적인 안전사양(Basic Safety Feature)은 다음과 같다. 

          • 전원 복구 보호 (Power Restoration Protection)

          정전되었다가 복귀될 때 프로세스의 변수 값이 난조에 빠지지 않도록 한다.

          • Back-up 전원

          제어시스템 전원(Power Supply)은 일차전원이 fail되면 즉시 전원공급을 대신 

담당하는 무정전 공급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 UPS)전원을 공급한다. 상기

와 같은 조건을 운전자에게 경보해 주기 위해서 제어실에 설치하는 annunciator용 접점을 

마련한다.

          • 제어 설비에는 완전한 자기 진단기능을 갖춘다.

          • 트립 (Trip) 및 설비보호

          유틸리티 계통 및 공기조화계통에는 계통수준의 트립과 관계되는 신호는 없으

며, 개별 기기수준의 트립 신호는 개별 기기제어논리 및 전동기 제어반 (MCC : Motor 

Control Center)의 기기보호논리 내부에서 생성되어 자동 트립이 발생되게 설계한다. 따라

서 주 제어실에 계통수준 또는 기기수준의 트립과 관련된 스위치는 제공하지 않는다.

설비보호를 위한 중요한 신호로는 emergency diesel generator의 emergency start/stop 

신호를 제공한다. 이 신호는 제어실(303호, Maintenance & Operating Office)의 운전자 워

크스테이션 상에 제공되는 고정형 하드스위치에 의해 발생되며 이 스위치는 emergency 

diesel generator 제어반에 실 배선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구성한다.

          • 시스템 이중화 (System Redundancy)

          유틸리티계통 및 공기조화계통의 계측제어설비의 통신네트워크인 control data 

highway 및 information data highway를 이중화로 구성하여 계측제어설비의 신뢰성을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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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안전조업이 유지되도록 설계한다. 이들 통신네트워크는 hot-standby 개념으로 구성

하여 hot network와 standby network는 정상 시 동시에 데이터 전송기능을 수행하며 프

로세서 모듈에서는 hot network의 데이터를 받아들이게 구성한다. Hot network가 고장시 

standby network는 hot network로 전환되어 데이터 전송기능을 수행하고, 또한 hot 

network가 복구되면 이 네트워크는 standby network로 되어 동작하게 구성한다. 그러나 

프로세서모듈, 입출력모듈과 같은 다른 계측제어설비는 이중화 구성을 적용하지 않는

다.

          • 메모리 용량

          메모리 용량이 CPU의 60%이상이면 별도의 다른 CPU 모듈을 설치하고 40%

의 용량을 여분으로 남긴다.

       (아) Loop 제어

            Loop 제어는 하나의 고장으로 인하여 다른 제어루프가 향을 받아 불안정 

운전이 되지 않도록 구성하며, 중요 제어 루프는 다른 제어 loop로부터 직접적 사고의 

향을 받지 않도록 구성한다. 또한 모든 제어기는 수동 및 자동 상태로의 변환이 동요 없

이 전환되도록 한다.

    (2) 설계와 제작 (Design & Construction)

       (가) 제어시스템 (Control System)

           o 제어시스템은 센서, 전송기, 구동기 등의 현장계측 제어기기와 제어 및 감시

신호를 송수신하고 이에 연관된 제어알고리듬을 수행한 후 통신네트워크를 통해서 제어실

의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제어시스템 구성품 간의 통신은 

고속 플랜트 데이터 하이웨이를 이용한다.

           o 제어실 혹은 운전원 워크스테이션이 제어대상설비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

통운전의 중앙화(집중화)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한다. 제어시스템 블럭간의 통신은 이중화로 

구성한다. 

           o 제어실 운전원이 프로세스 정보에 신속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운전원

의 조작에 신속히 응답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대표적인 아날로그 제어기와 판넬에 장착된 

스위치와 액튜에이터를 사용했던 경험과 비교하여 시간지연을 거의 느낄 수 없게 한다.

           o 제어시스템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어시스템

의 모든 기능은 동작해야 하고 운전자에게 이상 상태 관련 정보가 전달되도록 설계한다. 

즉, 고장에 내성 있는 시스템(Fault Tolerant System)을 갖춘다. 예로서 이중화된 data 

highway에서 이상(Fail)이 발생했을 시, data highway가 자동 전환되도록 primary가 이상

이 발생하면 secondary가 통신기능을 수행하도록 자동으로 전환되게 하고 전환 시 bump

가 없도록 한다.

           o 프로세스 입출력은 이중으로 구성되지 않지만 프로세스 입출력 신호 하나에 

의해서 여러 개의 I/O 신호가 향을 받아 불안정한 운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I/O 

card 레벨에서 분산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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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중화된 설비의 primary와 secondary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이상이 발생하

면 즉시 운전자에게 경보하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능의 고장 시에도 경보가 

울리게 한다.

           o 100% 예비 펌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A” 펌프의 MOV, 현장계기 및 기동

/정지 신호 처리 카드는 “B” 펌프의 입/출력 카드와 분리 구성하여, “A” 펌프의 카드에 

문제가 있을 경우 “B” 펌프에서 연속 운전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한다.

           o 모듈의 갑작스런 고장에 대한 fault-tolerant의 의미는 제어기능을 정지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출력들이 시스템 구성(Configuration)시 기 설정해 놓은 값으로 유지

되는 것을 말한다. 기 설정 값은

            - 최소출력 (아날로그의 경우 “0”, 디지털은 Relay를 Off)

            - 최대출력 (아날로그 100%, 디지털은 Relay On)

            - 최종위치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

              위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한다.

           o 제어시스템의 동작은 이동 라디오에서 발생하는 라디오 주파수에 향을 받

지 않도록 한다. 특히, 시스템 오동작, 기능 상실, 또는 시스템 캐비넷으로부터 5피트 떨어

진 위치에서 60초 동안 5 watt 출력을 갖는 휴대용 2 way 라디오를 동작시켰을 때 측정 

오차나 제어변수가 ±0.25% 이상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RFI/EMI 규정은 

SAMA 표준 PMC-33.1.을 따른다.

           o 경보 (Alarm)

             - 운전자 안내 메시지(Operator Guidance Message)는 중요 경보에 대해 제

공하며, 경보의 경과 기록(History)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하고 필요시 화면에 나타내거나 

인쇄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 장애 상황을 고려하여, 제어시스템은 기기 및 소프트웨어

를 계속적으로 진단하는 자기진단 기능을 갖춘다. 장애가 일어난 경우에는 시스템 진단함

수가 현재 문제가 생긴 부분 관하여 operator console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도

록 한다. 시스템의 경보에는 최소한 경보발생시간, tag number, point descriptor, 경보발

생시의 측정값, engineering unit, 경보메시지를 표시하고 경보를 들을 수 있는 울림장치를 

공급한다.

             -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에서 high, high/high, low, low/low, high/low 편차

(deviation) 알람이 가능하게 하며, 또한 알람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운전원이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에서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경

보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경보소리나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상의 다른 인식장치를 통해 경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원이 콘솔에서 경보를 인지할 때까지 경보를 계속한

다.               

-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은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경보를 역순으로 나타내는 현재경보화

면을 제공한다. 또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중에도 발생되는 경보 상황이 계속 Update 

되도록 한다. 경보 시스템은 경보 발생 순서대로 발생된 사건에 응답한 메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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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어 인쇄 가능하게 한다.  

             - Report 작성기

             Report 작성기 혹은 report 조작 기능이 포함한다. 이것은 DCS 데이터 베

이스로부터 report를 편집할 때 간단한 언어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 운전자 워크스테이션

           o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은 핵연료 연구동의 measuring room에 설치한다. 

           o 제어실의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에는 operator console, engineering console, 

alarm/log 프린터, CRT-color 이미지 복사기능 및 파일저장기록 기능을 갖추며, 운전 기

록 및 report 기능이 제공 될 수 있도록 한다.

             - Operator console 및 engineering console

             고해상도 무반사 칼라 모니터로 최소 20" 이상으로 하고, 콘솔은 의자에 앉

아 운전하는 운전원에 알맞은 형태의 구조를 갖추고, 관련 부속을 포함한다. 운전원이 콘

솔을 조작하는 수단으로는 프로세스-지향 키보드(Process-Oriented Keyboard) 및 고신뢰

성 트랙볼 같은  커서 제어 장치 등을 사용하며, 제어 프로그램 또는 각종 소프트웨어 구

성 시에 필요한 문자, 숫자를 입력, 조작을 위해서 qwerty type 또는 그와 동등의 

keyboard를 설치하고, 문자-숫자 키보드가 어떤 콘솔에서도 맞는 플러그 인(plug-in) 형

태의 키보드로 구성한다.

  각 콘솔은 시스템의 부분 고장으로 인한 운전 불능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전에 필요한 모든 Data를 조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운전자 콘솔에 대한  

redundancy 개념을 도입한다.

  운전자 콘솔의 wedge 부분(V자형)은 스위치, 계기류, 전화기 등을 설치하는데 이용한

다.  

  제어실 케이블들은 바닥 아래에서 장비로 들어가 콘솔 밖에서 케이블이 보이지 않게하

며, 콘솔끼리 케이블 연결 또한 가능하게 한다.

  운전자 콘솔에서 loop를 튜닝하고 구성(Configuration)을 바꾸는 데는 특수 password나 

이와 유사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프린터

             Alarm log 및 operation event log용 프린터로서 정 방향으로 용지가 공급

되는 고 신뢰성 프린터를 설치한다. 모든 프린터는 동일 모델이고 상호 교체 가능한 것으

로 한다.

             - 비디오 복사기(Video Copier)

             CRT 화면 이미지 복사기로서 고해상도 이미지 CRT 복사기를 설치하여 어

떤 운전자 콘솔에서도 CRT 이미지를 인쇄 할 수 있도록 스위칭이 가능하도록 한다.

            o 운전자 화면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 Overview

             전체 계통의 공정변수 조건을 보여주는 한개 혹은 여러 개의 공정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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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ystem overview

             각 계통의 주요 기기와 공정변수를 보여주는 CRT 상의 여러 개의 공정화

면. 예를 들면, 수소공급계통, 질소공급계통, 아르곤공급계통, clean area 공기조화계통 등.

             - 시스템화면 

             각 화면에는 해당 계통의 설명이 있고 제어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

도록 한다. 이러한 공정-도식(Process-Schematic) mimic에는 실제 계통설비(밸브, 탱크 

등)를 나타내는 정적 심볼과 공정 변수의 실제 값이 표시되는 동적 데이터가 공정의 형태

와 유사하게 표시되며, 기기 심볼의 색깔변화는 기기의 동작 유무를 변화를 나타낸다.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 심볼(예를 들면, 밸브, 펌프, 기타)의 라이브러리 기능이 그래픽 

화면 작성을 위해 제공된다. 

             - 기기 제어화면(Control Template) 

             운전원이 시스템화면에서 계통의 원하는 기기를 선택하면 기기제어화면

(Control Template)이 호출된다. 이 기기제어화면(Control Template)에서 운전원은 해당 

제어기기를 조작할 수 있고, 이 조작의 결과가 문장이나, 숫자, 색상으로 운전화면에 나타

난다.  

           o 운전자 콘솔은 운전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프로세

스와 제어정보를 체계화하며, 콘솔에서 모든 제어기기를 제어하고, 프로세스 변수를 표시

할 수 있도록 운전원이 조치, 조절하기 손쉽게 하는 기능을 충분히 제공한다. 

  운전자 콘솔의 화면은 운전원이 요구한 후 0.5초 이내에 동적(Dynamic) 데이터가 화면

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1초 이내에는 완전하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며, 동적(Dynamic) 

데이터의 변화되는 상태는 각 프로세스 변수 개별로 적어도 매 초마다 데이터가 갱신

(Update)되도록 한다.

  동적(Dynamic) 데이터 표시는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 수평 수직 바 차트 : 절대값, 편차, 스케일이 된 것과 안된 것.

             - 수치 : 십진표시, 과학적 표시 (Scientific Notation)

             - 이산치 정보 : 다양한 색상과 형태의 Symbol 

        (예 : 빨간색=Open & Run, 녹색=Close & Stop)

             - ASCII 문자

   * 동적(Dynamic) Data : DCS/PLC를 제어하고 있는 변수들의 각종 현재의 값

           o 운전자실에는 다음의 기록과 Report가 제공되는데 아래에 국한되지는 않는

다.

             - Operation event log

             이 기록은 controller 모드의 변화, 설정 값 변화 등과 같은 조작 내용에 대

해 실시간으로 프린트 출력을 수행하고 CRT에 표시하는 기능이다. 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 개 혹은 가능한 수 개의 정보를 나타내도록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장 최근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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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Tag (ISA Tag)

               ․포인트 설명

               ․사건정보 : 예를 들면, cascade에서 local로의 변경

             - Alarm log 

             이 기록은 운전 조작과 제어시스템 경보에 관한 내용을 실시간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 개 혹은 가능한 수 개의 정보를 나타내도록 

한다.

            ․가장 최근의 시각

            ․일자

            ․Tag (ISA Tag)

            ․포인트 설명

            ․경보정보 : 예를 들면, PV와 SP에 대한 편차경보, 값에 대한 hi/low 경보, 

               ․경보해제, 프로세스 내용, 기타.

             - 경보기록(Alarm History)

             경보는 경보 기록(Alarm History)에서 프린트되었던 것과 똑같은 문자의 형

태로 historical file에 저장한다. 이 history는 운전원이 볼 수 있고 프린트로 출력 가능하

고, 최종일 혹은 적어도 지난 8시간의 경보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시스템 요약 (System Summary) 

             이것은 15∼20개 변수에 대해 아래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기능이나, 내

용은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이들 log를 운전원이 운전자 콘솔에서 구성(Configuration)하

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포인트 상태(Point Status) - 선택된 시스템의 프로세스 변수 값

               ․장비상태(Equipment Status) - 선택된 제어시스템 장비의 상태

             - S.O.E.(Sequence Of Events)는 설계에 반 하지 않는다.

             - 실 배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emergency trip 스위치난 후비제어용 필수 

스위치는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의 중앙에 배열한다. 이들 스위치는 무의식적으로 동작 못

하도록 보호 카바 등으로 씌운다.

       (다) 시스템 캐비넷

           o 시스템 캐비넷은 계측장비를 장착하여 프로세스와 cable로 연결시키는 프로

세스 연결용 캐비넷을 포함하며, 시스템 캐비넷은 각 카드가 장착된 캐비넷과 이 캐비넷

과 관련 있는 연결 단자용 캐비넷 (Termination Cabinet)을 구분되어 제작되도록 설계하

고 이들 사이에는 캐비넷 자체끼리 케이블이 연결되도록 한다.

           o 시스템 캐비넷은 현장계기 설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전원과 단자를 갖추며, 

이 캐비넷은 여러 개의 개별 프로세스 유니트 형성이 가능하도록 구조화한다.

           o Termination 캐비넷이나 박스는 현장계기와의 연결을 위하여 screw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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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날 블럭을 갖추고 있고, shield 연결한다. 이 screw 형태의 단자는 #14 AWG 굵기의 

선을 연결할 수 있고 최대 두 선을 각 단자에 물리며, 터미날 블럭은 회로 및 케이블 확

인이 가능하도록 ‘STRIP’으로 정리한다. 또한 각 캐비넷의 바닥은 현장 케이블을 결선하

기 위해 왼쪽으로 열도록 한다.

           o 시스템 캐비넷의 운전에 필요한 모든 전원은 퓨즈 연결을 하고, 이를 전원 

결선도 상에 표시하고, 차단기를 각 캐비넷에 부착한다. 현장 계측용 전송기, 디지탈 입력, 

릴레이, 현장 솔레노이드의 전원은 캐비넷에서 공급하고, 4∼20㎃의 전송기용 전원도 캐비

넷에서 공급한다.

           o 시스템 캐비넷 내에 설치되는 케이블은 IEEE 383 Flame-Retardant Type

으로 공급하며, 일반 PVC 절연 케이블은 공급하지 않는다.

           o 디지털 입출력 장치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디지털 입력

             최소 48V DC의 접점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고, 이 감지(Sensing) 회로는 

접촉 저항을 견딜 수 있으며, 입력카드 내부 회로에서 optical isolation이 되도록 한다. 각 

디지털 입력의 상태는 입력 카드에 있는 LED로 지시되도록 한다.

               ․입력점수 : 8점/Card

               ․절연방식 : Photo Coupler

               ․정격 입력 전압/전류 : DC 24V

               ․응답 시간 : 10 mS 이하

             - 디지털 출력

             디지털 출력은 출력 부하가 릴레이 정격 내에서 사용하고 다음과 같은 부하

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입력점수 : 8점/CARD

               ․절연방식 : Photo Coupler

               ․정격 입력 전압/전류 : DC 24V

               ․응답 시간 : 10 mS 이하

  모터 제어 회로의 경우, 디지털 출력은 다음 특성을 갖는 start 코일 모터를 구동할 수 

있게 한다. (120V AC, 125V DC를 사용하는 경우)

               Nominal volt 120V AC

               Sealed amps 0.72A (87VA)

               In Rush amps 10.4A (1246VA)

               Sealed power factor 0.256

               In rush power factor 0.237

               Pick-up time 23∼35 ms

               Drop-out time 15∼23 ms

  차단기의 경우 디지털 출력은 다음의 정격 내에서 동작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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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inal volts 125V DC

               Close의 경우 6 A

               Trip의 경우 10 A

  솔레노이드의 경우 아래 열거한 두 경우에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Nominal volts 120V AC

               Sealed amps 0.49 A (59VA)

               In rush amps 2.7 A (329VA)

  혹은

               Nominal voltage 24V DC

               Watt rating 33

  각 디지탈 출력의 상태는 DCS 외함 내의 출력카드에 있는 LED에 나타나도록 한다.

           o 아날로그 입력은 다음 범위에서 사용한다.

             - 4∼20㎃ DC(24V DC 전원의 경우에 DCS 전류루프 입력단자의 입력 임

피던스는 250Ω으로 제한된다.)

             - ANSI Type J, K, T&E의 열전대 신호 (자동 cold 연결 보상이 있는)

             - PT-100Ω 혹은 Cu-10Ω 3선식 RTD 신호

             - 하나의 아날로그 입력을 2개 이상의 계측기로 보내고자 할 때는 DCS 출

력에 의해 하나 이상의 계측기로 분배한다. 아날로그 입력은 필요시 전기적 isolation이 가

능해야 하고 외부전원이나 DCS 전원에 연결한다.

               ․입력점수 : 8점/card

               ․절연방식 : Photo coupler

               ․입력 신호 범위 : 4∼20 mA

               ․디지털 변환 값 : Binary 12 Bit

               ․정 도 : 0.05%

           o 아날로그 출력은 DCS에서 전원 공급이 되나 외부 전원 공급도 가능한 4∼

20㎃ 전류 루프로 한다.

               ․입력점수 : 4점/card

               ․절연방식 : Photo coupler

               ․출력 신호 범위 : 4∼20 mA

               ․디지털 변환값 : Binary 12 Bit

               ․정 도 : 0.05%

           o 회로보호 (Circuit Protection) - 모든 입출력 채널은 전기적인 과도현상과 

서지(Surge)로부터 보호되도록 하며, 개개의 입출력은 퓨즈(Fuse) 연결이 되어 있거나 전

류 제한 장치를 설치한다. 최소한 각 아날로그 입출력은 개별적으로 Isolate 하고,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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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입출력도 8 또는 16개의 그룹형태로 Isolate 하며, 디지털 포인트(Point)당 한 개의 퓨

즈가 설치한다. 이것은 현장 결선에서 단락(Short)이 발생할 경우에 많은 디지털 I/O가 손

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o 모든 아날로그와 디지털 값의 지시는 값의 변화가 발생한 즉시 시스템 데이

터베이스 내에 갱신(Update)되는데, 아날로그 신호의 경우에 변화라 함은 ±1%의 변화를 

말하며, 변동 또는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 30초마다 값이 현재의 값으로 갱신한다. 

이렇게 갱신된 아날로그와 디지털 포인트 값은 1초 이내에 다른 제어기나 운전원 콘솔에

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o 제어시스템은 아래의 제어 알고리즘 기능이 제공되도록 하는데, 이에 국한

되지는 않는다.

             - 비례 제어기 (With/Without Tracking)

             - 적분 제어기 (With/Without Tracking)

             - 비례 적분 제어기 (With/Without Tracking)

             - 자동 조정 PID 제어기 (With/Without Tracking)

             - PID 제어기 (With/Without Tracking)

             - Cascade 제어기 (With/Without Set-point Tracking)

             - 자동/수동 Station Form (With/Without Bias With/Without Tracking)

             - High/Low 신호 선택

             - Square Root

             - Dead Time (불감시간)

             - 정/역 제어 동작

             - 부피 흐름 계산 (Mass Flow Calculation)

             - 함수 발생기 (최소 6 포인트)

             - 덧셈

             - 뺄셈

             - 곱셈

             - 나누기

             - Bias

             - 이득 (Gain)

             - 가변이득 (편차 혹은 PV함수에 따라)

             - 속도제한

             - 적분

             - 진상/지상

             - Counter/ramp

             - M/A forced to manual

           o Interposing relay 및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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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posing relay 및 termination은 캐비넷 내부의 cable 작업을 최소화하

고, 현장 설치 공사가 간단하며, 회로 check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 Interposing relay는 고 신뢰성이 확보된 relay를 사용하여, interposing 

relay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interposing relay socket은 relay 제작사의 동일 제

품으로 공급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 Termination 단자는 입/출력 카드(Input/Output Card)단위 별로 구분하여 

card 배열과 동일하게 결선 한다.

             - 캐비넷의 상부에는 relay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termination 단자를 설치

하여 내부 결선과 현장 cable 간의 간섭 사항을 최소화한다.

       (라) 통신(Communication)

            제어설비의 통신네트워크는 DCS의 각 CPU (Processor Module)간의 데이터 전

송기능을 수행하는 control data highway와 제어실의 각 운전원 연계장치와 DCS의 각 CPU 

(Processor Module)간의 데이터 전송을 기능을 수행하는 information data highway의 2가지

의 통신 네트워크가 제공한다.

            o Control data highway

              Control data highway는 실시간의(Real Time) 공정제어용으로 설계된 고속의 

신뢰성 있는 결정론적 통신 protocol을 적용한다. Control data highway는 신뢰성이 높은 

동축케이블로 하고 제어설비가 제어기능과 지시기능을 수행하는데 향을 주는 지연요소 

없이 최대 데이터 속도로 계통의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즉 Control data highway의 데

이터 통신기능은 간단한 전송장애, 데이터 충돌과 재전송이 발생할지라도 기능은 계속 수

행되어지며, 광범위한 error checking 과정이 매 데이터 전송마다 이루어지게 한다.       

 Control data highway는 이중화로 구성하고, 이중의 통신채널이 상호 호환적으로 전환되

는 과정은 시스템 동작에 동요나 향을 주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복구 가능

한 통신장애의 경우에 주어진 시간 내에 fault-tolerant capacity의 허용범위 내에서 error

가 발생시에는 시스템의 동작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이런 형태의 장애가 과도하게 발생

했을 때는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는 경보가 발생하도록 한다.

            o Information data highway

              Information data highway는 모든 운전자 워크스테이션의 운전자 CRT, 엔지

니어링 CRT, 관련 장비 및 계통 주변기기와 모든 정보 또는 명령이 전체적으로 집약되고, 신

뢰성 있고, 거의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link 되게 한다. 이 통신 네트워크는 TCP/IP open 

protocol을 사용하여 향후 하나로 연구 설비와 같은 다른 계통과 연계가 용이하도록 설계한

다. 통신 네트워크는 이중화로 구성하고, 이중의 통신 채널이 상호 호환적으로 전환되는 과

정은 시스템 동작에 동요나 향을 주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Information 

data highway는 최소한 다음의 사양을 유지하도록 한다.

             - Data Bus : 동축 또는 Twist Pair 케이블 (Dual Type)

             - Network 접속 : Ethernet 8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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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제어 방식 : CSMA-CD

             - 전송속도 : 10 MBPS 

       (마) Mosaic graphic board

           o Mosaic graphic board에 설치되는 계기의 기본 사양은 다음과 같다.

             - 지시 램프 : Multi-Diode 3 Color Lamp형을 사용하고, Alarm Lamp

                  (▲ 혹은 ▼형)를 주요 Process Line에 구성한다.

             - Mosaic Tile : 25㎜×25㎜

             - 디지털 지시계 : 연청색 창으로 설치하여 운전원의 피로를 최소화한다.

           o Mosaic graphic board와 관련된 lamp, fuse 등의 spare part는 mosaic 

graphic board 내부에 board 제작 시 보관함을 설치하여 구히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o Mosaic graphic board의 경보 설비 

             회로는 ISA-Sequence R-1-2-9 Ring Back형으로 구성하여 공급하며, 음색

/음향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바) 현장계기 (Field Instrument)

            o 압력계기

              - 모든 계기의 지시침은 판독하기 쉽도록 게이지 전면 부착형으로 한다.

              - 모든 케이스는 가능한 한 스테인레스로 선정하되 주위 환경조건을 고려한

다.

              - 감지부는 측정 매체에 따라 적절한 재질을 선정토록 한다.

              - 산이나 부식성 액체 측정에 사용되는 게이지, 스위치 및 전송기에는 화학적 

봉장치를 사용한다.

              - 측정 매체가 증기일 경우 사이폰(Pigtail Syphon)을 사용하고, 진동하는 유

체에는 진동완충기(Snubber)를 사용한다.

            o 온도계기

              - 온도 감지소자는 가능한 한 보호관(Thermowell)안에 취부 되도록 한다.

              - 열전대 및 측온 저항체는 이중 (Dual) 소자로 한다.

              - 열전대 및 보상도선은 ISA 규격을 만족하게 한다.

              - 온도계 교정은 전면에서 가능한 형식으로 한다.

              - 온도계기는 필요시 온도 전송기를 사용하여 신호를 전송한다.

            o 유량계기

              - 유량측정소자

              유량 측정에는 플로우 노즐, 오리피스, 피-토 튜브, V-Cone 등이 주로 사용되

나 압력 손실이 최소로 요구되는 곳에는 저 압력 손실 벤튜리 튜브를 사용한다.

공정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량 측정 소자를 사용한다.

                ․플로우 노즐 (Flow Nozzle)  : 압력이 높고 유량이 많은 공정에 사용

                ․벤튜리 튜브 (Venturi Tube) : 압력이 높고 유량이 많은 공정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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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손실이 작아야 될 경우)

                ․오리피스 (Orifice) : 압력이 낮고 유량이 많은 공정에 사용

                ․디스플레이서 (Displacer) : 액체 유량 측정에 사용

                ․면적 유량계 (Area Meter) : 액체 유량 측정에 사용

                ․피-토 튜브(Pitot Tube) : 대구경의 배관에 압력이 높지 않을 경우의

유량측정에 사용

                ․V-Cone : 설치 제한 직선거리가 가장 짧고 넓은 측정범위의 압력 및 유

량공정에 사용 120℃이상의 차압식 유량 측정에는 응축조를 설치한다.

            o 수위계기

              - 수위 스위치는 후로트 외부 노출형을 사용하고 배수밸브 및 배기 밸을 구비

한다.

              - 고온용 라스 수위 게이지는 운모막(Mica Coating)을 사용하도록 한다.

              - 수위 게이지는 보호대를 설치한다.

            o 전송기 

              - 모든 전자식 전송기는 4-20mA 직류 2선식을 사용한다.

              - 모든 전송기에는 지시계 내장형으로 한다.

              - 차압식 유량 전송기에는 유량에 비례하는 4-20mA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개

평연산기가 내장되도록 한다.

              - 외함 구조는 NEMA 4형으로 한다.

              - 전자식 전송기는 디지털 형식(Smart Type)으로 채택한다.

            o 제어 구동기

              - 제어 구동기는 공정 조건에 따라 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기식이 사용되도록 

한다.

              - 제어 전원이나 제어신호 및 제어용 공기상실시, 모든 제어밸브, 베인(Vane) 

및 댐퍼들은 최종 제어위치에 유지되도록 하거나, 운전 조건에 따라 안전한 위치(Fail Close, 

Fail Open or Fail Lock)로 되도록 한다.

              - 제어 구동기의 개․폐 전 범위의 동작위치가 필요한 경우 위치 전송기를 구

비한다.

              - 모든 제어 구동기는 다음과 같은 설비를 함께 구비한다.

                ․현장조작용 핸드 휠

                ․위치 지시계

                ․조정 가능한 최대, 최소 리미트 스위치

            o 제어 밸브

              - 일  반

                ․제어 밸브의 동작 소음치가 OSHA에 규정된 85 dBA를 초과하지 않는 밸

브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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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 밸브는 정 방향으로 동작되도록 설계되며 통과되는 유량 전 범위에

서 공동현상(Cavitation) 또는 플래싱(Flashing)이 일어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배관에 용접된 제어 밸브는 밸브 몸체를 분리하지 않고 플러그(Plug)와 

시트(Seat)를 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고온에 사용되는 밸브는 필요시 냉각핀(Cooling-fin)이 갖추어진 밸브를 

선정한다.

              - 밸브 몸체 (Body)

                ․밸브 몸체의 접속부 가공 및 재질은 ANSI 및 ASTM 또는 동등 규격에 

준한다. 밸브 몸체/본넷 설계 한계치의 기준은 ANSI 또는 동등 규격에 따른다.

                ․밸브양단 (Face-To-Face) 치수는 ANSI 또는 동등 규격에 따른다.

              - 밸브 본넷

                ․밸브 본넷은 몸체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한다.

                ․패킹 및 가스켓은 공정 조건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 트림

              공정 조건에 적합한 재질과 트림이 사용되고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구동기

                ․유동체의 교란에 의해 동요(Hunting)나 진동 없이 개폐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한다.

                ․수동조작용 핸드 휠이 있는 구조로 한다.

                ․밸브의 개폐 전 범위 위치를 나타낼 수 있는 개도 위치 지시계를 구비토

록 한다.

                ․On-off, jogging 및 modulating 밸브들은 필요시 개도 스위치 및 포지셔

너를 구비하도록 한다.

                ․크기선정은 배관 크기보다 호칭경 2단계 이하 밸브는 선정되지 않도록 하

고, 밸브 트림은 최대유량과 최소유량 사이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크기가 되도록 한다.

            o 솔레노이드 밸브

              - 솔레노이드 밸브는 공정 조건에 적합한 재질이 사용되고 정확한 동작을 위

해 적절한 크기가 되도록 하며 소프트 시트 (Soft Seat)를 갖는 구조로 선정한다.

              - 솔레노이드는 108∼132V 교류전원이나 105∼140V 직류전원에서 연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 리미트 스위치의 접점형식은 DPDT로 하며, 개폐정격 용량은 120V AC 

15A 또는 125V DC 0.5A 유도성 부하로 한다.

              - 솔레노이드 코일은 H급 또는 공정조건에 적절한 절연급으로 하며 외함 구

조는 NEMA 4형으로 한다.

              - 솔레노이드 밸브가 4방향(4-way) 이상 일 때는 이중 솔레노이드(Dual 

Solenoid)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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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어 운  기준

        제어스위치, 지시 등의 배치와 운전 방향은 다음을 따른다.

       (가) 제어 스위치

            Right or top - start, auto, close(차단기), open(밸브), on, raise와 그 밖의 

양(+)의 값이나 증가시키는 쪽으로 동작하는 스위치 및 이와 관련된 지시등(Lights).

  Left or bottom - stop, manual, open(회로 차단기), close(밸브), off, lower와 그 밖의 

부(-)의 값이나 감소시키는 쪽으로 동작하는 스위치 및 이와 관련된 지시등(Lights).

       (나) 지시등 (Indicator)

           ㅇRed : 장치 또는 공정 동작 중, 유체가 흐르는 중 또는 조건이 증가, 차단기

(Breaker) closed.

           ㅇGreen : 장치 또는 공정 동작 멈춤, 유체 흐름 없음 또는 조건이 감소, 차단

기 

           ㅇAmber - 수동, 자동, trouble, disabled

           ㅇWhite - 전원 이용 가능, 과부하 또는 자동 트립, 다른 특별 용도.

       (다) 파란 지시등(Light)은 밝기가 떨어지므로 사용을 지양한다.

       (라) MOV(Motor Operated Valve)나 isolation gate의 장치 상태를 나타내는 지시

등(Light)은 중간 위치에 있을 때 Red(빨강)과 Green(녹색)등 둘다 점등한다.

    (4) 전원공급장치

        교류 120V 전원을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로부터 별도 공급받아 적절한 전원 공급회

로를 구성하는데, 기기전원 사양과 동일한 사양의 전원을 공급하고, 돌입전류 방지회로, 

필터, isolation 등 기기 및 인명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 장치들을 설치하여 구성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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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기 및 계장

1. 전력 계통 

  가. 설계기준

    (1) 신설되는 핵연료기술개발설비 건물에 소요되는 동력, 조명등의 전원 공급을 위해 

기존의 변전소 측에 설치된 6.9kV 고압 차단기반으로부터 6.6kV 60Hz의 전원을 공급받

기 위한 6.9kV 고압 수전반을 핵연료기술개발설비 지하 전기실 내에 설치한다.

    (2) 핵연료기술개발설비로 인입되는 전력공급 선로는 예비선을 포함하여 2회선으로 

하 으며(연구소 변전실 feeder 구성상 당분간 1회선만 공급), 인입선용 케이블은 7.2kV 

CV 케이블을 사용한다.

    (3)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내의 동력, 제어 및 조명용 전원에 대한 정격 전압은 아래와 

같다.

          계통                                   정격전압

       ◦ 고압                             3상 6.6kV delta, 비접지 

       ◦ 저압

         - 440V 동력전원                   3상 440V wye, 직접접지 

         - 220V 동력전원                   3상/1상 220V wye, 직접접지 

         - 208-120V 동력전원                3상/1상 208V, 1상 120V wye, 직접접지 

       ◦ 계기용 및 제어용 전원             1상 120V, 직접접지 

                                           1상 220V, 직접접지

       ◦ 직류 제어전원                     110V 비접지

       ◦ 리셉터클 전원

          - 208V                            3상/1상 208V, 직접접지

       ◦ 조명용 전원                       208V, 직접접지

    (4) 고압 배전반 (Switchgear)

       (가) 6.6kV switchgear는 예상 최대 단락고장전류와 예상 최대연속전류 용량에 충분

한 정격을 갖는 옥내용 폐쇄(Metal-Clad) 자립형으로 진공차단기, 변류기가 마련되며, 기존 

변전소 측 계측 및 보호 계전 계통과의 연계를 위하여 측정계기와 보호 계전기 등이 내장

된  디지털 전력보호 감시 장치를 설치한다.

       (나) 6.9kV 모선에 이르는 인입 회로에는 반한 시 상과전류 보호 및 잔류 지락 

과전류 보호계전 기능을 구비한 디지털 전력 보호 감시 장치를 설치하고, 저압배전반 공

급회로에는 반한 시 과전류 계전과 방향성 지락 과전류 계전 기능을 구비한 디지털 전력 

보호 감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계전기의 적용은 IEEE 242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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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압 배전반 (Load Center)

       (가) 전압 종류에 따른 저압 배전반 (Load Center)용 변압기로서 3상 6.6kV/440V, 3

상 6.6kV/220V, 3상 4선 6.6kV/208V-120V 60Hz의 건식 Mold 변압기가 각각 마련되며, 이들  

 저압 배전반용 변압기의 1차측은 60kV BIL 정격이며, 2차측 인입 차단기는 인출형 기     

  중 차단기를 마련하고 기존 변전소 측 계측계통과의 연계를 위하여 측정 계기류 등이    

   내장된 디지털 집중 계량장치를 설치한다.

       (나) 저압 배전반 (Load Center)용 변압기는 경보 및 냉각 팬 작동용으로 온도 감지

기를 구비하여야 하며, 중성점에는 load center의 지락사고 보호를 위해 반한 시 지락 과전

류 계전기를 구비한다.

       (다) 저압 배전반 (Load Center) 모선에는 경보용 또는 부족 전압 시 전동기 회로 

차단기 트립용으로 부족 전압 계전기를 구비하며, 변압기 2차측 인입 기중 차단기는 장한 

시 및 단한 시 트립 요소를 가진 정지형 트립장치 (Solid-State Trip Device)를 구비한다.

       (라) 전동기 제어반과 배선용 차단기반, feeder용 및 비전동기 feeder용 기중 차단기

는 장한 시, 단한 시 및 지락보호요소를, 전동기 feeder에는 장한 시, 순시 및 지락보호 요소

를 갖는 정지형 트립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6) 전동기 제어반(Motor Control Center)과 배선용 차단기반(Molded Case Circuit 

Breaker Panel)

       (가) 전동기 제어반과 배선용 차단기반의 차단기(MCCB)는 저압계통의 단락고장전류

를 차단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각 전동기 제어반 수평모선의 연속정격은 800A를 

표준으로 하고 필요시 각 모선에 연결될 부하의 합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전동기 부하 회로의 배선용 차단기는 magnetic trip only형으로 순시요소는 trip 

전류치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부하 계전기는 3상형으로 전류정정을 광범위하게 할 수 

있어야 하며, 주위온도 보상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전동기 제어반의 전동기 부하회로 내 제어용 변압기는 계전기 및 제어전원용으

로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최소 용량은 100VA로 한다.

    (7) 비상 발전기

       (가) 비상발전기는 회전계자형, 공냉식 동기발전기이며, 계자전류를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한 용량의 여자계통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고속응답 여자기 및 전압조정기에 의해 비상발전기의 부하 투입시 전압회복이 

보장되어야 하며, 어떤 조건에서도 비상발전기의 출력 주파수는 규정 주파수 이하로 감소해

서는 안 된다. 전압은 부하 투입 시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하  고, 부하를 감소시키거나 가장 큰 부하의 차단기를 개방하 을 때 비상발전기의 회전   

  속도는 규정 속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전 부하가 동시에 차단된 경우에도 비상 발   

 전기는 규정 속도 이상의 속도로 상승되지 않아야 한다.

       (다) 정상상태에서의 전압조정은 무 부하에서 전 부하에 이르기까지 ±2%를 초과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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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동전압조정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발전기 출력전압 설정이 가능해

야 한다.

       (마) 비상발전기 계통은 전압 억제부 과전류 보호, 지락보호 및 기계계통 고장보호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8) 제어용 전원설비

       (가) 직류계통의 모선전압은 110V DC로 하며, 충전기는 비상 발전기에 의해 후비

전원을 확보할 수 있는 440V 필수모선에 설치하고 축전지 1조를 직류 배전반 모선에 설

치한다.

       (나) 직류계통은 비 접지로 운전하며 각 직류모선의 접지 및 부족전압 상태를 경

보하기 위한 접지검출 및 부족전압 계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축전지는 IEEE-485 또는 일본 SBA 6001에 준하여 용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상 전원 상실 시 30분 동안 해당 직류부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부하 싸

이클의 용량을 가져야 하며, 축전지 용량은 10시간 율로 하고 연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무 정전 전원계통의 용량은 정상운전 부하와 과도발생 부하를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마) 무 정전 전원계통의 출력 측에는 비선형 부하(Computer, 분산 제어계통 부하 

등)로부터 발생되는 기수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하여 고조파 filter 장치를 구비해야 한다.

  나. 규격 및 표준

      본 계통에 적용할 규격 및 표준은 아래와 같다.

       ◦ Korea Industrial Standards (KS)

       ◦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

       ◦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NEMA)

       ◦ International Electro technical Commission (IEC)

       ◦ National Electrical Code (NEC)

       ◦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 고시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다. 계통개요

    (1) 고압 배전반 (Switch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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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kV 전력계통은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내 6.9kV 고압차단기반 모선에 연결된 2

개의 6.6kV 인입 차단기에서부터 저압 배전반 몰드 변압기 1차 측까지이며, 진공 차단기

가 구비된 6.9kV 고압 차단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고압 차단기반은 저압 배전반에 전력을 

공급하며 케이블로 연결된다.

    (2) 저압 배전반(Load Center)

       (가)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부하에 다양한 전압을 공급하는 저압 배전반 전력계통

은 인입부, 변압기, 보조판넬 및 차단기 등으로 구성되어 관련 전동기와 전열기 및 전동

기 제어반(MCC)에 전력을 공급한다.

       (나) 변압기 2차 측은 성형결선으로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고, 변압기와 6.9 kV 

고압 배전반의 연결은 케이블로 한다.

    (3) 전동기 제어반(MCC)과 배선용 차단기반(MCP)

        전동기 제어반과 배선용 차단기반은 저압 배전반으로부터 케이블로 연결되어 전

력을 공급받는다.

    (4) 비상 발전기

       (가) 비상 발전기 계통은 비상 발전기, 여자기 및 전압조정기, 현장제어반, 비상전

원 공급 차단기와 계통운전에 필요한 계측 및 보호설비를 포함한다.

       (나) 비상 발전기는 440V 저압 배전반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440V 필수모선

에 연결되어 있고, 변전소로부터의 정상전원이 상실되었을 때 비상 발전기가 기동되어 

비상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비상 발전기는 440V, 60Hz, 3상이며, 조속기에 의해 속도가 조절된다.

    (5) 제어용 전원설비

       (가) 직류계통은 축전지, 충전기, 직류배전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직류전원은 6.6 kV 고압 차단기반에 내장되는 진공차단기와 저압 배전반에 

내장되는 기중 차단기의 제어회로, 디지털 보호 감시 장비, 비상발전기 제어 및 120V 무 

정전교류전원 등에 전원을 공급한다.

       (다) RMS 전용 220V 무 정전 교류 전원계통 설비는 정류기(Rectifier), 인버터

(Inverter), 정지형 절환 스위치(Static Transfer Switch), 조정변압기(Regulating 

Transformer)와 전용의 축전지 그리고 현장 분전반 및 기타 필요 부속 기기들로 구성된

다.

       (라) I&C 계측용 120V 무 정전 교류 전원계통설비는 정류기(Rectifier), 인버터

(Inverter), 정지형 절환 스위치(Static Transfer Switch), 조정변압기(Regulating 

Transformer), 역 저지용 다이오드와 내장된 분전반 및 기타 필요 부속 기기들로 구성된

다.

       (마) 120V와 220V 무 정전 교류 전원계통은 교류 전력계통의 정전 시에도 순간적

인 정전 없이 정전압, 정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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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기기 및 부품 설명

    (1) 진공 차단기

       (가) 정격전압                      7.2 kV, 3상, 60 Hz

       (나) 정격전류                      630A/1200 A

       (다) 정격차단전류                  12.5kA/25kA rms symmetrical 7.2kV 기준

       (라) 정격투입전류                  31.5kA/63kA, Peak asymmetrical

       (마) 정격제어전압                  110V DC

       (바) 취부방식                      인출형

    (2) 배전반용 변압기

       (가) 정격용량                     단선도 참조, 건식자냉식/건식풍냉식

(AA/FA)

       (나) 형식                          건식 에폭시 몰드, 개방형, 옥내용

       (다) 정격전압                      고압권선: 6.9kV

                                          저압권선: 440V, 220V, 208/120V

       (라) 결선방식                      고압권선: 삼각(Delta) 

                                          저압권선: 성형(Wye), 2차측 중성점 접지

       (마) 절연강도                      60kV BIL

       (바) 임피던스                      5.75%(건식자냉 용량 기준) 

       (사) 1차권선 무부하                2 x ± 2.5%

       (아) 절연계급                      B종 이상 

       (자) 권선 온도상승                 주위온도 40℃에서 80℃

    (3) 기중 차단기

       (가) 정격전압                      660V, 3상, 60 Hz

       (나) 정격전류                      단선도 참조

       (다) 정격차단전류                  25kA

       (라) 투입방식                      전동 Stored-energy type

       (마) 트립방식                      전압 Trip 방식

       (바) OCR trip방식                  Solid-state type

    (4) 배선용 차단기

       (가) 정격전압                      660V, 3상 or 1상, 60 Hz

       (나) 형식                          트립우선 방식

           o 전동기용                     순시전자식 트립형 MCCB

           o 비전동기용                   열동 과전류 및 순시전자식 트립장치

    (5) 비상 발전기

       (가) 정격 용량                        250kW

       (나) 정격 전압                        44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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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파수 및 역률                   60Hz, 0.8PF

    (6) 제어용 전원설비

       (가) 축전지(RMS용/I&C계측용)

           o 수량                         55 Cells / 9 Cells

           o 정격                         200 AH / 65 AH

           o 종류                         연 축전지 (Lead-antimony)

       (나) 충전기(I&C) 계측용

           o 수량                         상용 1대

           o 입력                         440V±10%, 3상, 60Hz±5%

           o 출력                         110V DC, 50A

       (다) 직류 배전반용 차단기

           o 정격전압                      110VDC, 2극

           o 형식                          트립우선 방식

                                           열동 과전류 및 순시전자식 트립장치

       (라) 무 정전 교류전원 설비

           o 정류기(Rectifier)             1식 / 1식

           o 인버터(Inverter)              1식 / 1식

           o 절환스위치                    1식 / 1식

           o 조정변압기                    1식 / 1식

           o UPS 배전반                    1식 / 1식

  마. 계통운전 및 감시

    (1) 6.9 kV 고압 배전반 운전

       (가) 정상운전

            변전소에 위치한 22.9/6.6 kV 변압기를 통해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에 설치

된 1개의 6.9 kV 고압 배전반 모선에 공급되며, 순차적으로 저압 배전반 부하들을 정상

운전 시킨다.

       (나) 비 정상운전

            변전소 내 변압기의 사고나 한쪽의 공급선로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다

른 공급선로용 차단기로 절환(2개의 공급 선로용 차단기 사이에 interlock 설정)하여 계

속적인 전원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나, 현재 연구소 변전소 실정상 1회선만 공급되도록 

하여 비상시에는 비상발전기로 중요 부하에만 저압으로 전원을 공급토록 한다.

    (2) 저압 배전반 운전

       (가) 정상운전

            6.9 kV 고압 차단기반의 운전에 연동하여 저압 배전반에 전력이 공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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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저압 배전반 부하들이 정상운전 된다.

       (나) 비 정상운전

            6.9 kV 고압 차단기반의 운전에 연동하여 운전되나, 440V 저압 배전반에 연

결된 필수모선은 6.9 kV 고압 차단기반의 운전 불능 시 비상 디젤발전기에 의한 후 비

전  력이 공급된다.

    (3) 전동기 제어반과 배선용 차단기반의 운전

       (가) 정상운전

            저압 배전반의 운전과 동일하다.

       (나) 비 정상운전

            저압 배전반의 운전과 동일하다.

    (4) 비상 발전기

       (가) 비상 발전기는 440V 필수 모선 전원이 상실시, 발전기 제어반의 부족 전압 

계전기가 동작하여 비상 발전기 기동신호가 송출되어 비상 발전기가 자동으로 기동된    

다. 비상 발전기가 기동되어 전압과 주파수가 정격 치에 도달했을 때 정상선로용       

기중 차단기와 발전기차단기와의 interlock에 의해 발전기차단기가 닫힘과 동시에       

정상선로용 기중 차단기가 개방되어 필수모선에 비상전원을 공급하게 되고 필수 모      

 선상에 연결된 비상 부하들이 정해진 단계 별로 투입 운전된다.

       (나) 자동-수동 선택 스위치가 수동으로 절환 되어 있을 때, 비상 발전기의 기동 

및 정지는 현장 제어반에서 수동으로만 가능하다.

       (다) 만일 기동 후 정해진 시간 내에 규정 속도 또는 윤활유 압력이 규정 치에 

못 미치면 기동실패 경보를 발하고 비상 발전기의 기동이 중지된다.

    (5) 제어용 전원계통 운전

       (가) 110V 직류계통은 440V 필수모선으로부터 3상 60Hz의 교류전원을 수전 하여 

충전기(Battery Charger)를 통한 3상 정류회로에 의해 직류전원으로 변환되어 직류 배   

전반에 전력을 공급하고 I&C 계측용 축전지에 충전전력을 공급하는 부동운전을        

하며, 직류 배전반은 직류전원을 필요로 하는 진공 차단기와 기중 차단기의 제어       

회로, 디지털 보호 감시 장치, 비상발전기 제동 및 I&C 계측용 120V 무 정전 전원      

 을 위한 인버터에 전력을 공급한다. 교류전원 상실시 축전지는 30분 동안 진공        

차단기와 기중 차단기의 제어회로, 디지털 보호 감시 장치, 비상발전기 제어 및        

I&C 계측용 120V 무 정전 전원을 위한 인버터에 전력을 공급하며, 교류전원 회복       

시 110V 직류계통 충전기는 방전상태에 있는 I&C 계측용 축전지를 충전시키는 동      

 시에 관련 부하에 계속적인 전원을 공급한다.

       (나) 220V RMS 전용 무 정전 교류 전원계통(Uninterrupted Power Supply 

System)은 3개의 전원 공급원을 가지고 있다. 정상전원은 440V 필수모선에서 전원을 취

하여 정류기(Rectifier)와 인버터(Inverter)에 의해 220V로 조정되어 220V UPS 배전반에 

전력을 공급하며, 정상교류전원 상실 시에는 RMS 전용 축전지로부터 110V DC 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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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아 인버터(Inverter)에 의해 교류 220V로 변환된 후 220V UPS 배전반에 전력을 공

급하고, 인버터 등의 기기 고장 시에는 별도로 마련된 440VAC 전원이 조정변압기를 통해 

220V로 변환되어 정지형 절환 스위치에 의해 관련 부하에 연속적인 전원을 공급 한다

       (다) 120V I&C 계측용 무 정전 교류 전원계통(Uninterrupted Power Supply 

System)은 3개의 전원 공급원을 가지고 있다. 정상전원은 440V 필수모선에서 전원을 취

하여 정류기(Rectifier)와 인버터(Inverter)에 의해 120V로 조정되어 120V UPS 배전반    

  에 전력을 공급하며, 정상교류전원 상실 시에는 역 저지형 다이오드를 통해 120V       

 I&C 계측용 충전기와 축전지에 의해 가압 되는 110V DC 모선으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아 인버터(Inverter)에 의해 교류 120V로 변환된 후 120V UPS 배전반에 전력을     

  공급하고, 인버터 등의 기기 고장 시에는 별도로 마련된 440VAC 전원이 조정변압기    

   를 통해 120V로 변환되어 정지형 절환 스위치에 의해 관련 부하에 연속적인 전원     

  을 공급한다.

2. 조명설비계통

  가. 설계 기준

    (1) 조명계통은 일반조명, 필수조명 및 비상조명 계통으로 구성되며 일반조명 계통은 

핵연료기술개발설비의 정상 운전 중에 전체의 연구동에 걸쳐서 정상적인 수준의 조도를 

유지시키고, 비상조명 계통은 정전 또는 비상시 안전 및 안전대피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

도를 유지시키며 필수조명 계통은 비상 발전기로부터의 전원을 이용 필요한 일시적인 조

도를 제공한다. 

    (2) 일반조명 계통은 3상 3선식이며 단상 208V로 공급된다.  

        일반조명계통은 208V 배선용 차단기반(MCP)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으며 정상운

전에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조명을 유지해야 한다.

    (3) 필수조명계통은 정상전원 상실 시에도 비상발전기 로드센터에 연결된 MCC로부

터 전원을 공급받도록 설계하며 일반조명 상실시 필수지역에 조명이 가능하도록 일반조명  

  등기구수의 10% 이상의 등기구를 설치해야하고 정상적인 사내전원 공급 시에도 계속해

서 조명을 제공해야 한다. 

    (4) 조명 분전반 분기회로에 연결된 리셉터클은 접지형이어야 하며, 정격전압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선규정 및 NEC(NFPA No. 70)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리셉터

클용 분기회로에는 회로차단기 정격의 80%를 초과하는 부하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 

    (5) 중요지역에 설치되는 등기구는 가능한 한 교번회로로 구성하여 한 회로가 고장 

나더라도 그 지역이 완전히 소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전선 굵기의 선정은 분기회로에서의 전압강하가 3%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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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분기회로의 끝단 등기구 또는 리셉터클 사이의 전압강하 합계가 5%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고압 방전등기구를 위한 회로의 과전류 보호방식은 안정기의 기동전류 및 기동시

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고압방전등(HID)은 점등시간이 길기 때문에 비상조

명 계통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8) 일반조명계통에는 사내 소비전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조명이 불필요할 경우 부분  

소등 또는 완전소등이 가능하도록 스위치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9) 조명분전반의 차단기는 배전 계통에 단락사고가 발생하 을 때 흐르는 고장전류

를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충분한 차단용량을 가져야 하며 조명 분전반은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10) 모든 분전반은 10% 이상의 예비회로를 구비해야 하며, 분전반 인입선의 굵기는 

예비회로를 포함한 최대용량을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11) 건물 내 모든 구역에 설치되는 조명설비는 작업능률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하며 

그 외의 모든 지역은 사람의 안전한 활동과 청소, 검사 및 서비스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조도를 가져야 한다.

    (12) 폐형 등기구는 화학제품 저장지역이나 윤활유를 저장하는 지역 등에 사용하며, 

축전지실, 염산저장실과 같은 부식성 가스가 발생되는 지역에는 내부식 폐형 등기구를 

사용한다. 

    (13) 조명스위치, 송풍기(Fan) 스위치 또는 온도조절기와 같이 전기불꽃을 발생하는 

장치는 축전지실, 가스저장지역과 같은 잠재적인 폭발가능 지역 내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폭발 위험성이 있는 gas를 취급하는 실내에는 ventilation Fan 등을 설치하는 등 위험농

도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필요시 조명기구 등은 방폭형을 적용토록 한다. 전열  

기 사용회로 또는 습한 지역에 공급되는 회로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해야 한다. 

  나. 규격 및 표준

    o 전기설비기술기준령

    o 한국공업규격(KS)

    o 국내 소방법 및 관련규정

    o 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IES)

  　   Lighting Handbook

    o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s Association (NEMA)

  　   NEMA AB-1   Molded Case Circuit Breakers

    o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

  　   No. 70          National Electric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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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다. 계통개요

    (1) 일반조명계통은 208V 배선용 차단기반(MCP)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으며, 각 구

역별로 필요한 조명 분전반이 설치된다. 

    (2) 필수조명계통은 단상 220V로 공급되며 비상 발전기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essential MCC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다. 

    (3) 비상조명계통은 축전지 내장형 등기구로 구성되며 일반조명 및 필수조명 상실시 

자동적으로 점등되며 비상구, 출입통로, 복도 등에 최저 조도를 제공함으로서 일반 조명 

및 필수조명 상실시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비상조명등은 필수조명이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소등되며 출구표시등, 통로 유도등은 상   

시점등 된다.

    (4) 축전지내장형 비상조명은 일반조명 혹은 필수조명전원 상실 시부터 30분 동안 계

속해서 조명을 제공해야 한다. 

  라. 기기 및 부품 설명

    (1) 조명계통에는 일반적으로 백열등, 형광등, 메탈 할라이드등 및 고압 나트륨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가) 백열등

            백열등의 설치장소는 방사성 물질 취급 장소와 탈의실, 샤워실, 출입구 등 일

반적으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장소에 사용된다.

       (나) 형광등

            형광등은 시험실, 전기실, 회의실, 복도, 계단 등과 같이 상시 조명이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

       (다) 고압 나트륨등과 메탈 할라이드등

            고압 나트륨등과 메탈 할라이드등은 넓고 높은 지역의 조명등으로 사용되며, 

특히 고출력형 등기구 또는 램프수명이 긴 등기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 사용된다. 특히 

고압 나트륨 등은 옥외조명용으로 사용하고 메탈 할라이드등은 옥내 High bay 지역의 조

명용으로 사용된다.

       (라) 분전반

            조명 분전반은 208V, 60Hz, 3상 3선식으로 분전반의 분기회로는 20A의 트립

정격 및 250V 이상의 정격전압을 갖는 단극 차단기를 구비해야 한다.

    (2) 필수조명계통에는 형광등 또는 백열등기구를, 비상조명계통에는 형광등, 백열등 

또는 축전지 내장형 등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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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축전지 내장형 비상조명 등기구는 30분 정격의 nickel-cadmium형 축전지를 내장

해야 한다. 축전지 내장 비상조명 계통에는 형광등(인터버 내장형)과 백열등이 사용될 수  

있다.

  마. 계통운전 및 감시

    (1) 일반조명계통은 208V 배선용 차단기반(MCP)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사내의 정

상운전이나 시동 및 운전에 필요한 조도를 유지한다.

    (2) 필수조명계통은 일반조명을 보충하며, 일반조명이 상실되면 전원공급원이 비상발

전기로 절환 되어 전원이 공급되므로 필수운전에 필요한 최저조도를 제공한다.

    (3) 비상조명계통은 일반조명 및 필수조명의 전원이 상실되었을 경우 내장 축전지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조명을 제공한다. 단, 통로 유도등 및 비상구 표시등은 항상 점등하  

여 외부 전원 상실 시부터 30분 이상 조명을 제공한다.

3. 화재감시 및 경보계통

  가. 설계기준

    (1) 화재탐지 및 경보계통의 기능은 화재가 발생한 지역의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거나 

수동 발신에 의해 경보를 발하여 화재의 조기진압을 가능토록 하여 인명과 재산손실 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화재탐지설비의 유효 경계구역은 관련 국내법규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3) R형 화재탐지설비는 R형 수신반, R형 중계기, 감지기 등으로 구성 된다 .

    (4) 연기감지기는 먼지, 미분 또는 수증기가 다량 있는 장소, 부식성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기타 평상시 연기가 있는 장소 및 현저히 고온인 장소 등 유지관리를 

충분히 기대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5) 발신기는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지역에 설치되어야 하며 소화전과 함께 설치될 경

우 소화전 상부에 수동발신기와 경보 및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6) 연기식 및 열 감지기 신호는 화재경보용으로 사용되나 필요시 이 신호에 의해 소

화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다.

    (7) 화재 탐지설비의 회로는 감지기의 동작이나 수동 발신기의 조작에 의해 연속 경

보음을 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이 경보음은 화재진화에 의해 원상회복 되었  

을 경우나 수신반의 스위치 조작에 의해서만 정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 물 분무 소화설비계통 및 기타 소화설비계통은 주 수신반에서도 원격제어 및 동

작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9) 화재탐지수신반은 무정전 전원설비(UPS) panel의 차단기를 통해 전원을 공급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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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차단기는 적색으로 화재경보 설비용이라고 명기되며 이 회로는 화재경보설비 전용  

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0) 주 수신반은 fire detection & communication room에 위치하며 화재감지는 경비

실에 R형 부 수신반을 두어 화재를 감시하고 화재신호는 주 수신반으로 전송하도록 설계

한다.

  나. 규격 및 표준

    o 소방법, 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규칙 및 위험물취급에 관한 제 법규

    o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o 한국공업규격(KS)

    o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규격 및 검정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제446호)

    o 소방시설의 설치, 유지 및 위험물제조소 등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내무부령

      제380호)

    o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NFPA 72 National Fire Alarm

  다. 계통개요

    (1) 화재탐지 및 경보 계통은 핵연료연구동의 다양한 운전 방식에서 제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한다.

    (2) 화재탐지 및 경보 계통은 정상전원 상실 후에도 60분 이상 감지상태는 계속하고 

그 후 10분간 이상 화재경보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계통은 단순한 계통 전원 중단 때문에 화재경보를 발하지 않도록 한다.

    (4) 화재경보 신호 계통은 중앙제어실내에 지시기능 및 경보기능을 제공하고, 만약 그 

지역에 해당하는 경보 기능이 있다면 국부적으로 경보를 발생한다.

    (5) 화재탐지 계통은 HVAC용 송풍기를 정지시키기 위한 보조 계전기를 작동시켜 화

재가 일어난 곳에 산소의 공급을 제한시키고, 덕트를 통하여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 

  라. 기기 및 부품설명

    (1) 수신반

        수신반은 R형이며, 화재표시창구, 지구화재표시창구, 회로이상 경보표시 창구, 전

원표시 계기, 전원이상 경보표시창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축전지 용량은 직      류 

24V로 정 전후 60분간 이상의 감지상태를 계속하고 그 후 10분간 이상 화재경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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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계속 할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특히 주 수신반에는 소화설비 제어반을 내장한다.

    (2) 수동발신기 

        비, 눈 등의 침입우려가 있는 곳 및 Gas Station에 설치되는 수동발신기는  방수

형 및 방폭형이어야 한다. 또한 버튼을 누른 사람이 수신기가 동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

는 램프와 수신기와의 전화연락용 잭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감지기

        감지기에는 열감지기(차동식, 정온식)와 연기감지기(이온화식, 광전식)를 사용하며 

방폭 지역에는 방폭형을 설치한다.

    (4) 전선

        전선은 KSC 3328에 의해 600V 2종 비닐전선(HIV)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

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마. 계통운전 및 감시

    (1) 화재탐지 및 경보계통은 어떠한 운전상태에 있어도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축전지를 내장한다.

    (3) 화재탐지계통은 보조계전기를 동작시켜 HVAC용 송풍기를 정지시키거나 댐퍼를 

닫아서 화재지역에 산소공급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4) 수신기는 각 감지지구별, 층별, 소방대상물별 화재표시, 동작표시, 고장표시, 상태

표시 등의 기능회로가 구비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계통

  가. 설계 기준

    (1) 전화설비

       (가) 핵연료기술개발설비의 전화설비의 계통설비인 PABX와 operator console 등

은 연구소에 위치한 기존설비의 PABX와 operator console을 사용하도록 하며 기존설비에 

여유가 없을 시는 필요한 설비를 기존설비에 증설 혹은 교체하도록 한다.

    (2) 확성설비(Public Address)

       (가) 확성설비는 입력장치, 전력증폭 및 기타 주요장치, 스피커 등으로 구성된다.

확성설비는 핵연료기술개발설비 단독 방송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연구소 주방송실과 연

계하여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확성설비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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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업무방송

             업무내용 및 공지사항을 그룹 및 전체로 확성 방송 할 수 있어야 한다.

           o 음악방송

             휴식시간 등에 옥외 및 옥내에 음악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o 민방위 경보 및 챠임(Chime)

             민방위 사태 발생시 민방위 경보를 방송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연구소 주 

방송실과 연계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o 화재시 및 기타 사고발생시 비상방송

             화재 발생시 화재 경보기와 연동하고 기타 사고 발생시 비상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규격 및 표준

      통신계통 설비의 설계와 배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은 최근의 적용규격 및 표준

에 따른다.

       o KS (Korea Industrial Standards)

       o 전기통신 기술기준령

       o 전기통신공사 관련규격

       o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ing)

       o EIA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다. 계통개요

    (1) 확성설비

       (가) 입력장치

            마이크(MIC), 카세트 덱(Cassette Deck), 콤펙트 디스크 플레이어(Compact 

Disk Player) 등에서 신호 및 전파를 수신, 입력하는 장치이다.

       (나) 전력증폭 및 기타 주요장치

            입력 장치에서 수신된 신호를 확성, 즉 전력을 증폭하는 장치이며, 정확하고 

감도 좋은 신호를 증폭하기 위하여 각종 부가장치를 접속한다.

       (다) 스피커 (Speaker)

            증폭된 전기신호를 가청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라. 기기 및 부품설명

    (1) 확성설비



- 79 -

       (가) 주요장치는 증폭 및 조정장치의 집합으로 랙 캐비넷(Rack Cabinet)으로 설치

하며 다음의 장치로 구성된다.

           o 혼합조정기(Control Mixer)

           o 전력증폭기(Power Amplifier)

           o 감시기(Monitor)

           o AM/FM 동조기(Tuner)

           o  비상 신호 장치(Emergency Control)

           o 사이렌 및 챠임 발생기(Siren/Chime Generator)

           o 전원 분배기(Power Distribution)

           o 시간 조정기 (Timer)

       (나) 보조장치는 신호입력 및 증폭된 신호를 가청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포함한

다.

           o 마이크(MIC)

           o 스피커 (Speaker)

  마. 계통운전 및 감시

    (1) 확성설비

       (가) 전력 증폭기(Power Amplifier)는 혼합증폭기에 입력된 가청 주파수 신호를 

전력 증폭하여 종단의 스피커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나) AM/FM 동조기(Tuner)는 방송전파를 원하는 방송에 가장 정확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비상방송장치(Emergency Control)는 화재 수신반과 연동으로 연결되어 비상

시 비상경보음 및 인원대피 유도방송을 할 수 있으며, 평상시 일반 방송을 하고 있는 경

우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전원 및 스피커 

셀렉터(Speaker Selector)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사이렌 및 챠임 발생기(Siren/chime Generator)는 전자 사이렌 및 민방위용의 

각종 경보를 원타치(One-Touch)로 조작가능하고 방송전후에 사용하는 챠임(Chime)은 4

개 이상의 전자음으로 하며 원격제어 앰프(Remote Amp)를 사용하여 방송중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경보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화재신호 합성장치(Matrix Logic)는 방재반과 연결되어 화재 발생층과 직상

층에 비상사이렌의 송출여부에 대한 신호를 합성하는 장치이다.

       (바) 스피커 선택장치(Speaker Line Selector)는 스피커를 개별선택, 그룹 선택 및 

전체 선택하여 방송이 가능하고 사용회선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시기능을 가져야 

한다.

       (사) 시간조정기(Timer)는 하루 24시간을 1분 간격으로 분할하고 시보시간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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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필요시 자동으로 확성 방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아) 스피커(Speaker)는 전력 증폭된 신호를 가청 신호로 변환하여 확성시키는 장

치로서 일반 사무실에는 천장 매입형, 벽걸이형을 표준으로 하고 형식은 콘형과 혼형을 

사용한다.

5. 접지 및 낙뢰보호계통

  가. 설계 기준

    (1) 접지 및 낙뢰보호 계통은 모든 운전 조건하에서 위험 전압으로부터 인체와 기기

를 보호하며, 고장지점을 분리하기 위한 계전기 작동을 용이하게 하며, 대지에 대한 회로

의 전압을 안정시킨다. 또한 낙뢰, 개폐기 및 계통의 중성점 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기 위한 

통로가 된다.

    (2) 접지망은 기기 접지를 위하여 전 지역에 걸쳐 포설되어야 한다. 접지 망에는 모든 

전기기기 및 지하의 전기 덕트를 위해서 접지용 인출선을 마련하여야 하며, 접지선의 굵

기 및 길이는 지락사고 시 접지 망을 통해서 흐르는 예상 지락전류 치를 고려하여 선정한

다.

    (3) 접지 망에 연결된 각 건물의 접지계통은 금속탱크, 기기, 케이블 트레이 및 기타 

노출된 금속구조물과 연결되어야 한다.

    (4) 사고발생시 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향을 제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

해 접지계통을 구성한다.

       (가) 지락사고 발생시 정확하고 빠른 계전기 동작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과도이상 전압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 사고 점에서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라) 뇌격전압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5) 모든 지하 또는 노출된 접지선의 접속은 압착형 콘넥터(Compression Type 

Connector)를 사용해야 한다.

    (6) 낙뢰방호 계통은 접지 망에 연결되어야 하고 필요하면 보조 접지봉을 추가 설치

한다.

    (7) 피뢰침은 동이나 스테인레스 스틸을 사용하여 설치대상물의 바깥쪽 상단에 설치

한다.

    (8) 위험물 저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피 보호물에 설비하는 피뢰침은 보호 각을 45
0
로

하고, 화약류의 저장 또는 취급용도에 필요한 피 보호물에는 피뢰침 또는 독립가공전선을 

설치한다. 폐된 기름저장용기인 두께 3.2mm 이상의 금속판으로 제작된 것은 피뢰침을 

생략하고 기름 탱크를 2개소 이상의 접지 극에 접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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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규격 및 표준

    o Korean Industrial Standards(KS)

    o 국내법규

       　 • 건축법

      　  •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 기타 관계 법규

    o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IEEE)

        　• IEEE 80   Guide of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 IEEE 142  Recommended Practice for Grounding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Power System

        　• IEEE 665  Guide for Generating Station Grounding 

    o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NFPA)

         • NFPA 780 Lightning Protection Code

    o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다. 계통개요

    (1) 접지계통은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주변을 따라 매설된 접지 망과 건물 내 시설들

의 금속제외 함, 금속 지지대 및 금속 프레임 접지를 위한 부분으로 구성된다. 낙뢰보호를 

위한 피뢰침은 매설 접지 망에 연결되며 필요시 보조 접지봉을 추가한다.

    (2) 접지망은 지하 70 cm이하에 매설된 서로 연결된 100 mm
2
의 나동연선들로 mesh 

형태를 이룬다. 접지망은 건물내부의 벽면 또는 바닥 슬라브에 포설되어 접지회로의 연속

성이 확보되도록 loop 또는 mesh 형태를 이룬다.

    (3) 타워, 탱크 및 주요기기 배전반 등은 서로 대칭된 양방향에 접속된 두 개의 접지 

도체로 접지 망에 연결된다.

    (4) 모든 스위치기어, 모터 콘트롤 센터(MCC) 및 제어함에는 수평접지모선이 설치되

어있고, 접지모선의 각 끝 부분에는 100 mm
2
의 접지선으로 철 구조물이나 바닥에 설치된 

접지패드를 통하여 접지 망에 연결된다. 콘트롤 캐비넷 내의 접지모선은 각 끝 부분에 38 

mm
2 
접지선으로 연결되어있고, 각종 전동기 외함 및 계기용 외함도  접지 망에 연결되어 

있다.

  라. 기기 및 부품 설명

    (1) 접지선

       o 주 접지망            나연동선           100 m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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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전력기기 외함접지    녹색절연 연동선    22 mm
2 
~ 60 mm

2

       o 중성점 접지          녹색절연 연동선    22 mm
2 
~ 60 mm

2

       o 계측 제어용 접지선   녹색절연 연동선    22 mm
2  

    (2) 피뢰침                 동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로 직경 15 mm이상

    (3) 접속단자               압축단자 사용

  마. 계통운전 및 감시

    (1) 6.9kV 계통 

        6.9kV 인입 선로 측 및 분기선로에 설치된 surge arrester는 접지계통에 직접 접

지한다. 

    (2) 3상 440V, 220V 및 208V

        건식 변압기 권선의 저압 측 중성점을 접지계통에 직접 접지한다.

6. 비상전원계통

  가. 설계기준

      비상전원 설비기준 (원자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0927호, 1982.09.30 령 제161조)

에 따라, 핵연료기술개발설비 중요시설에 연계되어 있는 정상 전력 원으로부터의 전원공

급이 정지된 경우, 운전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연기관을 

원동력으로 하는 비상 디젤발전기와 RMS 전용 220V 무 정전 공급 장치 및 I&C 계측용 

120V 무 정전 공급 장치를 설치한다.

    (1) 비상 디젤발전기

        비상 디젤발전기는 440V, 60Hz, 3상 성형결선으로 직접접지 시키며, 용량 

250kW 한 대를 설치한다.

  비상 발전기는 상용전원이 정전되면, 30초 이내에 자동 기동되어 비상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2) 무 정전 전원 공급 장치 

      (가) 120V 무 정전 전원 공급 장치는 3kVA 정류기(Rectifier), 인버터(Inverter), 

정지형 절환 스위치(Static Transfer Switch), 조정변압기(Regulating Transformer), 역저

지용 다이오드, 배전반 및 기타 필요 부속 기기들로 구성된다.

      (나) 220V 무 정전 전원 공급 장치는 15kVA 정류기(Rectifier), 인버터(Inverter), 

정지형 절환 스위치(Static Transfer Switch), 조정변압기(Regulating Transformer), 배전

반 및 RMS 전용의 축전지와 기타 필요 부속 기기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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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규격 및 표준

  비상전원설비는 원자력법 제 44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규격 및 표준을 기준

으로 설계 공급되고 기타 해당 적용 가능한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따른다.

     - 원자력법 시행령 원자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0927호, 1982.09.30령             

                                     제161조 비상전원 설비기준

     - KCS                              4002     회전기 기계통칙

     - 전기설비 기준령                 제16조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제47조   발전기의 보호 장치

                                        제51조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

                                        제52조   계측장치

     - 발전용 화력설비 기술 기준령      제6장    내연기관 및 그 부속설비

     - 소방관계규칙                     제108조  비상 조명등

     -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비상 조명장치

     - IEEE                             241-4.9.10 Uninterruptible Power Supplies

     - IEC                              623       Open Nickel-Cadmium Prismatic

                                                  Recharge Cells

     - 전기 설비 설계                   1.3       축전지설비

       시공견적 핸드북

  다. 계통개요

    (1) 운전 Schedule

        비상 발전기의 운전은 정상전압의 70% 이하가 될 경우 발전기 제어반의 부족전

압 계전기가 이를 감지하여 발전기 기동회로에 자동 연동되어 발전기가 시동되고 발전기

가 정상 운전되면 정상 선로용 기중차단기와 발전기 차단기와의 interlock에 의해 발전기 

차단기가 닫힘과 동시에 정상선로용 기중차단기가 개방되어 440V 필수 모선에 발전 전

원을 공급한다.

  디젤발전기는 상용전원과의 병렬운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상용전원 측으로의 전환은 

수동으로 이루어진다.

    (2) 비상부하공급

        디젤발전기에 연결된 부하는 계통 전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부하 

투입이 이루어진다. 순차적 부하투입을 위하여 발전기 제어실의 제어반에는 수동/자동 

선택 스위치를 두며, 수동 조작 시는 운전자가 공조기기 및 process 장치별로 스위치 조

작에 의해 순차적으로 운전되며, 자동 조작 시는 10초 단위로 순차적으로 부하투입이 이

루어진다.

    (3) UPS의 부하공급



- 84 -

        무정전 전원장치는 상용전원 또는 비상 디젤발전기 고장 시 안정된 교류전원을 

공급하는 정지형 전원장치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 디젤발전기에 의한 전원 공급 시에는 

정류기와 인버터를 통해 UPS 배전반에 전력을 공급하며, 상용전원 또는 비상 디젤발전

기에 의한 전원 상실 및 기기 고장 시에는 220V RMS UPS 경우 전용의 110VDC 축전

지로부터의 전원을 인버터에 의해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부하에 공급하고, 120VAC 

I&C UPS 경우는 110VDC 모선으로부터 전원을 역저지형 다이오드를 거쳐 인버터에 의

해 교류전원으로 변환하여 부하에 공급한다. 또한 120V와 220V UPS 설비는 각각 인버

터 등의 기기고장에 대비하여 정지형 절환 스위치(Static Transfer Switch)에 의한 별도

의 440 VAC 상용전원이 마련되어 조정변압기(Regulating Transformer)를 통해 연속적

으로 부하에 전원을 공급한다. 상용전원이 복귀되면 정류기와 인버터를 통해 120V와 

220V UPS 배전반으로 계속적인 전력을 공급한다.

    (4) UPS 이외의 별도 비상 조명전원

        재해 시 안전을 고려하여 비상조명을 필요로 하는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은 예비전원으로 Nickel-Cadmium Battery가 내장되어 비상 디젤 발전기 고장 시에도 

20분 이상 작동하도록 한다.

    (5) 비상전원 운전상태 표시

        무정전 전원공급 계통 및 비상 디젤 발전기의 운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운

전, 정지 및 고장 경보용 신호를 준비한다.

  라. 기기 및 부품 설명

 

    (1) 비상발전기 

      (가) 디젤기관

       정전 시 자동시동을 확실하게 수행하는데 우수한 디젤기관은 4 사이클 작동방식

으로 냉각방법은 공냉식 라디에이터 팬을 이용한 냉각방식이며, 시동은 축전지 설비(축

전지 와 충전장치)에 의한 전기방식을 사용하고 연료는 경유를 사용한다.

  디젤기관은 안전을 고려하여 수동으로 기관을 정지시키는 장치, 크랭크와 실린더용 안  

전 밸트 및 속도를 5% 이상 넘지 않도록 하는 속도 조절 장치 등을 구비한다.

      (나) 발전기

       디젤기관과 직결하여 기계동력을 받아 전력을 발생하는 발전기는 3PH, 440V 

AC, 60Hz, 250kW 용량으로 비상부하에 전원을 공급한다.

  발전기의 냉각방식은 자기 통풍형으로 회전자에 붙어있는 날개에 의해 통풍되며, 고정  

자 권선은 B종 이상으로 절연하고 전압 변동율 5%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 제어반

       발전설비의 제어반은 옥내 패쇄 자립형으로 발전기와 기관의 운전상태를 감시하

기 위해 각종 표시기와 계측기, 과속도, 냉각수 온도상승, 압력 등의 각종 보호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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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하고 전압을 자동 조절하는 AVR 등이 내장된다.

      (라) 비상발전기 전원을 공급받는 부하는 다음과 같다.

표 2.12 1단계 투입부하 목록    

번호 부       하       명 출력[kW] 효율[PU] 입력[kW] 부하종류

1 핵연료 제조설비 Exhaust ACU M556 Fan 20 0.85 23.5 M

2 Pump-1 for Air Monitor 3 0.85 3.5 M

3 Uninterrupted Power Supply - I&C 3 1.0 0* N

4 Uninterrupted Power Supply - RMS 15 1.0 15 N

5 DC Battery Charger - I&C 8.5 0.85 10.0 N

6 Essential Lighting Transformer 10 1.0 10.0 N

  * UPS-I&C 부하는 DC Battery Charger-I&C에 이미 포함되므로 DG 입력부하에서 제

외한다.

표 2.13 2단계 투입부하 목록

번호 부       하       명 출력[kW] 효율[PU] 입력[kW] 부하종류

1 핵연료 제조설비 Supply AHU M552 Fan 25 0.85 29.4 M

2 Heating Coil HC-02 MOV Control Unit 1 0.8 1.3 M

3 Pump-2 for Air Monitor 3 0.85 3.5 M

표 2.14 3단계 투입부하 목록    

번호 부       하       명 출력[kW] 효율[PU] 입력[kW] 부하종류

1 첨단핵연료제조설비 Exhaust ACU M557 Fan 15 0.85 17.6 M

2 핵연료 제조설비 AHU ACCU M558 2 0.85 2.4 M

3 첨단핵연료제조설비 AHU ACCU M559 2 0.85 2.4 M

4 Radiator Fan 7.5 0.85 8.8 M

5 Pump-3 for Air Monitor 3 0.85 3.5 M

6 Humidifier HU02 MOV Control Unit 1 0.8 1.3 M

표.2.15 4단계 투입부하 목록    

번호 부       하       명 출력[kW] 효율[PU] 입력[kW] 부하종류

1 첨단핵연료제조설비 Supply AHU M553 Fan 20 0.85 23.5 M

2 Machine RM Exhaust Fan M568 5 0.85 5.9 M

3 Humidifier HU-03 MOV Control Unit 1 0.8 1.3 M

4 Sump Pump Control Package 2 0.85 2.4 M

6 Pump-4 for Air Monitor 3 0.85 0 M

7 Heating Coil HC-03 MOV Control Unit 1 0.8 1.3 M

    (2) 무 정전 전원공급 장치

        무 정전 전원공급 장치는 RMS 전용의 입력 3상 440V AC, 출력 1상 220V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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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VA, 축전지 용량 200AH@30분 정격 1대와 operating & maintenance room 내의 

operating workstation, DCS cabinet and mosaic board 등에 무순단으로 AC 120V 전원

을 공급하는 입력 3상 440V AC, 출력 1상 120V AC, 3kVA UPS 1대가 지하1층 전기실

에 설치된다.

      (가) 정류기(Rectifier)

      상용 전원 공급 시, 440VAC 전원을 110VDC 전원으로 정류하여 인버터 전력을 

공급한다.

      (나) 인버터(Inverter)

      정류기로부터의 110VDC 전원과 축전지로부터의 110VDC 전원을 공급받아 I&C 

UPS는 120V 교류전원으로 그리고 RMS UPS는 220V 교류전원으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다) 조정 변압기(Regulating Transformer)

      인버터와 같은 기기 고장 시 정지형 절환 스위치(Static Transfer Switch)에 의해 

별도의 440VAC 전원이 조정변압기를 거쳐 I&C UPS는 120V 교류전원으로 그리고 

RMS UPS는 220V 교류전원으로 변환되어 관련 부하에 연속적인 전원을 공급한다.

      (라) UPS 배전반

      배전반은 옥내 수직 자립형으로 각종 상태 표시 기능과 계기, 출력전압과 인버터 

전류의 조절장치, 과전류와 각종 써어지에 대한 보호 장치 등이 내장된다.

표 2.16 무정전 전원장치 부하표

전압 부   하   명 부하용량(kVA) 비  고

220VAC  RMS System 15

120VAC

 Utility Operating workstation 0.5

 Mosaic Board 0.5

 DCS Cabine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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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시공

제1절 건축 및 토목

 1. 토목 및 골조분야

    토목 및 골조 공사에 적용되는 규격 및 표준은 1999년 4월 30일 이전의 최신판의 사

용을 원칙으로 하며, 각 공사에 대한 상세사항은 부록 C "토건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공

되어야 한다.

  가.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의 타설, 양생 및 마감

    (1) 재료 요건

      (가) 콘크리트

        o 콘크리트는 레디믹스드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레디믹스드  

  콘크리트는 ASTM C94 또는 KS F 4009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나) 한중콘크리트 및 서중콘크리트

        o 한중콘크리트는 ACI 306R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o 서중콘크리트는 ACI 305R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 조절 줄눈재 (Control Joint Material)

        o 조절 줄눈재는 KS F 4530의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라) 하드너 (Hardener)

        o 하드너 재료는 제품 생산 업체의 자재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관이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 콘크리트 양생용 쉬이트재

        o 콘크리트 양생에 사용되는 쉬이트재는 ASTM C171 또는 KS F 2540에 부합하

는 제품이어야 하며, ASTM C156에 따라 시험하 을 경우 물의 손실량이 0.055g/cm
2
 이  

     하이어야 한다.

      (바)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재

        o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형성재는 ASTM C309 또는 KS F 2540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사) 지수판, 이음 충진재 및 접착제

         o 지수판

          - 특기된 수압조건에 일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지수판 공급자는 지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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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합성고무나 네오프렌으로 된 지수판 및 그 부속품은 충분한 신축성과 인장

강도를 가져야 하며 접착제의 인장강도가 최소 28kg/cm
2
 이상 되어야 한다.

         o 이음 충진재(Premolded Expansion Joint Filler)

           - 이음 충진재는 ASTM D1752 TYPE Ⅲ 또는 KS F 2538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elastomeric sealant는 ASTM C679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o 접착제

          - 지수판 및 부속품에 대한 접착제는 지수판 공급자에 의해 추천하고 감독관

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2) 설치 요건

       (가) 거푸집

         o 거푸집은 설계도면에 표기된 선, 형상 및 치수에 대해 허용오차 범위 이내에 들

도록 설계하고 조립되어야 하며, 설계 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량, 타설 방법 및 속도

             - 콘크리트의 도

             - 수직하중, 수평하중 및 충격 하중 등을 포함하는 시공하중

         o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해체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는 

요구된 표면마무리 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목재, 금속, 구조용 하아드 보오드 (Structural Hard 

Board) 또는 기타 적당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거푸집의 이음 부는 모르타르(Mortar)가 새지 

않도록 조립하고 불연속적으로 타설 할 경우 이음부에 불규칙 면이 생기지 않도록 거푸집을 배치

해야 한다. 연속표면을 위해 연속적으로 놓여진 거푸집은 불규칙하지 않고 완전히 매끈한 표

면을 갖도록 정확한 일직선상에 설치되어야 한다. 노출된 콘크리트 면에 사용되는 거푸집은 

국부적으로 파손이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o 폼타이(Form Ties)는 시방서에 명시된 허용범위 내에서 거푸집의 위치를 고정시

켜야 하며 콘크리트의 진동과 타설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에 견뎌야 한다. 모든 금속재는 표면

에서 대기에 노출되는 면과는 25 mm 이상의 간격을 갖고  거푸집 긴결 철재 중 나비형 너트

(Lug), 콘(Cone), 와샤 또는 기타 부속물은 직경 38 mm 이상의 구멍을 남기지 말아야 하고 

모든 구멍과 홈은 같은 직경의 크기로 같은 노출면에 나타나야 한다.

         o 거푸집의 제거는 ACI 318, 6.2장에 따라야 한다. 콘크리트의 하중을 부담하지 않는 

부분에 설치한 거푸집은 보수 및 양생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기에 거푸집을 제거할 수 있으나 콘

크리트의 하중을 부담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떼어내서는 안 된다.

         o 콘크리트 타설 중에 허용 오차 이상의 구조물의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을 측

면의 대각선 방향으로 고정시킨다.

         o 콘크리트의 작업 중이나 작업완료 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볼록한 곳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 후 다시 콘크리트를 타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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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모든 거푸집의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로 발라야 한다.

     (나) 철근 콘크리트 작업에 대한 허용 오차

         o 수직편차

           - 기둥, Pier, 벽체의 면과 선 및 모서리

            . 3 m이내 .................  6 mm

            . 전체길이 ................  25 mm

          - 노출된 모서리기둥, 조절 줄눈의 홈 및 명확히 눈에 띄는 선

            . 7 m이내 .................  6 mm

            . 전체길이 ................  13 mm

         o 수평편차

          - 슬래브밑면, 천정, 보밑면, 모서리(동바리를 제거하기 전에 측정)

            . 3 m이내 .................  6 mm

            . 정간(Bay)이나 7m이내 ....  10 mm

            . 전체길이 ................  19 mm

          - 노출된 상인방, 밑틀, 난간, 수평홈과 명확히 눈에 띄는 선

            . 정간(Bay)이나 7m이내 ....  6 mm

            . 전체길이 ................  13 mm

         o 평면상의 설치 기준 점에서 부터 건물의 일직선 및 관련된 기둥, 벽체, 격벽 등의 

위치

          - 정간(Bay)이나 7m이내 .... 13 mm

          - 12 m 이상 ............... 25 mm

         o 슬래브 개구부 및 벽체 개구부의 크기나 Sleeve의 위치 : -6, +13 mm

         o 기둥과 보의 단면 칫수 및 슬래브와 벽체의 두께 : -6, +13 mm

         o 계단

           - 직선계단

            .단높이 ................ ±3.2 mm

            .단 폭  ................ ±6 mm

           - 연속계단

            .단높이 ................ ±1.6 mm

            .단 폭  ................ ±3.2 mm

       (다) 시공 이음 (Construction Joint)

         o 구조물에서의 시공 이음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설계도면상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공 이음은 시공자가 이음 계획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이음은  

구조물의 강도에 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벽체나 기둥과 같은 수직부       

재에 대한 시공 이음은 춤이 가장 큰 보(Deepest Beams)밑면에서 대략 13 mm위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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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나 벽체와 연결된 슬라브에 설치해야 한다.

         o 슬래브에서의 시공 이음 간격은 15 m×15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벽체에 대한 

수직시공이음은 수평타설 길이가 15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대 수평 시공이음의 간격은 

5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o 설계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현장 시공 이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공 계획에 있어

서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시공 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되, 시공 이음 면은 부

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o 수직 시공이음은 샌드 블래스팅이나 물 분사(Water Blasting) 또는 도드락 다듬질  

(Chipping)을 하여 불량한 콘크리트나 레이탄스, 코팅, 녹, 오물 및 기타 찌꺼기 등을   완전

히 제거하여야 하며 이음면의 골재를 3 ~ 6 mm 까지 노출시켜야 한다. 그런 후에        콘

크리트 면을 철저히 세척하여 불순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수평 시공이음에 있어 샌드 블래스팅이나 물 분사(Water Blasting)대신 승인을 

득하여 air-water cutting법을 이용할 수 있다. Air-water cutting을 한 후 다음 단계의 콘크

리트를 이어치기 전에 아직 레이턴스나 칠, 오물 등이 남아있는 곳은 상기 항에            

기술된 방법으로 보완하여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o 수평 시공이음 시 수평면은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직전 그라우트나 스타터 믹스 

(Starter Mix)로 덮는다.

       (라) 매 설

         o 접착에 향을 주는 모르타르 찌꺼기나 먼지, 흙, 기름때, 눈, 얼음 또는 비금속제 

코팅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 부착능력에 심각한 향을 미치는 것들이 철근길이 1.5 m  

표면에 5%이상 붙어 있다고 보여질 때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흐트러진       

몰타르는 삼베마대로 철저히 닦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o 콘크리트 위로 솟아나온 철근은 필요하다면 굽힘과 펴기를 할 수 있다.

         o 앙카 볼트, 슬리브, 배수관, Curb, 트렌치 앵 , 스크린가이드, 문틀, 도관 및 

unistruts, 매설물, outlet box 및 기타 도면에 표시된 다른 매설 항목 등 다른 업자에 의해서 

공급, 설치, 보증된 것들은 콘크리트 타설시 보호되어야 한다.

         o 설계도면상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계약자의 편의에 따라 설치된 파이프 등은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에 매설해서는 안 된다.

       (마) 운반 및 타설

         o 콘크리트를 운송하고 타설 하는 것은 K.S 규격 및 ACI 304의 5장과 6장 및 

ASTM C9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타설 장비는 공급된 혼합물을 다루기에 충분한 크기와 용

량을 지  여야 한다.

         o 거푸집과 철근의 검측 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 된다.

         o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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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의 한 지점에 많은 양을 쏟아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o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방법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콘크리트 타설의 1층의 높이는 다짐 능력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한다.

          (약 40∼50 cm 이하)

        o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든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

        o 한 구역 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 해야 한다.

        o 콘크리트는 재료 분리와 철근의 변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타설 해야 한

다.

        o 콘크리트 타설 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브리딩 수가 있을 경우는 적당한 방법으

로 이를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해서는 안 된다.

        o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은 곳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 할 경우에는 치기 

및 다질 때 재료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 반죽질기 및 쳐 올라가는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

        o 콘크리트를 타설 할 지점으로 운송하는 데에는 알루미늄이 입혀진 파이프나 장

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콘크리트 펌프나 컨베이어에는 강관을 사용해야 한다.

        o 콘크리트를 받아들이기 전에 시공이음은 시방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타설 장비는 깨끗히 청소해야 한다.

        o 타설 중에 있는 콘크리트나 타설 후에 노출되는 최초 콘크리트의 표면이 눈이

나 비로부터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바) 콘크리트 다짐

        o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ACI 309에 따라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진

동기로 다짐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손 가래질을 하여 표면부에 결함이 생기는 것을 방    

 지해야 한다. 진동기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야 하며, 모든 콘크리트를 적절히 다       

짐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댓수와 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진동시간은 부당하게 골재       

분리가 생기지 않고 잘 다져질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 블리이딩 현상이 일어나    기 

시작하는 순간까지여야 한다.

        o 각층의 콘크리트를 다짐하는데 있어 진동기를 거의 수직으로 작동해야 하며 진

동기의 머리부분이 자체무게로 인한 작용으로 그 밑층 콘크리트의 윗부분을 재다짐      

을 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한다. 거푸집 진동기는 그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지 않       

는 한 사용할 수 없으며,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이동시키거나 퍼뜨리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o 사용하고 있는 3대의 진동기에 대해 1대 이상의 예비 진동기를 타설 장소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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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o 진동기는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 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정해

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 양  생

         o 콘크리트에 대한 양생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건설교통부)와 ACI 308의 제 2

장 2.1에서 2.6의 방법중 하나 혹은 복합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o 모든 양생에 대해 수분양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공이음이나 특별히 승인되지 

않는 한 주위의 공기온도가 10
o
C 이상 일때 부재의 최소크기가 914mm를 초과하는 매시브한  

 부재에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

         o 양생 기간동안 하중을 싣거나 충격 등을 가하여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

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o 콘크리트 타설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o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경화하면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

나 또는 살수하여 최소 5일간의 습윤 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o 프라스틱 필름과 방수지 양생의 경우 전 표면을 물에 완전히 적신 후 콘크리트에 

직접 규정된 시트(Sheet)재를 덮어야 한다. 시트재는 설치된 후 7일 이상 존치시켜야 한다.

         o 평균 대기온도가 10
o
C 이하 일때, 대기의 상대습도가 40% 이상이거나 또는 콘크

리트 주변을 가열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o 만일 동절기에 대기의 상대습도가 40% 이하이거나 또는 콘크리트 주변을 둘러싸

서 가열했다면 위에서 언급된 방법 중의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건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단, 동절기시에 인접지역이 결빙되어 작업에 지장을 주거나 습윤 상태의 콘크리       

트가 결빙온도에 노출된다면 수분양생을 해서는 안 된다.

         o 물 양생에 있어서 만일 대기 온도가 10
o
C이상이고 온도 범위가 ACI 306R에 정의된 

추운 날씨 온도 범위 이내에 들지 않을 때에는 최수 치수가 75cm 이상인 콘크리트에 대해 콘크

리   트의 타설 후 7일간 습윤 시켜야 한다.

       (아) 마 감

         o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마감처리된 슬래브 표면은 슬래브상 어느 방향으로도 

3m당 6mm 이상의 편차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상단 표면을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 다음 요철이 없

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이렇게 고르기를    

한 표면은 쇠흙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만 표면에서         

윤이 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o 흙손으로 마무리하는 슬래브 표면은 표면에 굵은 골재가 보이지 않도록 충분히 

두들겨서 기반이 되는 세골재가 표면에 오도록 한다. 그런 후 곧은 자를 사용하여 면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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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여 요구되는 마감높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콘크리트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에, 사람이 

움직여도 깊은 자국을 남기지 않을 만큼 경화되었을 때에, 손이나 기계적인 방법으로 흙 손

질하여 굵은 골재가 보이지 않고 평탄하고 고른 면을 갖도록 해야 한다. 흙손질을 할 때 표

면에 물기가 떠오를 정도로 충분히 눌러주어야 한다. 표면에 물기가 가신 후에는 기계 흙손  

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기계 흙손질로 인한 

자국은 손으로 흙손질을 하여 제거해야 한다.

         o 결 마무리를 하는 바닥표면은 쇠흙손 방법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이때 손으로 쇠

흙손질 하는 것은 생략된다. 마지막 마무리는 강모로된 40 cm 빗자루로 빗질하여 마무리     

 한다.

         o 벽이나 부벽(Buttress)의 상부 및 수평선반(Offset)이나 이와 유사한 균일한 표면 

즉 거푸집으로 성형한 콘크리트 면에 인접하여 거푸집을 대지 않은 콘크리트 면은 콘크리트  

타설 후 가볍게 두들기고 거푸집으로 성형한 콘크리트 면과 유사하게 흙손으로 면을 고  르

게 해야 한다.

       (자) 콘크리트 보수

         o 성형된 콘크리트의 결함은 거푸집을 제거한 후 가능한 빨리 보수해야 한다. 특별

히 명시되지 않는 한 공기 기포 또는 모래에 의해 생긴 미세한 표면 결함은 채우지 않아     

도 된다. 견고하게 경화된 콘크리트에 생긴 결함은 Chipping하여 제거하도록 해야 한        

다. 보수용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폼 타이 로드 구멍을 제외한 모든 콘크리트 표면에   

지정된 epoxy resin계통의 콘크리트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o 접착제의 시공은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따라야 하고 모든 충진제는 구멍이 생긴 

표면에 완전히 접착되어 단단해 지도록 해야 하며 수축으로 인한 균열이나 움뚝 들어간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충진물이 양생되고 건조된 후 인접한 콘크리트의 색깔         

이나 재질에 차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드라이 팩 충전은 적어도 한 표면의 칫수가 구멍의 깊이보다 적지 않을 때 사용

해야 하며, 폼 타이 로드끝부분의 fastener를 제거하게 되어 생겨난 구멍이나 철근까지 미치  

지 않는 균열을 보수하기 위해 좁게 따낸 홈 따위의 충전에 사용해야 한다.

         o 드라이 팩은 시멘트 1에 No.16체를 100% 통과하는 모래 2.5의 체적비의 배합으

로 구성되어져야 한다. 드라이 팩은 타이로드 구멍은 제외하고는 층별로 구분지어 다져넣어   

  야 하며 각층은 전 표면에 대해 딱딱한 나무막대나 망치 또는 유압식 해머로 드라이 팩    

  상부를 견실히 다짐해야 한다.

         o 철근이 완전히 노출된 곳은 콘크리트를 재 타설 해야 한다. 이때 노출된 철근 후

면은 25~50 mm 정도 콘크리트를 따내어야 한다. 그 부분은 콘크리트를 타설 하기 전에 청소

를  시행하고 타설 하기 전 적어도 8시간 이상 습윤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 타설 되는  

부분은 기존 콘크리트의 28일 강도조건에 일치하는 최대 골재크기 19 mm인 콘크리트        

 를 사용해야 하며 이 경우 배합된 콘크리트의 슬럼프치는 75 mm를 초과할 수 없다.

         o 모르타르로 대체하는 보수는 구멍의 폭이 너무 넓어 드라이 팩을 사용할 수 없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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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너무 좁아서 콘크리트를 다시 타설 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해야 한다. 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비교적 얕아 철근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 보수할 부          

분은 몰탈로 대체하기 전에 청소를 시행하고 최소 8시간 이상 습윤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o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재료는 air gun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바람직한 배합은 

건조 중량비나  건조용적비로 시멘트 1에 천연모래 4.5의 비율로 이루어진 것이다.

         o 만일 보수할 부분의 깊이가 25 mm 이상 된다면 몰탈은 19 mm 이내로 층을 지

어 시공하여 접착력의 저하와 처짐을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o 각층의 시공이 완료된 후 다음 층에 몰탈을 사용하기 전에 30분 이상 시간이 경

과되어야 한다.  단, 몰탈이 건조되어서는 안 된다.

         o 거푸집의 이음매 때문에 생긴 불규칙 면은 갈아내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계약자는 품질에 관련된 조항 및 작업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하며  부록 C “토

건공사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야 할 항목이나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콘크리트 타설 지점의 거푸집, 철근, 매설물 및 최종청소 상태 등 제반사항에 

대한 사전검사

        ㅇ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검사

        ㅇ양생에 대한 검사

        ㅇ공사 개시 전에 계약자는 재료의 시험 및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

험을 해야 하며 기계 및 설비의 성능도 확인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콘크리트 강도, 허용차 및 마감 등을 포함하여 특기된 요구조건에 

어긋나는 콘크리트 작업에 대해 시정되어야 한다.

  나. 철근의 설치

    (1) 재료 요건

      (가) 철근은 결합력을 약화시키거나 방해하는 녹, 스케일, 도료 등이 없어야 한다.

      (나) 녹, 스케일 등이 있는 보강 철근은 철근 마디 높이와 철 솔질된 시험 시편의 

무게를 포함한 최소 재원이 적용 가능한 ASTM 시방 요건에 만족되어야 한다.

      (다) 철근은 ASTM A615, GRADE 60 또는 KS D 3504, SD40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설치 요건

      (가) 가 공

         o 철근의 가공은 상세 도면과 ACI 315 및 다음 사항에 따른다.

         o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칫수에 꼭 일치하도록 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

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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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도면에 곡률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설계 편 제8장 철근 세목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o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열 가공을 피할 수 없을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o 부적절하거나 잘못 가공된 철근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조립 및 배근

         o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것이나 그 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o 철근 조립이 끝난 후 반드시 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o 철근을 조립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깨끗이 청소

하고 조립 검사를 받아야 한다.

         o 배근된 철근의 표면은 부착력에 향을 미치는 녹이나 진흙, 먼지 및 기름때, 빙

설 또는 기타 비금속제 페인트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o 철근은 확실히 결속되어야 하고 스페이서나 chair 또는 기타 승인을 득한 철근지

지물을 사용하여 소정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땅위에 철근을 배근할 때는 프리캐스

트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여 지지하고, 요구된 소정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규정된 

피복두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o 필요한 곳은 어떤 곳에서나 콘크리트 슬래브 밑면에 녹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근을 지지하는 철물을 부식되지 않는 제품이거나 플라스틱을 입힌 제품을 사용해  

야 한다.

         o 철선의 칫수는 No.14 또는 No.16 이거나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o 철근과 매설물 즉 전기도관이나 파이프 슬리브, 배관 같은 것이 서로 겹치게 되

어 배근에 지장을 주는 곳은 특별히 명기되지 않는 한 철근의 위치를 아래에서 설명되는 바

와 같이 수정해야 한다. 그러나 요구된 피복두께나 철근의 최소간격, 특기된 허용한계 등    

은 유지되어야 한다.

         o 만일 철근 배근에 지장을 주는 embedded items의 크기가 30cm 이상 된다면 그

런 부분의 철근배근은 설계도면상에 표시된 대로해야 한다.

         o 만일 embedded items의 크기가 30cm 미만일 경우, 철근배근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철근 직경이 D25 이상 : 철근전체를 이동시킨다.

          - 철근 직경이 D22 이하 : 철근 직경의 6배 보다 작은 곡률반경으로 최대 1: 6

의 경사로 구부리거나 또는 철근 전체를 이동시킨다.

         o 부적절하게 구부러진 철근을 곧게 편 후 재사용할 수 없으며 철근에 열을 가하거

나 용접할 수 없다.

         o 다음 단계의 배근을 위해 외부에 노출된 철근은 부식되지 않도록 잘 싸거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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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호해야 한다.

         o 특별히 표시되지 않는 한 철근의 피복두께와 간격은 표준도면에 따라야 한다.

         o 철근 배근 시에는 순 간격이 최대 골재 치수의 1-1/3배 이상 또는 철근 공칭 직

경의 1-1/2배 이상이어야 한다.

      (다) 이  음

         o 특별히 표시되지 않는 한 D32이하의 철근에 대해서 겹친 이음을 사용해야 한

다. 기계 이음은 도면이나 특기된 것에 따라야 한다.

         o 기둥 배근에 있어 수직철근을 적절히 배근하기 위해, 형판 혹은 철근을 보호

하기 위한 승인된 방법을 D25이상의 기둥 dowel에 사용해야 한다.

         o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부록 C 

"토건 공사 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o 철근의 겹 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mm 이상의 철선으로 견고하게 

동여매어야 한다.

      (라) 현장 가공

         o 필요시에는 콘크리트면 외부로 솟아 나온 철근을 구부릴 수 있다. 단, 그 후에 구

부린 철근을 바로 잡을 때에는 여기서 특기된 바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o 콘크리트면 외부로 솟아 나온 철근을 구부렸을 때 콘크리트 면에서 구부린 철근

의 최소 내부직경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D10∼D25 : 6d (D : 철근 직경)

          - D29, D32, D35 : 8d

         o D10에서 D16까지는 상온에서 구부림을 할 수 있다. 추후에 철근을 바로 잡거나 

또는 구부릴 때에는 예열을 해야 한다.

         o D19와 D22는 구부릴 수 있고 추후에 바로 펼 수 있다. 철근을 구부리거나 또는 

바로잡을 때에는 예열을 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o D22 보다 직경이 큰 철근은 승인을 득했을 때만 구부릴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

어 예열을 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o 철근을 구부리거나 바로 펴기 위해 열을 가할 때는 대략 그 철근직경의 10배 

정도 되는 길이에 균등하게 가열한다. 그 가열된 길이는 철근을 구부렸을 때 구부림의 

중  심에 오도록 해야 한다. 그 철근의 온도는 595 oC ~ 650 
oC이어야 하며, 구부리거나  

 또는 바로 펼 때까지 그 온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o 콘크리트와 접촉해 있는 부근의 철근온도는 260 
o
C를 초과할 수 없다. 온도

를 측정하는 데에는 온도측정용 크레용이나 접촉 고온계를 사용해야 한다. 가열된 철근

에   물을 뿌리거나 비에 노출시켜 철근이 냉각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o 바로 펴진 철근은 Crack이나 또는 기타 다른 손상이 생기지 않았는지 감독원

에게 검사 받아야 한다. 이때 손상이 있는 철근은 제거되어야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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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한다.

         o 철근 절단은 자동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철근의 수정, 가공, 검사 및 배근 검사를 포함한 품질관리 지침서(Quality Control 

Instruction)를 준비하여야 하며 철근은 다음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다음 항목에 명시된 것을 제외한 이형 보강 철근은 ASTM A615 요건에 따라 

시험 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각 등급별 50t 마다, 철근 제작 시 열처리 온도가 다를 경우 각각 한번

씩 인장시험을 한다.

      (다) 만일 인장 시편이 ASTM A615의 인장 요건에서 소요 인장강도의 140 Kg/㎠, 

요구항복점의 70 Kg/㎠ ,요구되는 신장율 보다 2 % 오차 범위 안에 든다면 같은 열 및   

   같은 철근 크기에서 2개의 시편을 임의로 추출하여 재시험한다.

  만일 2개의 시편 중 하나가 최소 ASTM A615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열을 제     

  거한다.

      (라) D10부터 D35 철근의 경우 각 열로부터 압연 가공된 것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철근에 대해 단일 굽힘 시험을 한다.

      (마) ASTM A615에 규정하고 있는 같은 직경을 갖는 핀(Pin)을 사용하여 굽힘 시

험을 한다.

      (바) 만일 초기 굽힘 시험 결과 굽힘부 외측에 균열이 생길 경우 같은 열 및 같은 

크기의 철근에 대해 2번 굽힘 시험을 실시한다.

  다. 구조강 설치

    (1) 재료 요건

      (가) 구조용 강재, 강판

      형강 및 강판은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규격인 KS D 3503, SS 400과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규격인 KS D 3515, SWS 400, SWS 490 또는 ASTM A36에 따른다.

      (나) 난간용 파이프 및 기둥(Post)

      난간용 파이프는 KS D 3566 Class2, KS D 3515 또는 ASTM A120에 따른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

         o 고장력 Bolt는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너트, 와셔 규격인 KS B 1010 또는 

ASTM A325에 따르거나 T.S Bolt(Torque Shear Type High Strength Bolt)를 사용한다.

         o 일반 구조용 볼트는 6각 볼트 규격인 KS B 1002 또는 ASTM A307, 6각 너트 

규격인 KS B 1012에 따른다.

      (라) 용접봉

      용접봉은 AWS A5.1, A5.5, A5.17, A5.18 및 A5.20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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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전단 연결재 및 스터드

      전단 연결재는 스터드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된 것을 사용하며 ASTM A108에 

따  른다.

      (바) 앵커 볼트

       기초볼트(앵커볼트)는 KS B 1016 또는 ASTM A36에 따른다.

      (사) 데크 플레이트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KS D 3602 또는 ASTM A446 

Grade A에 따르고 도금은 ASTM G90에 따른다.

    (2) 설치 요건

      (가) 현장 교정

        o 제작이 잘못되었거나 공장조립이 잘못된 부재의 현장교정은 다음 요구 사항을 

따라서 실시하여야 하며, 볼트구멍에 대한 무리한 교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o 제작이 잘못된 부재는 그 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재작 할 수 있으며 설

계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제작 상세도면은 감독원에게 조치 의뢰해야 한다.

        o ASTM A325와 A307 또는 KS B 1010, KS B 1002의 볼트구멍의 위치가 잘

못된 경우 볼트의 공칭 직경보다 1.6 mm 더 큰 직경의 리이머(Reamer)로 볼트 구멍을 

수정해도  된다. 구멍의 어긋남이 2 mm를 초과하는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정성 검토

를 포함      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o 전단면(Shear Plane)에 나삿니가 없는 ASTM A490 볼트와 ASTM A325 볼

트의 구멍이 실제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통보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야 한다.

        o 만일 block으로 절단된 깊이가 조립할 보의 지지부의 곡률 반경치(k)를 초과

하지 않는다면 보를 조립시키기 위하여 조립되는 보에 block이나 cope형태를 만들 수    

있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승인을 얻을 경우에만 block으로 절단된 깊이가          

지지부의 곡률 반경치(k)를 초과할 수 있다. Block이나 cope로 절단된 길이는 block으로 

절단되는 보의 중심선을 따라 측정하여, block된 보가 조립될 보의 플랜지 폭의 1/2를 초

과해서는 안 된다.

      (나) 연 결

         o 연결 작업은 도면에 따른다.

         o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현장 연결 작업 시에는 지시되고 명시된 형태와 크기의 

고장력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다) 고장력 볼트 체결

         o 고장력 볼트 체결의 설치 및 검사는 AISC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Joints  

Using ASTM A325 or A490 Bolts"에 따른다.

         o 볼트는 너트 조임 방식(Turn-of-Nut Method) 또는 계측 렌치(Wrench)방식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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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력 지시와셔(Direct Tension Indicating Washer)를 사용하여 체결한다.

         o 너트 조임 방식에 의해 체결된 볼트에 대한 검사는 AISC 시방서 9절 에 따른다.

   볼트가 알맞게 체결된 뒤에 너트와 볼트 돌출부가 일치하는 표시(Match Mark)를 하여    

 검사관으로 하여금 너트의 회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한다.

         o AISC 시방서 9절에 기술된 것과 같이 렌치로 체결된 볼트의 검사는 렌치가 매일 

최소 2번씩(작업 시작 전에 1번 그리고 작업일의 중간 시기에 1번) 그리고 렌치가 알맞게    

 작동하고 있는 가하는 의심이 날 때 검사관이 검사를 하고 계측(보정)을 한 경우에         

는 검사를 보류할 수 있다.

      (라) 하중 지시 와셔(Load Indicator Washer)

         o 본 와셔는 제작자(생산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한다. 

   너트 아래에 하중 지시(Load Indicator)가 필요할 때에는 특별한 너트면 와셔를 지시기와 

너트사이에 설치한다.

         o 하중 지시가 체결된 볼트는 육안 검사를 하여 모든 볼트에 하중 지시가 알맞은 

간격으로 설치되었는가를 확인한다. 

   각 접합부 볼트의 최소 20%(적어도 3개의 볼트)는 필러 게이지(Feeler Gage)로 점검을 해

서 볼트가 단단히 조여졌는가를 확인한다.

   한 대의 토오크(Torque) 혹은 동력렌치(Power Wrench)로는 하중 지시기를 사용하여      

  조인 볼트의 인장력을 점검하기에는 불충분하다.

         o 여러 크기의 지시기 중 최소 1 %는 렌치 계측 시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계측기

기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검증하여야 한다.

   만일 너트면 와셔 혹은 경화처리 평면와셔(Hardened Flat Washer) 지시기와 너트 사     

 이에 사용될 경우 한 개의 백(Bag) 혹은 박스(Box)에서 3개의 비율로 와셔에 대해 검       

 사를 한다.

      (마) 볼트의 재사용

        o ASTM A325 또는 KS B 1010 고장력 볼트는 본시방의 요건에 부합될 경우

에만 재사용이 가능하다.

        o ASTM A325 또는 KS B 1010 볼트가 결합부의 가조립 용으로 사용되고 규

정된 최소 장력까지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그 볼트들은 그대로 두거나 차후에 구볼트

로서     조여 사용 할수 있다.

        o AISC의 시방서 "Structural Joints Using ASTM A325 or A490 Bolts" 8절에 

규정된 방법으로 설치된 ASTM A325 볼트는 연결로부터 해체한 후에 너트를 손으로 자  

   유롭게 돌릴 수 있을 정도면 풀었다가 한번 더 조일 수 있다.

        o AISC 시방서 8절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조여진 볼트에 사용된 

직접 장력지시기(Direct Tension Indicator)는 재사용할 수 없다.

        o 재사용하기에 곤란하게 해체되거나 느슨하게 풀린볼트는 작업장으로부터 제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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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용 접

        o 모든 용접은 AWS D1.1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o AWS D1.1의 요구사항에 따라 용접 절차서를 검정한 경우에 용접방법을 허용

한다.

        o 피복용접봉을 사용하는 수동 아크용접(Manual Shielded Metal-Arc Welding)

        o 다음과 같은 제한 범위 내에서는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Automatic Subm

erged-Arc Welding)

          - 모재의 두께가 32 mm 이상일 경우 각 용접 층의 최대두께는 13 mm를 초

과해서는 안 되며, 모재의 두께가 32 mm 미만 일 경우 각 용접 층의 최대두께가 9.5 m

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길이 방향의 용접에는 떼어낼 수 있는 용접시작 탭(Tap)과 용접 마무리 탭

을 사용해야 한다.

        o 자동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이외의 용접방법이 사용된 경우 6 mm 미만의 용

접자재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용접 층이 있어야 하고 6 mm 이상의 용접자재는 최소한 3

개 이상의 용접 층이 있어야 한다.

        o 완성된 모든 용접이음 부위의 기계적 특성은 모재의 규정된 기계적 특성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o 다음 조건 중 어느 한 가지가 적용될 때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하는 수동 아

크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 규정된 허용탄소함량이 0.3% 보다 많거나 또는 총 합금 함량이 0.5 % 이상

인 강재

          - 규정된 최소 인장강도가 4,920 kg/cm
2
이고 두께가 25 mm를 초과하는 강재

구조물(Casting)의 용접보수

        o 모든 가스용접의 적용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요 구조부재의 제작

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용접재의 수령, 보관, 급기(Baking), 건조 및 불출은 엄격   

한 관리 하에 행하여야 한다. 탄소강에 대한 최소 예열온도는 공사 시방서에 규정       

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15.6 
o
C 이어야 한다.

        o 탄소강에 대한 최소 예열온도는 AWS D 1.1에 따라야 하며 AWS D 1.1에 명

시되지 않은 모든 탄소강의 예열 및 층간(Interpass) 온도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 허용 또는 실제 탄소 함유량이 0.3% 이하이고 모재의 두께가 38 mm를 초

과할 경우에는 예열 및 층간온도가 최소 93 
o
C 이상이어야 한다.

          - 허용 또는 실제 탄소 함유량이 0.3 %를 초과하고 모재의 두께가 25 mm를 

초   과할 경우에는 예열 및 층간온도를 121 
o
C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o 용접모재의 주변온도가 0
o
C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을 할 수가 없다. 상기와 같

은 예열 및 층간온도에 관한 요구사항은 가 용접(Tack Welding), 필렛 용접 및 부착    

 물 용접에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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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용접봉은 KS D 7004(연강봉 피복 아아크 용접봉) 및 KS D 7006(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의 규격품 중 모재의 기계적 성질 및 용접 부위별 용접성, 치수, 형     

 상등 용도별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을 선별 사용하여야 하며 용접봉은 피복이 벗       

 겨지거나 피복재의 박탈, 오손, 변질, 흡습, 심한 녹이 발생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o 각 용접은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균일한 폭과 크기가 되어야 한다.  용접 

층은 매끄럽고, 슬래그, 용접 스패터(Weld Spatter), 균열 및 핀 구멍 등이 없어야      

한다.

        o 맞대기 용접은 별도 언급되지 않는 한 완전 용입 용접(Full Penetration Weld

s)이 되어야 하며, 일정한 높이의 약간 볼록한 면이 되어야 하고 방사선 투과 시 결함   

이 없을 정도의 용접품질(Weld Quality)이 되도록 완전 용입 되어야 한다. 필렛         

용접은 균일한 크기의 용접 목(Throut)과 용접 다리(Weld Leg)가 유지되어야 한        

  다.

        o 용접부위를 절삭(Chipping) 또는 연마할 경우 모재의 두께가 감소되지 않도록 

실시해야 한다.

    (3) 시험 및 검사

      (가) 용접부의 비파괴시험

         o 두께가 50mm (2in) 이상 되는 플레이트나 플랜지의 현장 용접부에 대하여 방사

선 투과시험, 자기 탐상 시험 방법에 의해 비파괴 시험을 행한다.

         o 모든 비파괴 시험은 발주자의 설계도면 요건에 따라 수행된다.

         o 비파괴 시험관의 자격 기록부는 ASNT SNT-TC-1A에 따른다.

      (나) 스터드 전단 연결재

         o 용접 후 스터드는 본래의 기능을 방해할지 모르는 어떠한 결함도 없어야 한다.

 만일 360° 필렡 용접이 되지 않은 스터드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o 시험은 AWS D1.1, 4.30.2절에 따른다.

      (다) 현장 검사

         o 설치된 제작품에 대하여 수직도(Plumbness)  및 직각성(Rectanguality)에 대한 점

검은 물론 현장 용접부, 볼트 인장력 및 현장 도색(Field Touch up Painting)에 대한      검

사도 실시한다.

         o 현장 검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구들에 대해 측정(계측) 기록부를 보유하

여야 한다.



- 102 -

2. 건축분야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핵연료기술개발설비 신축공사에 적용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

은 사항은 건설부 발행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각 항목별 공사용 건축공사 시방서를 참

조한다.

    (2)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장비, 자재 및 기타 감독원이 공사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3) 본 공사가 시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비 및 인력의 증가 투입을 명할 수 있으

며 계약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5) 계약자는 제반 보안규정 및 아래 제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보건위생 및 안전

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o 근로기준법

      o 산업안전보건법

      o 총포, 도검, 화약류 단속법

      o 환경관련법규

      o 해양오염 방지법

      o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법규

     (6) 계약자는 안전 관리인을 상주시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

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을 지며 계약자 부담으로 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

다.

     (7) 계약자는 본 공사관리상 필요로 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부분별 예정공정표, 일일 

노무자 출역 사항 등 제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착공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공 현황 및 준공사항을 사진으로 촬 하여 제출하고, 

특히 매설 부분의 사진은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사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9) 시공 상 필요하거나 감독원이 요구하는 곳의 공작도, 시공도 등은 계약자가 차질이 

없는 기한 내에 작성 및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한다

     (10)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S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표시가 없는 재료는 KS 규격과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11) 각 공사는 미리 감독원이 지정한 해당 공정에 이르 을 때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

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조적공사

    (1) 시멘트 벽돌은 KS F 4004, B형으로 압축강도 80 kg/cm
2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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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포틀랜드 시멘트이어야 한다.

    (3) 모르터 배합은 용적 비로 시멘트 1에 모래 3의 비율로 하되 시멘트와 모래는 건  

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 시에 적당량의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가수 후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사용하도록 하고,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그 물림자리를 층단으로 켜걸름

들여 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 철물을 사용한다. 켜 걸름 들여쌓기로 할 때는 선 시공부

의 물림자리 부분의 남은 모르터를 가셔낸 후  물려 쌓을 때에 이 부분에 모르터를 빈틈

없이 다져 넣고 사춤 모르터도 매켜 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5)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아니하게 한다.

  또한 모르터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진동
.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아니하도록  

한다.

    (6) 조적 공사에는 공장제품의 드라이 모르터를 승인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 미장공사

    (1)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의 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포틀랜드 시멘트 플라스터에 사용되는 골재는 ASTM C144에 따라야 한다.

    (3) 조적조나 콘크리트 면에 사용되는 접착제 액은 ASTM C631에 따라야 한다.

    (4)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플라스터 바름 작업의 바탕 면에 결함이 있는지를 살펴보

고 부적당한 조건 등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수정작업을 시행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5) 모르터의 배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표 18.5.1에 따르도록 하며, 물 반죽하여 1

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공장제품의 드라이 모르터를 승인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6) 플라스터 시공은 3회 바름으로 하고 바름 두께는 도면에 따르되 표기가 없을 때

는 아래와 같다.



- 104 -

                                   바  름  두  께 (mm)

      바름부분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  벌   정 벌  합 계          

       바  닥   -    -      -     -   24    24

       안  벽   7    -     (6)     7    4    18(24)

       천  정   6    -      -     6    3        15

       채  양   6    -      -     6    3      15

       외  벽   8    -     (9)     8    5    24(33)

       기  타   9    -      -     9    6    24

    (7) 내부의 플라스터 바름은 온도를 4 
o
C 이상 유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온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난방 및 송풍기 등 을 사용하

여야 한다.

    (8) 계약자는  플라스터 바르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손상으로부터 다른 

작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방호수단을 제공,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9) 각 바름 층 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 

~ 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해야 한다.  

   라. 타일공사

    (1) 타일은 색깔 및 유형별로 타일 사용면적의 최소 1 % 이상의 물량을 표시가 잘

된 두꺼운 상자에 넣어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급하여야 한다.

    (2) 타일 시멘트는 KS L 1592에 따라야 한다.

    (3) 타일의 줄눈 나비는 6 mm를 기준으로 하고 창문선이나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나비는 10 mm로 한다.

    (4) 타일 바탕 프라스터 바르기는 타일 두께와 붙임 모르터의 두께를 고려하여 초벌 

바름을 하든지 또는 2회에 나누어서 바르도록 하고, 벽 타일의 바름 두께는 건축공사표

준시방서 표12.1.3에 따른다. 바닥 타일의 바탕은 도면에 표시된 바에 따라 물매를 잡도

록 해야 한다.

    (5)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해야 한다.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

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고루 뿌려야 한다.

    (6) 바닥타일 붙임은  모서리 구석 기타부분의 물매에 유의하며 줄눈을 맞추어 평평

하게 붙인다. 붙임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 m
2
 정도로 하고, 타일 붙임 면적이 

클 때에는 2~2.5 m 간격내외로 규준타일을 먼저 붙여 이에 따라 붙여 나가도록 한다.

    (7)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충분히 청소하

고, 24시간 경과한때 붙임 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 작업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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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타일의 자세한 시공법 등은 타일 제조업자 및 타일 붙임 용 시멘트 제조업

자의 지침서에 따르도록 한다.

   마. 수장공사

     (1) 탄성바닥재 

      (가) 비닐 바닥 타일재는 무 석면 제품으로서 300 mm x 300 mm x 3.0 mm로서 

KS M 3802에 따라야 한다.

      (나) 비닐 바닥 시트재는 중 보행에 대한 내마모성이 좋은 Roll 타입의 제품으로서 

두께는 2.0 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바닥 타일 및 시트를 시공할 콘크리트 바닥은 건조하고, 평탄하며, 기름기나 

먼지, 윤활유 등의 이 물질 혹은 돌출물 등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 모든 구멍이나 틈  

기타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제조업자가 추천하는 충전제나 유액 도포제 등을 사용하여 메

우거나 고르게 하여야 한다. 유액 도포제의 사용은 지층 바닥이나 지층이하의 슬래브    

위에 한한다.

      (라) 바닥 타일 및 시트의 시공은 도장작업을 포함한 다른 공사들의 상당량이 완

성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타일을 시공한 부분은 충분히 타일이 고착될 때까지 통행을 

금지하여야 하며 시공 완료 후 최소한 1주일간은 타일 위에 물을 흘리지 않아야 한다.

      (마) 타일이 설치되는 실의 바닥 부근 온도는 설치 전 48시간, 설치하는 기간 중 

및 설치한 후 48시간 동안에 21 
o
C 이하로 유지하여서는 안 된다.

     (2) 불연 천정 판

      (가) 천정 판의 두께는 6 mm로서 폭 및 길이는 도면에 따른다.

      (나) 천정 틀 구조체는 25 mm 또는 45 mm 은폐형 M-bar로 구성되며 설치는 A

STM C 635에 따라야 한다.

      (다)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흡음 천정재의 바탕 면이 본 작업에 악 향을 끼칠 상

태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유해한 부분이 발견되면 공사가 진행되기 전에 시정조

치를 완료해야 한다.

      (라) 천정 틀 구조체는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마) 달대 철선 (Hanger Wire)을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인서트, 클립 및 기타   

다른 부착재는 승인을 얻은 설치 상세 도면상에 표시된 바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바) 캐링 찬넬은 새들 타이 (Saddle Tie)나 조절 클립 (Leveling Clip)등을 사용하

여 설치해야 한다.

      (사) 벽 몰딩은 달반자가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나 수직면에 설치되어야 한다. 모서

리 부분의 몰딩 처리는 연귀 맞춤을 하거나 코너 캡(Corner Cap)을 사용하도록 한다. 수

직면에 부착되는 몰딩은 승인을 얻은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도록 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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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흡음판은 수평도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이음부분이 똑바로 되도록 해

야 한다. 가장자리 부분에 설치되는 판의 최소 폭은 적어도 원판크기의 1/2 이상이 되도

록 해야 한다.

   바. 단열 및 방습공사

    (1) 단열재

      (가) 경질우레탄 폼(Rigid Urethane Foam)은 KS M 3809에 따라야 하며, 보온판 

2종 2호로서 도 35 kg/m
3
 이상, 열전도율이 0.020 kcal/m h 

o
C 이하이어야 한다.

      (나) 유리면(Glass Wool)은 KS L 9102에 따라야 하며, 보온판 2호로서 도 40 k

g/m
3
 이상이고 열전도율이 0.038 kcal/m h 

o
C 이하이어야 한다.

      (다) 발포 폴리스치렌은 KS M 3808에 따라야 하며, 보온판 1호로서 도 30 kg/

m
3
 이상, 열전도율은 0.031 kcal/m h 

o
C 이하이어야 한다.   

      (라) 암면(Rock Wool)은 KS F 4701에 따라야 하며, 보온판 1호로서 도 100 kg/

m
3
 이하이고 열전도율이 0.038 kcal/m h 

o
C 이하이어야 한다.

      (마) 내부 방습필름(Vapour Barrier)은 aluminum foil 7μ과 P.V.C film 80μ　사이

에 glass fiber yarn을 넣어 접착제로 접착시킨 제품이어야 한다.

      (바) 단열 처리를 해야 할 전 부분에 대해 제 두께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단열 시공에 있어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서 절단하여 확고하게 착시켜야 하

며 틈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사) 전체 두께가 특별히 각 구성요소의 합으로 표시되거나 요구되지 않은 경우에

는 소정의 요구된 두께를 지닌 1겹의 단열재로 설치해야 한다.

      (아) 경질이나 반경질의 단열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기타 간극이나 구멍에는 단열

재를 채워 넣어야 한다. 통상 최대 체적의 40 % 까지 ( 도는 대략 40 kg/m
3
 까지) 다

져야 한다.

     (2) 코킹 및 실런트

       (가) 유성코킹재는 KS F 3204의 규격에 적합해야하고, 건축용 실링재는 KS F 4

910에 적합해야 하며 가능한 한 단일 제조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해야 하며, 몇몇 제

조회사의 제품을 혼용할 때에는 서로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실링재를 시공하는 충전개소의 상태는 아래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o 지정한 줄눈과 치수로 되어 있을 것

        o 평탄하고 뒤틀림, 턱솔, 돌출물 또는 부서짐 등이 없을 것

        o 실링의 부착을 저해하는 기름, 도료, 녹, 불순물 및 먼지 등이 없을 것

      (다) 줄눈이 깊어 관통되어 있을 경우에는 뒷 채움재(Back-up)를 삽입하고, 줄 눈

이 얕을 때에는 줄눈 바닥에 본드 브레이커를 붙인다. 이 작업은 프라이머를 도포하기 

전에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뒷 채움재 및 본드 브레이커를 생략 한다.

      (라) 프라이머는 원칙적으로 도포하는 것으로 하며, 특히 콘크리트, 벽돌 등 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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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재에는 프라이머를 도포해야 한다. 다만, 피착제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가 있다.

      (마) 충전은 건(gun)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줄눈의 경우는  수분 및 공기가 흡입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완전하게 충전되도록 가압하면서 시공한다. 충전 후 주걱 누름을 

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마감한다.

      (바) 마스킹 테이프는 시공 후, 즉시 제거하고 테이프 부분을 청결히 한다. 충전부

분외에 실링재가 부착된 경우는 피착제를 침해하지 않는 용제로 신속히 청소한다.

     (3) 방수재

      (가) 시이트 방수

        o 방수공사 할 표면은 건조하고 깨끗이 정리되어야 한다. 방수 시이트를 손상시

키지 않도록 돌출 부분을 없애고, 치켜올릴 모서리나 귀퉁이 부분 등에는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45
o
 정도의 각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시공 전에 균열이 발생한 곳에는 V 컷트하여 모르터로 충진 양생하여야 한다.

        o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로 균일하게 도포하여 바탕에 부드럽게 침투시킨다. 

접착제 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탕 면과 시이트 면의 양면에 로울러칠, 뿜칠 또는 솔

칠로 얼룩 없게 도포한다.

        o 방수 구조체 중 취약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곳 (드레인, 내 외부 모서리, 귀퉁

이, 파이프 둘레 등)은 시이트 작업 전에 폭 25cm 정도 넓이의 보강 붙임을 해 주어야 

한다.

        o 모서리부의 요철(凹凸)부분은 일반 바닥 면에서의 시이트 붙이기에 앞서 폭 

25 cm 정도의 보강 깔기용 시이트로 처리한다.

        o 드레인 주변은 일반 바닥면의 시이트 붙이기에 앞서 미리 드레인 내지름 정도 

크기의 구멍을 뚫은 50 cm 정도의 보강 깔기용 시이트를 드레인의 날개와 바닥 면에 깐

다. 일반바닥면의 시이트는 보강 깔기용 시이트 위에 겹쳐 깔고 드레인의 안지름에 맞추

어서 잘라낸다.

        o 시이트 방수의 설치 및 시공은 제조업자의 지침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멘트 액체방수

        o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1종)으로 하고, 방수제와 물 및 시멘트 비의 배합등

은 제조업자의 배합규정에 따라 중량 또는 용적으로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하도록 한다.  

시공순서는 P1-L-P1-L-P2-M-P1-L-P2-M 으로 한다. ( L:방수용액 도포 ; P1:방수 시

멘트풀 묽은 풀칠 ;P2: 방수 시멘트풀 된 풀칠 ; M: 방수몰탈 바름 )

        o 바탕 모체에 방수용액을 칠하여 침투시킬 때에는 바탕 청소를 충분히 한 다음 

전면에 균일한 양과 속도로 칠하여 모체에 침투시키도록 한다.

  특히 굴곡부, 우묵진 곳, 구석, 모서리 등에는 면 히 칠해야 한다.

        o 방수 시멘트 풀은 소정의 배합과 농도로 하여 방수용액 칠의 경화시기를 보아 

일매지고 평탄하게 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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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방수 몰탈은 소정의 배합비로 충분히 반죽하여 방수 용액칠  또는 방수 시멘

트풀칠을 한 다음, 경화시기를 보아 두께를 일매지게 평탄히 바르도록 해야 한다.

        o 방수층을 시공하는 구석, 모서리, 굴곡부등은 특히 면 히 하여 물의 침투누수

가 없도록 해야 한다. 필요시는 방수용액 침투와 방수 시멘트 풀칠을 1-2회 더 하도록  

해야 한다.

        o 바닥 방수층을 벽체에 치켜 올릴 때에는 그 접속부를 특히 면 히 시공해야 

하며 벽돌 벽 일 때에는 방수층을 20 cm 이상 치켜 올리고 윗 끝을 벽돌 벽에 깊이 물

려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o 방수층의 끝은  모체에 확실히 물려 착시키고,  금이 가거나 들뜨지  않도

록 해야 한다.

  사. 창호 및 유리공사

    (1) 알루미늄 창호, 유리 및 유리 끼우기

      (가) 알루미늄 채광창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D 70

38과 KS D 7039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도면상의 지시대로 따라야 한다.

      (나) 창호 철물은 창호 일람표상에 명기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 밖에 노출되는 모든 알루미늄재의 마무리 도장은 불소수지 도장으로 색상은 

감독원이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 견본도에서 선정한 것으로 한다.

      (라) 강화유리는 도면에 지시된 두께의 무색 또는 착색의 강화 처리된 유리판으로

써 KS L 2002에 따라야 한다.

      (마) 복층 유리는 무색 또는 착색의 맑은 판유리로써 KS L 2003의 2종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바) 유리 끼우는 데에 필요한 습식 콤 파운드를 포함한 유리 끼우기용 부속재 

(유리 끼우기용 클립, 스페이서, 설치용 블록 (Setting Block)등) 및 네오프렌 가스킷 등

은 유리 및 유리 끼우기 공업용의 인정된 표준 규격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

      (사) 알루미늄틀 설치에 사용되는 실런트 또는 코킹 컴 파운드는 코킹  건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정도의 것으로 색상은 알루미늄 틀과 조화되는 것이어야 한다.

      (아) 채광창은 승인을 얻은 도면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수평, 수직 

및 직각을 정확히 이루도록 해야 하며, 다른 작업면과 선이 잘 맞아야 한다.

  창호 주변부는 물이 스며들거나 새지 않도록 적절히 코킹이나 실런트 처리를 해야 한

다. 장식용 철물은 끝 부분에서 정확하게 절단하여 이음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잘 맞추   

어야 한다. 모든 부재는 적절한 곳에 제조업자가 추천한 앵커나 스크류 및 기타 필요한 

긴결 고정물을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자) 유리 끼우기용 콤 파운드와 접촉되는 홈과 누름대 (Bead)의 표면은 건조하고 

깨끗하여야 한다.

      (차) 알루미늄 자재의 금속표면은 제조업자가 추천한 절차서를 사용하여 표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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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한다.

      (타) 유리면은 표지, 도료의 얼룩점, 퍼티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기타 오손 물

질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중공형 금속문,문틀, 창틀 및 부속철물

      (가) 문은 플러쉬 도어로서 두께는 45 mm 이며, 면은 이음매가 없고, 단부는 경사

가 진 중공형 금속문이어야 한다.

  수직 단부의 이음매는 길이 전체를 연속 용접해야 하며 상부 및 하단부의 이음매는 점  

용접이나 연속용접을 해야 한다.

  내부 스티프너는 중심 간격 150 mm 이하마다 설치해야 하며 75 mm이하의 간격으로 

점용접을 해야 한다.

      (나) 문의 판 두께는 1.2 mm 이상이어야 하며 철물이 설치되는 부분의 개구부는 

보강을 해야 한다.

      (다)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문의 내부의 빈공극을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채워 넣

어 소음을 감쇠시키거나 자체 흡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문틀의 살 두께는 1.6 mm 이상으로 하며 부속철물에 대해 동일한 두께로 보

강하여야 한다.

      (마)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중공형 금속문과 문틀의 작업에 바탕 면이 될 표면이 

작업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만약 어떠한 결함

이 발견되었다면 결함이 시정될 때까지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바) 문틀은 벽면과 평행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수직 부재는 두 방향으로 수직을 

이루어야 하고 평행한 상단부재는 수평을 이루어야 한다. 정착물은 벽에 단단하게 고정

하여야 하고 모든 노출된 볼트머리는 갈아버리고 구멍은 땜질을 하여야 한다.

    (3) 샷터(Roll-Up Door)

      (가) 건설부 고시 제 327호(1981. 8. 27) 자동샷터의 기준에 따른다.

      (나) 모든 샷터는 전동 작동식으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건설부 제정)에 따른다.

      (다) 샷터문판은 강판쪽, 즉 슬랫(Slat)이 서로 맛물려 형성된 것으로 문 상무 위로 

감아올리게 된 것이며 나선형의 스프링으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슬랫은 최

소 두께 1.6 mm이상의 아연도금강재로서 도면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슬랫의 양끝은 조합되어 이루어진  끝 물림 장치 (Endlock)와 윈드록 (Windlock) 등을  

 갖춘 것으로 끝 물림 장치는 방풍, 방우가 되도록 가이드의 내부나 가이드 면에 기 처  

 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라) 샷터문의 하부에는 교체 가능하고 압축 가능한 고무나 네오프렌  또는 비닐

제품의 기  틈막이재를 설치해야 한다.

      (마) 홈대(Guide Rail)는 적어도 2.3 mm 두께 이상의 스테인레스 제품으로써 인접

시공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바) 후드는 1.6 mm의 아연도 강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봉강이나 롤비드 (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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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d), 상부 및 하단의 연단부에 굴절성을 지닌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플랜지 등으

로 보강해야 한다.  

      (사) 전동샷터에 설치되는 전동장치는  샷터문 제조업자가 추천한 유형의 것으로 

전기모터, 기계로 절단한 감속기어 (Machine Cut, Reduction Gears), 자기브레이크 (Mag

netic Brake),  브라켓,  누름식 버튼 스위치  (Push-button Switches), 리미트 스위치

(Limit Switches), 가역형 전자 접촉기(Magnetic Reversing Starters), 인입 차단기

 (Incoming Circuit Breaker : ICCB) 및 기타 필요한 부속재 등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아) 전동장치가 고장이 났을 경우 수동 작동으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 작동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긴급 작동장치를 사용함으로  인해 리미트 스위치를 조절하는데 

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 긴급장치를 어느 때 사용하든지 모터는 이와 분리되어야 

한다.

      (자)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셔터의 작업에 역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

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발견된 부적합한 조건은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수선을 하여야 한

다.

       (차) 셔터의 부품은 승인된 설계도면과 시방서 및 제조업자의  지침서 등에 준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압출성형 시멘트패널 설치공사

    (1) 압출성형 시멘트패널은 시멘트에 무기섬유 및 유기섬유를 보강한 후 진공 압출 

성형하고 오토클레이브 양생을 한 제품이며  제품의 내부는 평판 및 중공부로 구성된다.

    (2) 제품의 표면은 평판형태와 요철형태로 되어있으며 본 공사에는 평판 및 요철형

을 도면에 따라 조합 적용한다.

    (3) 부자재로 볼트 및 너트류는 KS D 3506에 규정된 것으로 아연도금 등 부식 방지

를 위한 표면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며 L-Clip 및 Z-Clip은 부식방지를 위한 표면처리가 

된 것을 사용한다.

    (4) 기준선은 벽체 중심선과 마감선으로 구분하고 상하부가 수직이 되게 유의한다.

    (5) 패널 설치 시 수평, 수직에 유의하며 Joint 편차가 패널의 허용오차에 들도록 한

다.

    (6) 패널의 Joint 부위는 Back-Up재 위에 코킹 처리하여 기 을 유지한다.

    (7) Sealant는 폴리설파이드, 우레탄, 실리콘 계통으로 내후성이 있고 Joint 면과 충

분한 접착성을 유지해야 하며 흘러내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자. 도장공사

    (1) 도장재료는 한국공업규격에 정함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합격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자명, 제품명 등에 대하여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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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정벌칠의 도료는 초벌칠에 사용된 도료에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2) 칠 상표가 완전하고 개봉하지 아니한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곧 K.S 표시여부, 규

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액),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는다. 수성페인트 칠은 주위의 온도가 10 ˚

C에서 32 ˚C인 조건에서 칠하도록 한다. 그러나 제조자의 품질에 따른 제조자의 특기가 

있거나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에 따른다. 엷은 솔벤트칠은 주위의 온도가 

7˚C에서 35˚C의 사이의 온도조건하에서 칠한다.

    (3) 솔칠의 공법

      (가) 솔은 쓰이는 칠의 성질에 따라 만들어지고 칠하는 곳에 알맞게 된 것을 쓴다.

      (나) 솔칠은 일반으로 칠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고 솔질은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칠한다.

    (4) 뿜칠의 공법

      (가)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락카성의 칠 일 때에는 

구경 1.0∼1.5 mm, 뿜칠의 공기압은 2∼4 kg/cm
2
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칠 재료의 묽기  

(Consistency)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중 0.2 kg/cm
2
 이상 증감되지 아니하는 

적절한 장치를 한다.

      (나) 뿜칠거리는 30 c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칠한 때에는 미

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 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 마다 뿜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칠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회의 칠은 

솔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두께를 한번에 칠하지 아니한다.

    (5) 적용되는 도장 체계 및 도료의 상세한 내용은 도장공사 시방서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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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hoto of the advanced nuclear fuel development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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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계 및 HVAC

1. 유틸리티 계통

   가. 공사방법

     (1) 일반사항

         기기 설치공사 범위는 기기제작자가 패키지 형태로 공급, 설치하는 기기를 제외한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기 및 부품에 대한 설치작업으로 국한하며, 그 설치요건은 아래와 같다.

   각종 공사를 수행 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사항의 기재사항을 준

용하고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작업의 품질은 본 계약의 적용규격 및 표준, 그리고 다른 계

약문서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가급적 KS, ASME, 

ANSI의 표준, 규격 및 법규를 따라 수행한다.

     (2) 기자재 인수, 취급, 보관 및 불출

       (가) 계약자는 발주자 공급기자재 및 계약자 공급기자재를 규정된 규격 또는 절차에 

따라 인수, 취급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기자재 설치를 위한 공구 및 장비의 불출을 작업 착수 전 규정된 절차

에 의하여 수행하여야한다.

     (3) 기기 Cleaning

       (가) 기기가 보관되는 동안 기기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기기는 내부 

rinsing만을 하고서 운전할 수 있는 정도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외부표면은 마감도장

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나) 세제를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는 화재, 폭발 또는 인체에 대한 상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 예방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기설치 전 기기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방청처리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계

약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방청제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수 계통에 설치되는 기기에 처리된 

수용성이 아닌 방청제는 제거되어야 하며, 수용성 방청제는 발주자의 승인에 따라 운전 전까

지 적용해도 된다.

       (라) 나사구멍 또는 배관의 개구부는 적절한 tap을 가진 chasing으로 세척한 후, 압축

공기로 불어 낸다.

       (마) 일반적으로 기기와 연결되는 배관은 기기설치 후 설치한다. 배관 설치 시까지 모

든 기기의 배관연결부에는 기기 내부 청결도를 유지토록 적절한 보호덮게를 설치하고 유지관

리 하여야 한다.

       (바) 기기와 함께 공급되는 배관은 설치 전에 세척되어야하며, 녹, 스케일 및 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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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거되어야 한다. 배관은 설치 전에 오일함량이 없고 여과된 압축공기로 불어내어야 하며 

배관내부에 들어있는 모든 이 물질이 제거되어야 한다.

     (4) 기기설치

         모든 기기는 기기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가) 높이조정 및 정렬 

         o 기기는 배관배치도에 표기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기기를 고정하기 전에 계

약자는 기초, 축 받침, 매입 부 및 관동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은 신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o 모든 기기는 shim을 사용하여 설치높이를 조절하고 일진선 정렬을 한 후 기초볼

트를 단단히 체결하여야 한다. 기기정렬의 허용오차는 기기제작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o Base plate, 패드 및 shim 등의 기기 설치 면은 녹 등의 이 물질을 제거해야 하

며, 최종조립 전에 약간 미끄럽게 기름칠을 한다.

         o 모터와 전원과의 연결, 회전 및 진동에 대한 시험은 다른 공사 시방서에 의해 수

행된다.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모터와 회전자간의 연결부에 대한 최종 마무리 작업

을 수행하여야 한다.

         o 회전기기는 배관연결 후 축 정렬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축 정렬을 재 수행한

다.

         o 계약자는 기기의 설치 및 운전 시, 검사 및 자문을 위해 기기제작자의 현장 기술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약된 절차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

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패키지 계통 설치공사

            기기제작자가 공급하는 companion flange 이후 배관은 계약자가 배관공사 시방

서에 따라 설치한다.

       (다) 비 수축 그라우트

            기기제작자가 공급하는 기기 바닥 판을 정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높이조정을 하

고 그라우팅을 한다. 비 수축 그라우트는 기기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혼합 시공되어야 한다.

       (라) 수정작업

         o 계약자는 작업진행상 발생되는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o 시방서와 불일치한 작업은 합의된 절차서에 의해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작업을 수

행한다.

         o 손상에 대한 보수 및 수정작업은 연관 작업이 계속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o 계약자는 기기를 설치하기 전에 손상된 기초볼트를 똑바르게 퍼거나, 나사산을 

다시 내거나 다른 수리방법으로 수정해야 한다. 손상된 너트와 와셔는 교환되어야 한다.

     (5) 설비의 보호

       (가) 콘크리트 면의 보호

       콘크리트바닥 및 기타 콘크리트 표면은 깨짐, 흠, 힌 자국, 얼룩 및 기타 손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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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손상된 부위에 대하여 수리 또는 제거 및 교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면은 얼룩이지지 않도록 비가연성  및 내유성 재질의 덮개로 덮는다.

       (나) 그레이팅 및 계단 디딤판의 보호

       바닥의 그레이팅 및 계단의 디딤판은 중 하중, 기기의 이동, 화염절단, 용접 및 기타 

설치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중하중의 기기가 그레이팅 위에 올려져 있는 경  

우, 기기의 하중이 그레이팅의 변형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Electrical Raceway, 전선 및 전등지지대의 보호

        Electrical raceway, 전선 및 전등 지지대는 기기 및 자재의 이동, 용접, 화염절단에 

의한 손상 및 기타 설치 시 발생되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Raceway 및 그 지지 

구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입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기기의 보호

       모든 기기는 어떠한 종류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 전기 및 계장작업

       (가) 계약자는 기기제작자가 공급하는 도관, 전선, 단자, 식별 꼬리표, 조작반 및 패키

지 기기의 구성품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외부전원으로부터 기기 또는 기기 패키지 상의 Terminal까지의 전력공급 배선을 

계약자가 수행해야 한다.

       (다) 기기제작자가 공급하는 모든 계기, 조작반, 장비에 대한 배선은 계약자가 수행해

야 한다. 모든 배선은 기기제작자의 도면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라) 전기배선에 대한 요구사항은 전기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 본 계약조건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배선은 전기 공사시방서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기제작자의 도

면 및 지침이  전기배선에 대한 전기 설치시방서의 요구사항과 상충되면 발주자의 결정에 따

른다.

       (마) 계기설치에 대한 요구사항은 계장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 본 계약조건에 

따라 설치되는 계기설치는 계장 공사시방서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기제작자의 도

면 및 지침이 계기설치에 대한 계장 공사시방서의 요구사항과 상충되면 발주자의 결정에 따

른다.

     (7) 배관작업

       (가) 구매계약의 일부로 기기제작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내부배관은 기기제작자의 도

면에 따라 계약자가 설치한다.

       (나) 배관에 대한 요구사항은 배관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 본 계약에 따른 배

관은 배관 공사 시방서의 요구사항과 일치되어야 한다. 기기제작자의 도면과 배관 공사 시방

서의 요구 사항이 상충되면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다) 기기제작자가 공급하는 밸브, sensing device 및 소부품은 배관 공사 시방서에 

따라 설치된다.

     (8)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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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약자는 기기제작자가 공급하는 기기의 설치작업의 일부로서 기기제작자의 도

면 및 지침에 따라 용접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접의 요구조건은 배관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 본 계약에 따른 용접은 

배관 공사 시방서의 요구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기기제작자의 도면 및 지침과 배관 공사시

방서의 요구사항이 상충되면 발주자의 결정에 따른다.

     (9) 세정 및 화학적 Cleaning

         계약자는 ANSI N45에 명시된 바와 같은 기기의 청정도를 유지해야 하며, 배관 및 

기기의 청정도를 요구조건에 일치시키기 위한 최종 세정작업은 발주자가 수행한다.

     (10) 도장

       (가) 계약자는 기기설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장시방서 및 data sheet에 따라 일차 

또는 마감 도장된 기기의 표면을 보호하고 유지해야 한다.

       (나) 도장된 기기표면이 손상된 경우, 계약자는 손상된 표면에 녹 및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즉시 동일한 일차도장을 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기기설치가 완료되면 마감도장을 하여야한다.

     (11) 검사 및 시험

       (가) 계약자는 계약자가 수행하는 작업이 요구되는 품질기준에 일치됨을 보증하기 위

해 필요한 검사를 수행한다. 계약자는 모든 검사에 대한 사항을 문서화한다.

       (나) 계약자는 기기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특별한 검사 및 작업의 품질을 보

증키 위한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하며, 문서화하여야 한다.

       (다) 모든 기기의 부품 및 구성 품에 대한 다음사항은 검증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라) 모든 회전 기기류 및 수직 회전기기에 대해서는 계약된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여

야 한다.

       (마) 규격의 요구사항 또는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비파괴 시험의 수행일정은 다른 작

업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최초의 비파괴시험은 발주자의 비용으로 수행한

다.

   발견된 결함은 규격 및 발주자에 의해 승인된 방법에 따라 보수되어야 한다. 모든 보수작

업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재시험되어야 한다.

       (바) 본 계약에 의해 설치되는 펌프, 탱크 및 열 교환기 등에 대한 수압시험은 배관 

공사 시방서에 의해 수행된다. 계약자는 시험하는 동안 기기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기기로

부터 어떠한 물도 제거하여야 하며, 시험이 끝난 후 기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 관리할 책

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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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

  가. 공사방법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발주자 및 계약자가 공급하는 기기 및 부품에 대한 HVAC 공사방

법이며,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각기 그 해당 사항을 준

용하고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작업의 품질은 본 계약자의 적용 규격 및 표준 그리고 다

른 계약문서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은 가급적, 

KS, ANSI의 표준, 규격 및 법규를 따른다.

    (2) 인수, 취급, 보관 및 불출

      (가) 계약자는 발주자 및 계약자가 공급기자재를 계약된 규정, 규격 또는 절차에 따

라 인수, 취급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기자재 설치를 위한 공구 및 장비의 불출은 작업 착수 전 계약된 절

차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기기설치

        모든 기기는 기기 제작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가) 높이조정 및 정렬 

        o 기기를 HVAC 배치도에 나타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기기를 고정하기 전에  

계약자는 기초, 축 받침, 매입부 및 관통부가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발견된 불일치 사항을 신속히 수정되어야 한다.

        o 모든 기기는 shim을 사용하여 설치 높이를 일직선 정렬을 한 후 기초 볼트를 

단단히 체결하여야 한다. 기기 정렬의 허용 오차는 기기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o Base plate, 패드 및 shim 등의 기기 설치 면은 녹 등의 이 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최종 조립 전에 약간 미끄럽게 기름칠을 한다.

        o 계약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모터와 회전자간의 연결부에 대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o 회전기기에 대한 덕트 연결 후 축 정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축 정렬을 

재 수행 한다.

      (나)  비 수축 그라우트

      기기 제작자가 공급하는 기기 바닥 판을 정 위치에 설치하기 위해 높이 조정을 하

고 그라우팅을 한다. 비 수축 그라우트는 기기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혼합, 시공되어야 한

다.

    (4) 기기 Cleaning

        o 기기가 보관되는 동안 기기 내․외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표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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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도장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o 세제를 보관하거나 사용할 때 화재, 폭발 또는 인체에 대한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예방을 수행하여야 한다.

        o 기기설치 전에 기기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해 기기에 대해 방청처리를 하 는지

를 검사한다. 수 계통에 설치되는 기기에 처리된 수용성이 아닌 방청제는 제거되어야 하

며, 발주자의 승인에 따라 운전 전까지 수용성 방청제를 적용해도 된다.

        o 나사구멍 또는 개구부는 적절한 tap을 가진 chasing으로 세척한 후, 압축공기

로 불어 낸다. 모든 기기의 나사 이음부는 아세톤으로 세척하고 흠집이 발생되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하여 colloidal graphite 및 isopropanol로 도장한다.

        o 일반적으로 기기와 연결하는 덕트는 기기설치 후 덕트와 연결한다.  덕트설치 

시까지 모든 기기와의 연결 덕트에 적절한 보호덮개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5) 설비의 보호

      (가) 콘크리트 면의 보호

      콘크리트바닥 및 기타 콘크리트 표면은 깨짐, 흠, 힌 자국, 얼룩 및 기타 손상으

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손상된 부위에 대하여 수리 또는 제거 및 교체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면은 얼룩이지지 않도록 비가연성 및 내유성 재질의 덮개로 덮는다.

      (나) 그레이팅 및 계단 디딤판의 보호

      바닥의 그레이팅 및 계단의 디딤판의 중 하중, 기기의 이동, 화염절단, 용접 및 기

타 설치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중하중의 기기가 그레이팅 위에 올려져 

있는 경우, 기기의 하중이 그레이팅의 변형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 Electrical Raceway 전선 및 전동지지대의 보호

      Electrical raceway, 전선 및 전동기 지지대는 기기 및 자재의 이동, 용접, 화염 절

단에 의한 손상 및 기타 설치 시 발생되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Raceway 및 

그 지지 구조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진입을 위한 발판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라) 기기의 보호

      모든 기기는 어떠한 종류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6) 전기 및 계장작업

      (가) 계약자는 기기 제작자가 공급하는 도관, 전선, 단자, 식별 꼬리표, 조작반 및 

패키지 기기의 구성품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나) 외부전원으로부터 기기 또는 기기 패키지 상의 terminal까지의 전력공급 배선

을 계약자가 수행해야 한다.

      (다) 기기제작자가 공급하는 모든 계기, 조작반, 장비에 대한 배선을 계약자가 수행

해야 한다. 모든 배선은 기기제작자의 도면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라) 전기 배선에 대한 요구 사항은 전기 공사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다. 본 계약 조

건에 따라 설치되는 계기 설치는 계장 공사 시방서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7) 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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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열작업이 끝난 표면은 깨끗하게 마감되어야 하며 이때에는 기기도 작동이 가능

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보온은 제작자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고, 계약자는 

보온재와 피복재에 손상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8) 덕트 제작 및 설치

      (가) 개요

       냉방, 난방 및 환기덕트 공사에 적요하며, 기타 기술적인 사항은 KS, SMACNA 

standard 및 ASHRAE standard 규정을 준수한다.

      (나) 재료

        o 공조 설비에 사용되어 지는 덕트 재료는 불연 재료로 하여야 한다.

        o 배기 덕트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연도금강판을 시용하며, 설계도서 상에 명기된 

KS 규격의 호칭치수의 것을 사용한다.

        o 패키지 형태로 공급되는 공기조화기에 부착되는 급기 및 환기 덕트는 제작자의 

사양에 따라 후렉시블 덕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재료가 난연성 혹은 불연성의 것이어

야 하며, 난연성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덕트의 지지철물에 사용할 강제는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규격품으로서 그 모

양, 치수 등은 제조자 규격에 따른다.

        o 기타 리벳, tapping나사, 볼트 및 너트, 플랜지용 packing, compound 등의 기타 

재료는 설계도서 및 시공에 적정한 것을 사용한다.

      (다) 설치

        o 공조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

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o 덕트 곡관 부분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의 

1.5폭 이상, 원형 덕트는 직경의 1.5D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의 치수 미만

이 될 경우에는 내부에 안내 깃을 설치한다.

        o 덕트의 단면을 변형하게 되는 부분에는 급격한 변화를 피해서 커지게 도는 작

아지게 하고, 그 경사 각도는 15°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3

0。이내로 할 수 있다.

        o 댐퍼 조작이 수동일 경우에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o 다습한 장소에 설치되는 수평 배기 덕트 등의 이음매 및 이음부는 외면으로부

터 seal제를 바르고, 배기 팬 등의 가동을 중단할 시 덕트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개구부를 향하여 적절한 구배를 준다.

        o 각형 덕트의 모퉁이 이음은 button punch snap lock 또는 pittsburgh seam 이

음으로 한다. 흐름에 직각 방향의 이음은 흐르는 방향으로 내부 grooved seam으로 하고, 

동일 면에 있어서 pitch 900 mm 이상은 측면의 이음과는 300 mm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o 원형 덕트(spiral duct)는 나선형 덕트로서 grooved seam & spiral seam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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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은 것으로 seam 접기의 폭은 6 mm 이상으로 한다.

        o 판의 두께

표 3.1 저속덕트(최대풍속 15m/sec)의 제작용 아연도금판의 두께

          - 각형 덕트에서 단변의 사용자재는 장변의 사용자재를 적용한다.

          - 아연 부착량

표 3.2 아연도강판의 아연 부착량

        o 각형 덕트의 접속

          - 각형 저속 덕트의 접속은 앨 로 제작된 플랜지의 이음이 있는 네 모서리는

양변 용접을 하고 플랜지 접합면의 용접부는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하게 마감한다.

          - 플랜지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폭의 석면 테이프를 삽입하고 볼트 및

너트로 기 하게 조인다.

          - 접속용 앵 과 덕트의 연결은 동 리벳으로 하고, 리벳용 구멍은 드릴에 의하

여 정확한 간격으로 뚫어야 한다.

          - 접속용 강재는 제작 후 방청페인트를 2회 도장 후에 접속에 사용하여야 한

다.

          

판의 두께(mm) 판의 호칭번호
각형덕트 

장변길이(mm)

원형덕트

 직경(mm)

0.5 #26 450 이하 450 이하

0.6 #24
450 초과 - 

750 이하

450 초과 - 

750 이하

0.8 #22
750 초과 - 

1500 이하

750 초과 - 

1000 이하

1.0 #20
1500초과 - 

2250 이하
1000 초과하는 것

1.2 #18 2250 초과하는 것

원판의 두게(mm)
0.3 초과 - 0.5 

이하

0.5 초과 - 1.0 

이하
1.0 초과

아연부착량(g/㎡) 244 305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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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접속용 강재의 규격 

        o 원형 덕트의 접속

          - 원형 덕트의 접속은 KSD 3501(열간압연강판 및 강재) 또는 KSD 3512(냉간

압연강판 또는 강재)를 사용하여 용접하고 내외벽에 방청 2회 도장한다.

          - 삽입 이음의 외면에 접착제를 잘 바르고 양단을 덕트에 삽입하여 철판비스

로 적속 한다.

표 3.4 호칭 치수에 대한 공차

표 3.5 호칭치수에 대한 이음의 판 두께

장방형 

덕트의 

장변(mm)

형강 규격(mm)

접합

플랜지

플랜지 부착용 리벳 접합용 볼트 최대이음

간격(mm)지름 피치 지름 피치

450 이하 25x25x3 4.5 65 6.0 100 3.6

450 초과

750 이하
25x25x3 4.5 65 6.0 100 3.6

750 초과

1000 이하
30x30x3 4.5 65 6.0 100 2.7

1000 초과

1500 이하
30x30x3 4.5 65 6.0 100 2.7

1500 초과

2250 이하
40x40x3 4.5 65 6.0 100 1.8

2250 초과 40x40x3 4.5 65 6.0 100 1.8

호칭치수(외경 : mm) 공차(mm)

75 초과 - 600 이하 - 1.5 초과 - 2.5 이하

600 초과 - 1000 이하 - 2.0 초과 - 4.0 이하

호칭치수(외경 :mm) 판 두께(mm)

200 이하 0.5

200 초과 - 600 이하 0.6

600 초과 - 800 이하 0.8

800 초과 - 1000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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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호칭치수에 대한 이음의 삽입 길이

        o 덕트의 보강

          - 각형 덕트의 보강은 앵  강재로 제작하여 덕트와 동 리벳에 의하여 고정하

며, 보강용 강재는 방청페인트 2회 마감한다. 단, 현장 사정에 따라 standing seam 방법도 

병행할 수 있다.

표 3.7 덕트의 보강

   

        o 각형 덕트의 지지

          - 덕트의 지지 및 행가용 철물은 형강 환강으로 제작하여 방청페인트 2회 도

장 마감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덕트의 지지 및 행가 방식은 상세 도면에 따른다.

호칭치수(외경 : mm) 삽입길이(mm)

125 이하 60 이상

125 초과 - 300 이하 80 이상

300 초과 100 이상

판두께(

mm)

형강보강덕트 Standing seam 보강 덕트

형강

치수

(mm)

최대

간격

(mm)

형강리벳 standing 

seam 

높이

(mm)

보강 

standing 

seam
standing 

seam 

간격(mm)지름

(mm)

피치

(mm)

높이

(mm)

보강

평강

(mm)

0.5 - - - - - - - -

0.6 25x25x3 1.8 4.5 100 25 - - 1.2

0.8 30x30x3 0.9 4.5 100 25 - - 0.9

1.0 40x40x3 0.9 4.5 100 40 45 40x3 0.9

1.2 40x40x5 0.9 4.5 100 40 45 40x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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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각형 덕트의 행가지지 규격

표 3.9 원형 덕트의 지지

        o 보온

          덕트 보온은 난방용 급기 덕트의 열손실을 방지하고,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실

시한다.

          - 재질 : 유리섬유 (25t x 25 K)

      (라) 덕트 부속품

        o 후드 

          - 후드의 제작설치는 덕트의 제작설치에 준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음매가 없

도록하며, 판 마름의 사정 때문에 이음매가 생길 때에는 중앙부분 또는 균등한 간격을 취

항 위치에 standing seam 또는 겹치기 이음으로 한다. 또한 후드 내측 주위에는 물 또는 

기름 등을 적절히 제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후드걸이는 네 모퉁이 이외에 최대 

1500 mm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걸이 볼트의 하부는 황동제 cap nut를 설치한다.

        o Damper

          - Damper가 천정 내부나 shaft 내부에 부착되는 경우에는 필히 핸들을 조작 

할 수 있는 점검구를 건축공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 천정 점검구 및 shaft 점검구의 부착위치는 핸들 조작 등이 용이한 위치로 

하고, 크기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450 mm를 표준으로 하되 덕트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방화 damper가 설치되는 덕트에는 휴즈 점검용 문을 설치하고, 문은 1.2 mm 

이상의 아연도금 철판으로 만들고, 그 주위에는 패킹으로 필폐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덕트의 

장변

걸이철물(mm) 지지철물(mm)

형강 봉강 최대간격 형강 최대간격

450 이하 25x25x3 9 3000 25x25x3 3600

450초과

750 이하
25x25x3 9 3000 25x25x3 3600

750 초과

1000 이하
30x30x3 9 3000 30x30x3 3600

1500 초과

2250 이하
40x40x3 9 3000 40x40x3 3600

2250 초과 40x40x3 9 3000 40x40x3 3600

덕트 지름(mm) 평강(mm) 봉강(mm) 최대간격(mm)

1500 이하 25x3 9 3000

1500 초과 30x3 9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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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도면에 준하여 sample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 시공한다. 방화용 damper 

점검구는 휴즈 점검이 용이하게 되는 위치로 하고 문의 크기는 극히 소형은 제외하고 상

세도면을 참조한다. 단, 휴즈 교체가 외부에서 가능한 구조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 풍량 조절댐퍼와 backdraft damper는 누설 등급 Ⅲ로 ERDA 76-21에 따라 

기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Frame 폭은 100 mm 이고, 25 mm 플랜지가 포함된 일체형으로서 알루미늄 

재질의 사출 품으로 한다.

          - 날개깃은 airfoil형으로서 알루미늄 재질의 사출 품으로 제작하며, 내부는 구

조용 tube로 보강되어 작동 시 휨이 없도록 정압대비 허용 댐퍼 폭을 최대허용 정압에 따

라 적합하게 선정해야 한다.

          - 선정된 댐퍼의 폭이 1200 mm 또는 높이가 1800 mm 보다 클 때는 반드시 

같은 크기의 single section으로 복합해야 한다.

          - 복합 section은 jack-shaft를 설치하여 전달되는 torque 분포를 균일하게 하

여 댐퍼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야 한다.

          - 댐퍼 조작이 수동일 경우에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 방화 댐퍼는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 시 공

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

재시 연기가 발생할 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 자동으로 폐쇄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 깃은 두께 1.6 mm 이상의 강판재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 

축받침 기타의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가용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

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원칙적으로 배연 덕트에 설치할 경우에는 280℃ 기타

의 경우에는 72℃로 한다.

        o 시험 홀의 선정

          - 시공완료 후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장소에 정압, 

풍속 및 풍량을 측정 할 수 있는 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plug로 

폐시켜야 한다.

        o 감지기 및 검출기 취구부의 설치 

          - 공조기 주변 각 계통별 덕트에 자동제어용 각종 감지기 및 검출구, 조절기의 

취부용 붓싱을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o 주 덕트와 flexible 덕트의 연결개소에는 반드시 flexible 덕트 이음용 부속을 

설치하고, flexible 덕트의 삽입길이는 5 cm 이상 되도록 하며, flexible 덕트의 고정은 

stainless bend로 하고 기 을 유지한다.

        o 덕트 chamber 내의 흡음 장치는 구조가 간단하며, 또한 지정된 흡음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고, 흡음재료가 비산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마찰저항이 적고 흡음성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재료를 부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o 점검구 및 청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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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폐가 용이하고 개폐 시 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개폐 두껑은 덕트와 같

은 재질을 사용하고, 그 틀은 강재로 형성된 것을 사용한다. 특히 공급 air가 지나는 곳에 

설치할 때는 단열재를 충전한다.

        o 소음기

          - 덕트 소음기 결합체는 자체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케이스와 스플리트

가 단일 결합체이어야 하며, 덕트 소음기 자체에서 공기가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봉재로 폐시킨다.

        o 취불구는 기  유지를 위한 패킹과 외관이 미려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o 댐퍼 위치 감지 스위치는 댐퍼의 개․폐 위치에서 작동하여야 하며, 개․폐 정

격은 최소 120V AC 15A와 125V DC 0.5A 유동성 부하로 하여야 한다.

    (9) 검사 및 시험

      (가) 기 시험

      계약자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덕트 설비에 대한 기 시험을 수행하고 인정되는 시험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o 덕트의 제작 및 시공은 세심한 주의를 요함으로서 덕트 설비 내의 기 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험은 ERDA 76-21에 따라 개방구를 봉한 후 시험토록 한다. 특히 

오염지역에서의 기 시험은 Nuclear Air Cleaning Hand book Table 5.6에 따른다.

        o 시험이 요구되는 덕트의 시험은 덕트의 보온 전, 접근이 용이치 않은 곳에 덕

트가 설치되기 전 및 천장 마감 전에 행해져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

다. 시험 중 덕트의 어느 부분에서 공기의 누설이 발견되면 적절히 보강되어야 하며 해당

부에는 기  유지가 될 때까지 재시험하여야 한다.  

      (나) 조정 및 시험

        o 공기의 균형 및 시험은 HVAC 공사가 완전히 끝난 후에 시작되어야 한다. 계

약자는 HVAC system 및 장비를 전체적으로 작동하며 균형 및 시험기간 동안에 HVAC 

system 및 장비의 운전이 계속되도록 한다.

        o 계약자는 TAB 작업준공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TAB 공정표를 제출한다. 계약

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HVAC 모든 계통을 위한 시험절차서 및 장비를 포함하여 계

약자가 사용할 test data form과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o 계약자는 시험을 위한 운전요원, 장비, 계기류를 준비, 유지시키고 모든 관련비

용을 지불해야 한다. 관련시험에 필요한 추가 chamber, 밸브, 압력 tap, 온도 웰, 적당한 

플리의 교체 및 잡 자재 등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설치 및 공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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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방호계통

   가. 공사방법

     (1) 일반사항

       (가) 공사적용 규격 및 표준은 1994년 4월 30일 이전의 최신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사 상세 사항은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나) 대 관청 인허가 등을 고려하여 국내소방법을 우선 적용하고 기타 관련 법령 및 규

격을 적용토록 한다.

     (다) 도면 또는 사양서와 법령, 표준 규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

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

       (가) 옥내소화전 설비 공사

         o 개 요

           - 옥내 소화전의 소화수는 핵연료기술개발설비 기계실내의 소화용 저수조에서 공

급되며, 방출압력은 소화펌프로부터 방출압력을 얻는다. 

         o 옥내 소화전은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결구까지 수평거리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나) 제작 및 설치

         o 옥내소화전함

           - 옥내소화전함은 두께 1.5 mm 이상의 방식 처리된 강판으로 한다.

           - 옥내소화전함은 전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된 것을 사용한다.

           - 옥내소화전함에는 격납함, 소화전 개폐용 공칭구경 40A 앵 밸브, 호스, 관창, 

호스 걸이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호스 걸이는 호스 전 길이를 걸 수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또한 호스 및 노

즐의 전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로서 간편하게 부착할 수 있는  지

지 철물을 구비한 것이어야 하며 방식처리 된 것이나 내식성의 재질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o 개폐 밸브

           - 개폐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 개폐 밸브는 내무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공칭 구경 40A인 청

동제 나사형의 앵 밸브를 사용한다.

         o 배관 공사

           - 관 재질은 KSD 3507 및 KS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내열

성을 갖는 것이어야 하며 아연 도금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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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관은 전용으로 해야 한다.

           - 배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 균일한 구배를 유지하

도록 한다.

           - 관의 중간이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도록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 중량으로 인한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

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부가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 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

대로 지지를  고정한다.

           -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또는 교차의 최소 간격, 필

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 사항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한다.

           -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잰 후 측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또 배수 및 통

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하여 절

단한다. 절단 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이 손상되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모든 관의 절단 부분은 핸드 그라인더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여야 한다.

           - 관 이음쇠류는 나사이음 또는 플랜지 접합을 사용한다.

           -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은 관통부에 형틀 또는 슬리이브를 매설한다.

           -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메워야 한다. 또한 관

의 신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주의하여 메워야 한다.

           -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기류의 손상을 줄만한 곳에는 적절한 신축이

음 장치를 설치한다.

           - 배관 중 동결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동파 방지를 위한 보온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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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측 및 제어계통

  가. 계측기기 및 제어반 배치설계   

    (1) 배치일반

        운전원의 유지보수 편리성과 발전소의 안전운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요건을 검토하여 배치해야 한다.

      (가) 접근성

        o 구조물, 기기, 배관, 케이블 트레이, 공조 duct 및 지지물 등에 의해 접근이 방

해되지 않도록 위치하여야 한다.

        o 계기가 불가피하게 바닥으로부터 높게 설치되어야 할 경우 필요에 따라 접근이 

용이하도록 ladder, stair, platform등을 설치한다.

      (나) 유지보수성 

        o 벽에 설치되는 계기는 유지보수 및 감시가 용이하도록 바닥 혹은 작업진입로  

로부터 4 feet 에서 5 feet 사이에 위치하도록 한다.  

        o 제어반의 경우는 제어반 문을 개방하는데 간섭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clearance를 둔다.

        o 유지보수 시 계기 및 기기를 제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removable 

clearance를 둔다.

     (다) 기능성

        o 기기 탭의 방향은 공정 유체로부터 생성되는 침전물에 의해 막히거나, 공기 혹

은 액체 pocket 이 계기배관에 축적되지 않도록 그 위치를 선정한다.

        o 계기 tap 은 multi flow path, 유체의 와류에 의한 향이 없는 지점에 위치하

도록 한다. 이러한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ASME PTC 19.5 에 따라 upstream과 

downstream에 충분한 straight run을 주어야 하는데, orifice의 경우 upstream은 최소 

10D, downstream은 최소 5D가 되도록 한다. 그러나 straight run에 대해서는 vendor에서 

권고하는 값과 오차의 허용범위, 설치조건을 감안하여 최적 점을 찾도록 배관분야에 요청 

처리한다.

      (라) 건전성

      진동에 의해 damage를 입지 않도록 wall, column 등 rigid structure 에 설치되도

록 설계한다. 

      (마) Clearances

        o Insertion type 계기 : 2D 혹은 2 Feet 

        o Sump, Vessel 설치계기 : Sump, Vessel의 길이 

        o 계기배관 연결점(Root Valve 등) : 1 F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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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nstrument Panel                                 

          - Door side : Door size + 2 Feet

          - Other side : 작업공간 

        o Instrument Rack 

          - Front : 3 Feet (MIN.)

          - Back & other side : 1 Foot 

        o Wall Mounting Instrument 

          - Front : 3 Feet (MIN.)

          - Other : 1 Feet 

    (2) 역무 한계

      (가) 기계 및 배관공사와의 한계

        o 배관에 설치되어지는 도압 배관의 첫 번째 root valve까지는 배관공사에 포함

되며 그 이후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

        o 도압 배관의 보온공사는 기계공사에 포함된다.

        o 계기용 공기배관의 경우 각종 panel의 instrument air header 및 air  chamber 

까지는 배관공사에 포함되며 그 이후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

        o 배관 중에 직접 취부 되는 계측기기 등은 배관공사에 포함되며 그 이후는 본 

공사에 포함된다.

        o 주 배관에 용접으로 접속되는 계장관련 작업은 배관공사에 포함되며 본 공사에

서는 제외된다.

      (나) 전기공사와의 한계

        o 계장설비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설비는 전기공사에 포함 된다

        o 캐비넷, 박스 및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초가 필요한 경우 기초 및 앵커볼

트 작업은 건축공사에 속한다.

        o 현장 및 방에 설치되는 패널 패드 및 찬넬 베이스는 건축공사에 속하며 기타의 

관련 부속공사도 여기에 속한다.

        o 공급공기 배관 및 도압 배관 등이 벽, 바닥과 같은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 요

구되는 관통 작업은 건축공사에 포함된다.

        o 판넬 설치에 필요한 바닥 관통 작업은 건축공사에 포함된다.

    (3) 제어반 및 제어 캐비넷

      (가) 제어반 설치 전 앵커볼트, 너트 및 로크와셔 등 제어반 설치에 필요한 자재 및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나) 제어반을 보관 장소에서 설치장소로 이동시 제어반 외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다) 제어반을 설치할 때에는 큰 레벨계로써 높낮이를 맞추어 평형을 유지한다.



- 130 -

      (라) 제어반 하부의 오프닝과 케이블 인입 오프닝 배열이 정연하게 한다.

      (마) 제어반의 내부는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한다.

      (바) 제어반의 설치 후 여타 다른 관련공사가 끝날 때까지 비닐 카바를 씌워 먼지

가 들어가지 않도록 봉을 유지한다.

      (사) 제어반 내부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냉방기를 설치

한다.

      (아) 제어반 전면에 설치되는 계기 및 충격에 약한 계기는 제어반의 설치 완료 후  

별도록 설치한다.

      (자) 제어반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제어반 내의 각종 기기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

의한다.

      (차) 제어반은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접지 망과 압축형 러그 및 접지도선으로 외함

을 연결한다.

    (4) 현장계측 제어설비

      (가) 현장 계기류 설치

        o 설치장소는 고온(350℉ 이상), 고습도, 부식 가스 및 먼지 등이 없고, 진동과 충

격을 받지 않는 곳으로 하며, 만일 설치장소가 진동의 향을 받는다면 적절한 방법을 강

구한다.

        o 설치되는 기기는 통로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며, 점검, 보수가 용이한 곳으로 한

다.

        o 현장계기를 취부 할 때 수직,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o 계기설치 시에는 다른 기기와의 관계를 고려하며 다른 기기와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o 계기의 유리 정면은 적당한 보호재를 사용하여 기계류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막는다.

        o 도장 작업 시, 현장설치 계기, 압력 게이지, 컨트롤 밸브, 명판 등은 덮개를 씌

워 페인트로부터 보호하며 설치가 끝난 현장 계기류 역시 시운전에 들어가기 전까지 비닐

커버 등으로 씌워서 먼지 등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한다.

        o 압력계통 등 기 이 요하는 계기는 seal tape를 사용하여 누설을 방지한다.

        o 작업에 이용되는 모든 재료는 조립되기 이전에 깨끗하게 청소한다.

        o 계기류 조정에 필요한 기기를 작업대에 준비하며 연구소로부터 오차 승인을 서

면으로 통지 받는다.

        o 모든 현장계기는 플라스틱(SUS 볼트 포함) 명판을 설치한다.

      (나) 현장계기설치 (압력, 유량, 수위계기)

        o 검출단이 높은 장소에 있는 경우일지라도 검출단에서 계기까지의 거리는 될 수 

있는 한 짧게 한다.

        o 도압배관이 고온상태에서 직선으로 길게 뻗어갈 때는 열팽창에 의한 응력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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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전달되어 계기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열팽창 대책을 강구한다.

        o 도압 배관 공사에 사용되는 이음쇠류는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따라 재질, 등

급이 적합하게 한다. 또한 이음쇠류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등급에 따라 항목별로 구분 

저장하 다가 설치한다.

        o 계기 도압 배관 공사 시 현장제어반 내의 계기설치 및 이음쇠류의 조립이 우선 

선행하여 작업이 이루지게 한다.

        o 도압 배관 내의 기포 및 수포에 의한 계기의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평에서  

경사를 1/12 정도로 경사 각도을 주고 높, 낮이를 만들어 vent 나 drain을 설치하여야 하

며 보수에 용이하도록 유니온 조인트를 사용한다.

        o 도압 배관 중의 분기개소에는 도면에 의거 조작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밸브를 

설치하며 보수, 관리, 유지가 용이한 장소에 유니온을 설치한다.

        o 도압 배관 지지물은 관로 중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되 분기 입상관에는 자중으

로 인한 배관 처짐이나 이완이 생기지 않도록 받침대 또는 행가를 설치한다.

        o 도압 배관 공사를 하기 전에 튜브 및 배관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여 오물을 완

전히 제거한다.

        o 모든 도압 배관은 비틀림, 처짐 및 휨이 없도록 한다.

        o 튜브 절단 시 절단면에 침날이 생겼을 경우 줄 등으로 마감처리를 하여야 하고 

튜브 내경이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o 튜브 절단은 tube cutter를 사용하여 정확히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내외의 

침날 부위를 제거한다.

        o 튜브 선단부가 타원형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에 주의한다.

        o 온도계기

          - 온도측정 소자설치 시는 보수 시 및 교정 작업시를 고려하여 충분한 공간을 

주며 test well의 경우에는 시험하기 용이한 지점을 선택한다.

          - Capillary type 온도계기를 설치할 경우 중간에서 잘리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강관앵  등으로 보호하며 남는 capillary는 정연하게 감아둔다.

          - Capillary type 온도계기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지점 및 과도한 온도변화, 부

식성 개스, 습기, 진동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소 및 제작자의 제한조건에 따라 설치한다.

          - Thermo couple의 취부시 보상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 취

급한다.

          - Thermo couple의 보상도선은 전선관 또는 cable tray를 이용하도록 하고 고

압케이블과 섞이지 않도록 포설한다.

          - Thermowell을 연결하기 위한 이음쇠류의 재질은 설계도면에 맞게 설치한다.

          - Thermowell 및 이음쇠류가 모두 stainless steel의 screw type인 경우에 적

절한 패킹을 설치한다.

    (5) 계측제어 기기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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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장 준비사항

        o 계측제어 기기를 인도 할 때 모든 계측제어 기기에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는지

의 여부를 확인하고 꼬리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필요한 꼬리표를 부착한다.

        o 설비들을 인도하고 저장지역으로 옮긴 후 각 배전반 캐비넷은 개별로 포장을 

해체하며 육안으로 검사한 후 모든 부품, 설비 및 관련 기기들이 제작자의 도면에 준하여 

바르고 안전하게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나) 보 관

        o 시공자는 현장 인도 할 때부터 최종설치 인수 할 때까지 모든 계기 및 자재들

을 저장 및 보호한다.

        o 저장 및 보호방식은 제작자의 지침에 준하며 단, 특수지침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저장방식을 적용한다.

          - 난방설비가 필요 없는 실내저장의 경우

            .실내저장 장소는 철구조 건물 또는 동등한 구조물로 한다.

            .4계절 사용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또한, 조명설비를 하고 도

난 및 파괴행위로 부터 보호한다.

            .이 장소는 물에 잠기거나 바닥이 물로 덮이지 않도록 잘 배수되는 지역에 

   위치하도록 한다.

            .건물바닥은 방수콘크리트로 하며, 배수설비가 구비되도록 한다.

             이 경우 저정 가능품목은 다음과 같다.

              계장배관 및 튜브

              튜브 접속기구

              계장밸브

              밸브 매니폴드

          - 공기조화 설비가 필요한 실내저장의 경우

            .적절한 온도 (15∼25℃)

            .적절한 습도(25∼75%)

            .실내 저장장소는 15∼25℃ 범위로 온도가 제어되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  응

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습도조절 (25∼75%)이 되도록 한다.

            .저장 장소의 환경상태가 감시되고 이상이 발생되면 즉시 조치 될 수 있도록 

한다.

            .저장 장소와 저장설비에 적합한 화재경보 설비가 설치되도록 한다.

            .저장 지역에서 자재를 적절히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처와 등급에 따라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큰통 또는 가대들을 설치한다. 

            .설비들은 설비조사가 용이하도록 바닥에 정해진 형식으로 배열하며 저장기

록표에 기록한다.

          - 기자재 보관 중에 필요로 하는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시공자는 사전에 숙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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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점검 후에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 기기내부에 물이나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기기에 손

상이 가게 되므로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되면 즉시 공기 건조기, Oil-free type 

compressor, 압축가스 등을 사용하여 건조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철재류를 제외한 모든 기자재는 1단 적재만을 하며 겹쳐 쌓아두는 일이 없

도록 한다.

  나. 검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가) 공사에 사용될 모든 기자재는 검사 및 시험을 한다.

      (나)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는 신품으로 하며, 품질, 규격 등은 기술규격서 및 설

계서 등과 일치하거나 그 이상으로 한다.

      (다) 모든 자재 중 조립을 요하는 부분 및 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되는 공작용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는 현장감독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라) 검사 및 시험 중 또는 완료 후 반드시 검사 및 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감독

자에게 제출한다.

    (2) 특수계기 검사

      (가) 모든 제어기들에 대해 계단 입력응답이 바른가 또는 제어(비례, 미분, 적분) 가

능이 바르게 수행되는지 검사하여 확인한다.

      (나) 액위 스위치들의 불감대와 복귀 범위에 대해 검사한다.

      (다) 열전대형 및 측온 저항체형 계기에 대해서는 회로 연결성을 검사한다.

    (3) 제어반 및 현장제어반의 검사 및 시험

      (가) 모든 시험은 기술 규격서에 명기된 규격 및 표준에 따라 실시하여 시험 성적

서를 제출한다.

      (나) 설치 후 다음의 사항을 검사한다.

        o Channel base의 고정지점이 관련 규격서 및 도면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검사

한다.

        o Channel base의 수평검사

        o 구조 및 외관검사

        o 배선의 도통 및 절연시험

        o 제어반내의 배선검사

        o 접지시험

    (4) 현장검사

        설치된 모든 계기들이 최종 도면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며, 최소한 다음 

사항들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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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계기설치도면, 자재 및 경사 요건에 일치하는지 확인

      o 계기 연결위치가 P&ID 상의 표시와 일치하는지 확인

      o 계기 설치도면에 준하여 계기들이 설치 구조물이나 벽에 견고히 결합되었는지 확

인

      o 계기에 도압 배관이 적절히 연결되었는지 확인

      o 계기 도압 배관 및 공기배관의 연결성 확인 압력 및 압력시험

      o 보수를 위한 접근성 및 가시성이 적절한지 확인

      o 액위 전송기, 제어기 또는 스위치는 액위 계기 설치도면에 준하여 설치되었는지 

확인

      o 튜브 연결기구가 바르고, 기 성 있게 또한 새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공기관은 bubble test 실시)

      o 지지물 설치간격이 허용 최대거리를 넘지 않았는지 확인

      o 전자식 계기들의 단자들의 연결이 적절한지 확인

      o 옥외설비에 대한 동결방지설비의 적정 시공여부 확인

      o 옥외설비의 방수 및 방진설비 적정 시공여부 확인

      o 접지망의 구성 및 접지상태 시험

      o 설치검사 성과표를 작성 승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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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기 및 계장

1. 전력계통

  가. 공사방법

    (1) 공사 일반사항

      (가) 적용 법령 및 표준규격은 시방서와 도면에 지정한다.

      (나) 본 사양서에 기재된 사항은 전기공사 설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특기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에 관계되는 법규 및 규격의 최신판을 적용한다.

      (다) 도면 또는 시방서와 법령, 표준규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전기사업법, 소방법 및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다.

    (2) 적용 표준 및 코드

      (가) Korean Industrial Standard(K.S)

      (나) 전기 및 통신설비 기술기준령

      (다) 내선규정

      (라) 건축법 

      (마) 소방법

      (바) 산업안전보건법

      (사) 기타 국내법 중 전기와 관련이 있는 법규

      (아) 상기 항에서 제시한 기준과 본 시방서 사이에 상이점이 있을 시는 더 안전하

고 더욱 엄격히 요구하는 측을 우선 적용한다.

    (3) 기자재

      (가) 도급자 공급 기자재

        o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 신품을 사용하되 자재가 없을 시는 

별도 지정하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자재반입 시 자재 검수 대장과 함께 감독원의 검수

를 받아야한다.

        o 모든 도급자재 중 사업주가 지정한 vendor 및 모든 중요 자재에 대한 기술사

양, 품질 보증서(필요시), catalogue 및 설명서 3부를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구입

하여야 한다.

    (4)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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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기기설치공사

        o 일반

          - 기기를 운반하거나 설치할 때 취급설명서를 숙지하여, 상이함이 없도록 하고 

도난, 전도, 낙하, 접촉 등에 의한 사고, 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한  

다.

          - 기기 설치전의 보존은 통로의 장해가 없도록 하고, 낙하물 등에 의한 손상, 

빗물, 습기 등으로 인한 절연저하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o 기기의 설치 및 부착

          - 기기의 부착은 취급설명서 또는 설치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 기준면의 

수평 및 수직과 기준 측선으로부터의 위치를 정확히 잡고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치전의 센터링은 감독원 입회 하에 하여야한다.

          - 기기의 설치 완료 후는 외상, 기능불량, 파손 등의 유무를 점검함과 동시에 

체결부를 완전하게 체결하여야 한다. 모든 기기는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향으로 

모양이 좋고 견고하게 고착시켜야 한다.

          - 기기, 분전반 등의 설치높이는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아래와 같이한다.

            . 옥내 분전반 : F.L.에서 상부점까지 1.8 m

            . 스위치류 : F.L.에서 하부면까지 1.2 m

            . 전열, 전화용 매입 콘센트류 : F.L.에서 중심점까지 0.3 m

            . 전화단자함 : F.L.에서 하부면까지 0.3 m

      (나) 전선포설 및 배선공사

        o 전선의 선택

          전선은 도면 및 cable schedule에 명시된 대로 따라야하며 용도별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 600V 이상의 고압회로 : 고압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비닐 쉬이즈 케이블(CV)

          - 600V 미만의 저압회로 : 저압 가교 폴리에틸렌절연 비닐 쉬이즈 케이블(CV)

          - 제어전선 : 제어용 비닐절연전선(CVV) 및 제어용 비닐절연 copper 

shield(CVVS)

          - 조명용 전선 : 비닐절연전선(IV)

          - 접지용 전선 : 접지용전선(GV)

          - 신호용 전선 : 제어용 비닐절연 copper shield전선(CVVS)

          - 소방용 전선 : 내열비닐전선(HIV)

        o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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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선은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시행하며, 타 공사와 관련되

어 감독원이 별도로 지시하는 것은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전선 취급 시는 사전에 전선의 제작자나 구매자가 제공하는 전선 취급법에 

관한 설명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전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 모든 배선은 전선관 또는 cable tray 위에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야 하고 쳐

지거나 늘어나지 않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clamp 또는 tie wrap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

켜야 한다.

          - 전선이 단심일 경우에는 clamp나 전선관 등 기타 전선 지지물로서 금속제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3상의 3선을 일괄 삽입할 경우만 금속제를 사용할 수 있다.

          - 전선이 금속부분을 통과할 때는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

호설비를 하여야한다.

          - 신설 중 손상을 받은 전선은 공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외부피복이 찢어진 전선은 여하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 전선은 습기가 없는 옥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전선 신설 후 실외나 습기가 

있는 지역에 놓여지는 전선의 말단은 습기가 침입하지 않도록 처리되어야 한다.

          - 전선 설치를 위한 윤활제는 케이블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을 사용해야 하며, 

윤활제는 전선 절연피복에 화학적으로 손상을 입히지 않아야 한다.

          - 케이블 포설시 최대장력 및 속도는 전선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전선을 포설하기 전에 모든 전선, 트레이 등은 깨끗이 청소되어야 하며, 포

설 중 케이블 절연 피복에 손상을 입힐 염려가 있는 날카로운 부분은 제거되어야한다.

          - 현장 용접은 설치된 케이블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 케이블을 구부릴 경우 그 곡률 반경은 케이블 제작자가 추천하는 수치보다 

커야한다.

          - 트레이에 설치되는 전선은 케이블 트레이에서 나가거나 들어오는 부분을 제

외하고는 다른 케이블과의 직접적인 교차설치는 허락되지 않는다.

          - 제어전선 포설은 고압전력 케이블 트레이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저압전력 케이블 트레이와 별도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는 상호 이격시켜야 한다.

          - 케이블 포설 시에는 sequence check를 시행하여 오결선이 없음을 확인하여

야하며, 신설완료 후 절연저항을 3회 이상 측정하여 그 값을 양식에 의해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전선의 직렬접속

          - 전선의 직렬접속은 압착접속단자 또는 sleeve 접속 방법으로 해야하며,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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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의 전등회로에서는 절연 wire connector를 사용한다.

          - 전선의 절연재료와 그 시공법은 케이블제작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되 사전

에 관계되는 catalogue 및 공사설명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선관 내부에서의 전선접속은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트레이 내부에서도  

전선을 접속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고, outlet box, pull box, 분전함 내에서만 접속할 

수 있다.

          - 전선의 접속부분은 전선의 접속부분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tape로 

절연 한다.

          - Wire와 cable의 접속은 전기저항을 증대시키지 않도록 한다.

          - 저압 전선은 압착단자로 처리한 후 각 상에 맞는 비닐 color 보호 cap을   

씌워야 한다.

        o 단말처리

          - 모든 wire와 cable의 단말에는 환형 압착단자를 취부 하되 노 퓨즈 브레이카 

등의 기기에 이미 러그나 클램프가 설치되어 있으면 압착단자 취부를 생략할 수 있다.

          - 고압케이블의 단말처리에는 케이블제작자의 추천품이나 열수축 단말 처리기

구 (Raychem 또는 이와 동등한 것)를 사용해야 하며, 시공 시에는 제작자가 제시하는 시

공법을 따라야 한다.

        o 단자압착 및 조임

          - 단자 압착에는 압착용 기구를 사용하여 압착하여야 하며, 망치로 두드리는 

임시방편의 시공 등은 할 수 없다. 그리고 14 ㎟ 이상의 압착에는 필히 유압식 압착공구

를 사용한다.

          - 소켓이나 콘센트 등의 모든 기구류는 단자와 나사가 충분히 조이도록 하고 

통전부분의 나사 및 단자류는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비철 금속제를 사용한다.

          - 나사를 조일 때는 나사와 같은 재질의 스프링 와샤를 최소한 1개 이상 끼운

다.

        o 전선의 분기

          - 전선의 분기는 박스 내의 단자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 1개소 당 과도하

게 분기할 수 없다.

          - 전선관 내부에서는 분기할 수 없으며, 트레이 내부에서의 분기도 허용되지 

않는다.

        o 전선의 상 표시

          본 공사에 사용되는 전선은 다음과 같은 색상으로 피복된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상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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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v 이상             600v 이하

                 R 상   -    흑색                  흑색

                 S 상   -    적색                  적색

                 T 상   -    청색                  청색

                 중성선 -    백색                  접지선 - 녹색

                 직류                              (+) 정극성 - 적색

                                                   (-) 부극성 - 흑색

      (다) 배관 공사

        o 금속관

          -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

            . 금속관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아연도금 후강 전선관  (KSC 8401)을 사

용하여야 한다.

            . 금속관의 부속품은 아연도금 처리된 연철 혹은 강철재를 사용한다.

            . 금속관의 선정은 도면상 표시가 없을 경우 전선의 피복 등을 포함한 총 단

면적이 금속관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 Joint box 또는 분기용 Box를 노출로 설치할 때는 방진 방수형으로 사용한

다. 

          - 금속관 부속품의 설치

            . 전선관을 구부릴 경우 전선관 내부 직경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파

이프 티 또는 바이스는 사용할 수 없다. 전선관 굴곡 반경은 관 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

여야 하며, 또한 전선관에 수용하는 케이블 굴곡 반경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경되거나 찌그러진 전선관은 사용할 수 없다.

            . 금속관의 굴곡각도(외각)는 90
0
 이하로 한다. 한 구간(박스와 박스사이)의 

굴곡 개소는 3개 이하로 하고 굴곡 외각의 총합이 270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직선 구간이 60 m를 넘을 경우는 매 60 m 마다 신축 접속 또는 박스를 설

치한다. 한 구간의 굴곡 외각의 합이 270
0
를 넘어야 할 경우에는 적당한 박스나 유니버샬

을 설치한다.

            . 가공 시 열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기계적 가공을 해야 하며, 내경 28 

mm 이상 금속관의 굴곡개소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한 노말 밴드를 사용해야한다. 

            . 불필요한 구멍은 cap plug등으로 막아둔다.

            . 수분이 고일 우려가 있는 곳에는 drain seal fitting을 설치해야 한다.

            . 전선관이 기초를 관통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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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 상호간의 접속은 나사식 커플링으로 결합시킨다. 

            . 관의 절단은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끝까지 절단하고 절단부 안쪽부분은 

리마, 줄 등으로 갈아서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 전선관에 나삿니를 낼 때는 오일을 사용해야 하며, 나삿니에 파이프 연결용 

콤파운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전선관은 모든 박스 및 캐비넷에 견고히 연결되어야 하며, 전선관의 나삿니

는 약간 여유가 있어야 한다. 전선관 말단에는 붓싱을 설치하고 관을 박스에 연결 할   

경우 로크넛트로 견고히 조여야 한다.

            .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 박스 및 부속품 등과 관의 결합은 나사를 이용한다.

            . 옥외에서의 관 접속은 나사식 HUB를 사용하여 방수 방진구조에 결합이 없

도록 한다.

          - 전선관 지지

            . 전선관의 지지는 도면이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되 설명이 없는 경우나 불

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적당한 방법으로 지지한다.

            . 노출된 풀박스 및 조인트 박스는 스라브나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지지되도

록 설치 한다.

            . 전선관 지지물 사이의 간격은 통산 2 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관로의 칠, 양생 및 소재

            . 관이나 박스 등 기타 지지물의 도금 또는 칠이 벗겨진 개소에는 녹방지를 

위한 칠을 한다.

            . 관로는 수분,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매입일 경우는 관 

끝에 붓싱 캡으로 막아둔다.

            . 관로 및 박스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한다. 콘크리트 매입일 경우는 

형틀을 제거한 후 가능한 한 신속히 관로의 청소 도통 검사를 한다.

      (라) 가요 전선관 공사(Flexible Tube)

        o 진동 또는 팽창이 발생되는 기기에 전선관을 설치할 때는 가요 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o 가요 전선관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플라스틱으로 피복된 플리카튜브로 한

다.  

        o 가요 전선관과 다른 금속관 및 부속품을 결합할 때는 전용 콘넥터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방수 방진형이어야 한다.

        o 가요 전선관은 다른 전선관과 마찬가지로 지지되어야 한다.

        o 평상 운전 중 전동기와 같이 진동을 발생하는 기기의 전선 인입 부분은  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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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o 기타 전선의 보호나 전자적 평형 등은 금속관에 준한다.

      (마) 케이블 트레이 제작 및 설치공사

        o 재질 및 선정

          - 재질은 KSD-3503에서 규정한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철재는 기기절삭하고 미려하게 끝마감을 하여야 한다. 

          - 모든 재료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여야 하며, 용접부위는 견고하게 하고 

거친 부위는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 볼트구멍 주위의 거친 부위는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 Rod, bolt & Nut, clip류 및 tray cover는 전기 아연도금을 하고, 기타는 아

연용융도금처리를 하여야 한다.

          - Side rail 철판 두께는 2.0 mm, 높이는 100 mm로 한다.

          - Rung space는 200 mm로 하며, rung 철판 두께는 2.0 mm, width 28 mm, 

depth 16 mm로 한다.

          - Cable tray 본체 및 주요 부속품은 용융아연도금을 해야 하며, 아연 부착량

은 KS 규정에 따른다. 

        o 설치 및 결합

          - 트레이나 전선관의 현장 가공 시 용접 및 열 가공은 안 되며 콘넥터, 볼트넛

트, 클램프 등을 사용 기계적, 전기적으로 안전하게 결합한다.

          -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콘넥터 등을 사용하며, 벽 및 바닥을 관통하

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 트레이가 박스 및 분전반과 접속할 경우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는 

박스 콘넥터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 시킨다. 

          -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분기할 때는 tee나 cross를, 폭

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reducer를 사용한다.

          - Cable tray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2.4m 이하로 하며, 벽 또는 천정면에 취부

시 에 channel & angle을 anchor bolt, thread rod로 견고히 취부 한다.

          - Cable tray 상호 및 fitting류와의 접속은 joint connector를 사용하여 shank 

bolt/nut로 견고히 접속하며, ground bonding jumper로 연결한다. 

        o 배선 및 마무리

          - 케이블 트레이에 넣을 전선의 총 단면적은 트레이 내부 단면적의 40% 이하

이어야 한다. 

          - 고압 및 저압선이 함께 트레이를 이용할 때는 격리판으로 상호 격리        



- 142 -

 시켜야 한다.

      (바) 접지 공사

        o 접지 공사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르되, 여기서 설명되지 않는 접지 공사의 종

류, 대상물 등에 관한 사항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

아야 한다.

        o 매설용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하여 지중 75cm 이하의 깊이에 매설하고, 지표

상 test box 까지는 PVC 전선관으로 보호해야 한다.

        o 접지선의 연결은 compression connector type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접지선을 수도관이나 가스관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

        o 접지선 및 접지봉의 매설은 원칙적으로 감독원의 입회를 받는다.

        o 접지봉으로는 동 강봉이나 스테인레스 강봉으로 하고 직경은 16 mm 이상이고, 

길이는 1.8m 이상 3m 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o 접지 저항은 10옴 이하가 되도록 한다. 

        o 공사 완료 후에는 접지 저항을 감독원 입회 하에 측정하고 그 결과를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사) 피뢰설비공사

        o 피뢰침의 보호각은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60
0
, 위험물 관계의 건축물의 경우는 

450로 규정한다.

        o 피뢰 설비의 재질은 다음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양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돌침의 재질은 순동으로 하되, 그 직경이 12 mm 이상이고 주요 부분은 백

금을 도금 한 것으로 한다. 

          - 돌침 지지금물로는 두께 3 mm, 외경 35 mm 이상의 황동관의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황동관의 속으로는 피뢰도선을 통하여도 무방하다. 

          - 인하 도선은 100 mm2 이상의 나동선으로 한다.

          - 도선의 지지물은 재질이 황동인 것으로 한다. 단, 다른 철구조물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충분히 녹 방지 처리를 한 스테인레스(SUS304)재질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o 피뢰 설비 시공 시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 피뢰 설비는 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되 전기 설비 기준령의 전항에 

걸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 돌침을 금구에 설치할 때는 상호간에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시켜

야 하며, 풍압에 의한 나사 등의 풀림이 없고, 그 사이로 비가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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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선의 지지는 수평 지지일 때는 0.6 m 마다, 수직 인하일 때는 1.2 m마다 

지지를 해 준다.

          - 도선이 지상에서 지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지상 2.0 m, 지하 0.75 m 까지는 

경질 비닐관으로 보호를 해준다.

          - 피뢰 도선은 전력선, 통신선 또는 가스관 등으로부터 1.5 m 이상 이격시키

고, 도선으로부터 1.5 m 이내로 접근하는 금속제의 빗물받이, 금속관, 철사다리 등은 14 

mm
2
 이상의 동선으로 피뢰도선에 접속하거나 단독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단, 도선과     

 철구조물 사이에 전기적으로 차폐 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도선은 도중 접속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전등 및 전열공사

        o 기구 및 자재

          - 조명 기구 및 부속 자재는 도면 및 시방서에 표시된 것으로 하되 KS가 표시

된 양질의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 조명 기구의 구조는 내부의 점검이나 램프의 교환이 용이하되, 먼지나 벌레

등이 침입할 염려가 없어야 하며, 온도 상승으로 인한 변질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없는    

방열 및 방재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o 기구의 설치

          - 조명 기구를 설치할 때는 미리 천장 및 벽면을 충분히 조사하여 시공 상의 

문제점 유무를 검토하고, 조명기구 부착시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보강시공하고,    

 수직, 수평을 정확히 맞춰 미려하게 시공해야 한다. 

          - 도면상에 다른 명기가 없으면, 기구의 설치 높이는 바닥 면으로 부터 전등 

스위치는 1.2 m, 콘센트는 노출형인 경우 바닥 면에서 0.75 m 상부에, 매입 취부 되는 리

셉터클은 바닥 면에서 0.3 m 상부에 설치한다.

          - 벽부형 조명용 분전반은 반의 상부점이 바닥 면에서 1.8 m의 높이가 되도록 

설치하고 스위치 역할도 겸할 수 있어 담당자이외의 사람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안전

하게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 텀블러 스위치 등의 점멸기는 우측으로 조작할 때 점등이 되도록 한다, 

            단, 3로 및 4로 점멸기는 옆으로 조작할 수 있게끔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

며, 다른 스위치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 매입형 등기구의 전선 인하 부분에는 가요전선관으로 배관하고 양단은  

flexible connector를 접속한다.

          - 기구 내부의 배선 및 리드선은 2.0 mm
2
이상의 내열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 스위치는 항상 전압선측에 연결되어 점멸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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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등기구는 상세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설치해야 하고, 또한 명기된 조명 

분전반에 연결되어야 한다. 

          - 등기구 및 전선관은 배열을 잘 맞추어 설치한다.

          - 등기구는 파이프, 덕트 혹은 기계설비 바로 위에 설치되어서는 안 되며, 피

할 수 없는 협소한 장소에서는 장애물을 피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 등기구와 콘센트를 설치할 때는 건축, 기계 및 구조물 도면을 참고하여 다른 

설치물과 중첩이 생기지 않는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 습기가 많은 장소는 방습 방수형을 사용해야 하고, 폭발성 가스가 발생 할 

수 있는 장소는 방폭형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o 옥외 조명

          - 옥외 조명 기구의 설치 시에는 도면과 현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후에 보행

이나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정 및 조명 방향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외등주는 조명 전용으로서 안정기 등을 등주 속에 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콘크리트 기초위에 앙카 볼트로서 견고히 지지한다. 

           단, 도면상에 벽이나 타 구조물에 조명 기구를 부착하게 된 경우는 도면에 따

라 안전하게 설치한다.

        o 조도 측정

          공사 완료 후에는 감독원 입회 하에 필요한 장소마다 조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

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화재방지 설비공사

        o 화재 방지 설비의 시공은 관련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되 관련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o 기구 및 자재

          방재 설비에 사용되는 기계 및 기구는 소방법에 따른 제조허가 및 검정을  마

친 것이어야 하며, 기타 자재는 K.S의 규격품이어야 한다.

        o 배선 및 배관

          소방용 전선은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600V 내열 비닐 절연 전선 (HIV) 1.6 

mm
2
 이상으로 하고, 소방용 펌프 등에 비상 전원을 공급하는 전력선은 2.0 mm

2
 이상의 

내화용 전선 혹은 그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전선으로 한다.

        o 자동화재 탐지설비

          -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차동식 분포형 이외의 감지기는 환기구 등으로부터 1.5m 이상 떨어지도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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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야 한다. 자동화재 경보상의 단말기기의 배선은 꼭 수신반으로 되돌아오도록 배선

하며, 기기의 배선은 간선에서 분기 배선되지 않도록 하며, 자동화재탐지 설비용 전선은 

다른 설비용 전선과 분리하여 전용 전선관에 배선한다. 

          - 화재감지기는 취급에 주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먼지나 습기가 없는 

장소에서 보관한다.

          - 수신반으로부터 말단의 감지기 사이의 배선 저항은 50옴 이하이어야 한다.

          - 수신반 전원은 저압배전반의 저압차단기(MCCB)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며, 저

압 차단기는 적색으로 화재경보 설비용이라고 명기하여야 한다 .

        o 기타 사항

          - 전기 화재경보기는 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8조, 제 89조에 의한다.

        - 비상경보 설비(비상벨, 자동식 사이렌, 방송 설비 등)는 소방 기술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6조 ~ 제 99조의 2에 의한다. 

      (차) 전화 및 방송설비공사

        o 단자함은 한국 전기 통신 공사 규격품을 사용하고, 뚜껑 후면에는 선번호를 만

들어 취부한다.

        o Cone type speaker 출력은 3W, horn type speaker 출력은 10W로 하며, 

matching transformer를 내장시켜야 한다. 

        o 전화배선은 CPEV, speaker 배선은 HIV 내열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o 사내 전화설비용 케이블, 확성 장치용 케이블은 각각 별도의 전선관에 설치한

다.

        o 모든 벽부형 스피커의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스피커 중심까지 2 m∼3.7 m 높

이 범위에 설치해야 하며, 간섭이 있을 경우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결정한다.

        o 터미널 러그는 통신 설비와 터미널 박스의 터미널 블록에 사용해야 한다.

    (5) 인수, 취급 및 보관

      (가) 보관(저장)

        o 도급자는 현장 인수 시부터 최종 설치 시까지 모든 전기자재들을 실내에 저장 

및 보호하여야 한다.

        o 저장 지역에서 자재들을 적절히 분리시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처와 등

급에 따라 분리 보관할 수 있도록 큰 통 또는 가대들이 설치되어야 한다. 설비 취급 및 

자재관리를 위해 모든 설비에는 구매번호와 설비구분 tag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설비 조사가 용이하도록 바닥에 정해진 형식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하며, 보관 위치대로 

저장 기록표에 표시되어져야 한다.

        o 보관요건이 규정되지 않았을 때, 보관방법 및 보호장비의 종류는 기기제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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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또는 도면 및 감독원의 결정에 따른다.

    (6) 시험 및 검사

      (가) 수입 검사

       기기 및 자재를 현장에 운반 설치할 때는 사전에 감독자 입회하에 다음 사항에 걸

쳐 도면, 시방서, 기타 자료 등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다.

        o 수량 검사

          (부속품 및 예비품 포함)

          - 외관 검사

            (눈으로 식별하여, 손상이나 부식이 없을 것)

          - 형식 및 치수 검사

            (도면, 승인도 등과 실측을 비교하며 앙카볼트의 위치에 주의한다.)

          - 구조 및 내용 검사

            (각 기기의 내용물이 명판이나 메모 등에 표기된 사항과의 일치 여부)

        o 시공 중간 검사

          공사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한 다음 장소에서는 시공 전이나 시공 중간에 감독

자의사를 받아야 한다.

          - 지중에 매설되는 곳

          - 천장, 벽 또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곳

          - 구조물에 은폐되는 곳

          - 도장 후에는 식별이 곤란한 것

          - 기타 공사 완료 후에는 검사하기 어려운 곳

        o 공사 완료 후 검사

          공사 완료 후에는 감독자 입회 하에 전반에 걸쳐 다음 사항을 면 히 검사한

다. 

          - 본 시방서에서 제시하는 관련 법규 및 기준에 저촉되는 개소의 유무

          - 도면 및 시방서와의 상이 유무

          - 재료 및 기구의 양부

          - 재료 및 기구의 설치 수, 설치 위치 및 설치 방법의 적부

          - 전선의 양부 및 배선 방법과 극성의 적부

          - 전기 사용상 지장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소의 유무

        o 시험 및 측정

          각종 시험 및 측정은 감독원 및 각 분야의 담당자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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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절연시험

            . 저압 옥내 배선 및 옥외배선에 대한 절연 시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

지간의 저항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할 수 있는 전로 마다 측정한 다음 저항

치가 나와야 한다. 저항치는 최소한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제 15조에 규정된 기준치  이상

이어야 한다.

            . 고압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High Potential Test) 고압 전로는 절연 저항 

측정 후 이상이 없으면 전로와 대지간, 심선 상호간, 심선과 대지간에 KS규정에 의한 시

험 전압을 가하여 이에 견디어야 한다.(필요한 경우에 한함)

          - 접지 저항 시험

            . 접지 저항의 측정은 각 개소의 접지극을 타 접지극과 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 접지 저항의 측정 결과는 전기설비 기술 기준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접지의 종류에 따라 최소한 다음의 저항치 이하가 되어야 한다.

              제 1종 접지 - 10 ohm 이하

              제 2종 접지 - 150을 1선 지락 전류(A)로 나눈 값과 같은 ohm 수 이하

              제 3종 접지 - 100 ohm 이하

              특별 제 3종 접지 - 10 ohm 이하

          - 각종 점검 및 시험 후에는 담당자의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통전 시험을 

한다.

            . 전압의 적부

            . 배선 기구의 동작의 양부

            . 분전반, 전선, 기기 등의 과열 누전 유무

            . 전동기의 회전 방향, 시동장치의 양부, 그리고 필요한 부설 시험, 조작시험

            . 상회전 시험

            . 조명 기구의 점멸 및 시동의 여부

            . 기타 통전에 의해 이상이 발생할 우려 유무

          - 도통 시험

            기타 전선의 단선 및 오 접속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감독자 및 각 분야의 담당

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시험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적절한 시험기구나 특정 기구로서 시

험을 행한다.

        o 검사용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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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완료 후 각종 전기적 시험을 하기 위해 최소한 아래에 제시한 장비는 그 

제원, 성능, 제작자명, 제작자 일련 번호 등을 서면으로 제출, 사전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지 않은 기기를 사용한 시험은 무효로 한다. 

        사용 전 승인을 요하는 기기

          - High Potential Device

          - 1000V Megger

          - 500V Megger

          - 접지저항 측정기

        o 검수 및 보증

          - 검수

          공사완료 후에는 다음의 절차를 끝내야만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한다.

            . 감독원 및 관련 인.허가 기관의 입회 검사

            . 검사 중 지적된 하자의 보수 완료

            . 준공 인도 검사

            . 시방서에 제시된 제반 서류의 제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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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전원계통

  가. 공사방법

 

    (1) 공사 일반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 통신 설비기술 기준령, 내선규정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 성실

히 시공한다.

      (나) 계약자는 절연 및 접지 저항 측정과 제반 필요한 점검을 필한 후 점검 기록표

를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 작업 구역 내 지하 매설물, 기존 설비 및 관련 공사와

의 간섭사항을 반드시 공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다음 사항은 계약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o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법상 의당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부분.

        o 공사 시공 상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의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발생물의 운반 

처리.

        o 기타 경미한 사항

      (마) 본 공사 수행 상 타 설비를 이용하거나 타 설비에 변형 또는 지장을 주게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상황을 공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

공 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 현장 여건 및 작업 상황에 따라서 부분적인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상세한 사

항은 공사 감독원의 조정 및 지시에 따른다.

    (2) 공사 특기사항

      (가) 기기 설치공사

        o 본 공사는 지하 1층 전기실에 설치되는 무정전 공급장치, 축전지 및 DC panel 

등의 발주자가 공급하는 기기 설치 공사 및 시험을 포함한다.

        o 기기를 운반하거나 설치할 때 취급 설명서를 숙지하여 상이함이 없도록 하고, 

도난, 전도, 낙하, 접촉 등에 의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한다.

        o 기기를 설치하기 전의 보존은 통로의 장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낙하 등에 의

한 손상 및 우수, 침수 등에 의한 절연 저하 등의 위해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o 기기의 부착은 취급 설명서 또는 설치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기초, 기준면의 수

평 및 수직과 기준 측선으로부터의 위치를 정확히 잡고 기기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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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o 기타 기기 설치 공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XV장 부대시설 내 전기시설. D. 

공사 방법”에 기술되어 있음.

      (나) Cable 포설 및 배선공사

        o 본 공사는 연구동 지하 1층에 설치되는 각종 기기 및 설비의 전력 및 제어 케

이블의 포설과 접속, 단말 처리 및 회로 시험을 포함한다.

        o Cable은 전선관 또는 cable tray 위에 가지런히 보기 좋게 포설하고, 일정한 간

격을 cable tie로 묶어 견고히 지지한다.

        o 전선의 각 상별 색상은 다음에 의한다.

          A : 흑색, B: 적색, C : 청색, N: 백색, G : 녹색

        o 신설 중 손상을 받는 케이블은 공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

며, 외부 피복이 찢어진 케이블은 여하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

        o 기타 cable 포설 및 배선공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XV장 부대시설 내 전기

시설. D. 공사방법”에 기술되어 있음.

      (다) Cable tray 및 전선관 설치공사

        o 본 공사는 지하 1층에 설치되는 전력 및 제어 cable 등 각종 케이블 포설을 위

한 cable tray, 전선관 및 덕트 뱅크의 설치공사 및 시험을 포함한다.

        o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한 강제 전선관은 용융 아연 도금된 후강 전선관(KSC 

8401)을 사용해야 하며, 후강 전선관에 사용될 접속류들은 용융 아연 도금 처리된 연철 

혹은 강철재 이어야 한다.

        o 각 전선관의 굴곡 개소는 28 mm 이상에 대하여만 normal bend를 사용하고 28 

mm 미만의 경우는 곡률반경이 관 내경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하며, 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    형되지 않도록 구부려야 한다.

        o Cable tray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4m 이하로 하며, 벽 또는 천정면에 취부 

시에 channel & angle bolt, thread rod로 견고히 취부한다.

        o Cable tray 상호 및 fitting류와의 접속은 joint connector를 사용하여 shank  

bolt/nut로 견고히 접속하며, ground bounding jumper로 연결한다.

        o 기타 cable tray 및 전선관 설치공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XV장 부대시설 

내 전기시설. D. 공사방법”에 기술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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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급자재 목록

분야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기계

1) Overhead Crane 3Ton set 1

2Ton " 2

2) Monorail Hoist 2Ton " 2

3) Jib Crane 1Ton " 2

4) ACU
유량 : 31,500 CMH

정압 : 73 mmAq
" 1

유량 : 22,000 CMH

정압 : 81 mmAq
" 1

5) AHU
유량 : 12,500 CMH

정압 : 99 mmAq
" 1

유량 : 29,300 CMH

정압 : 94 CMH
" 1

유량 : 22,400 CMH

정압 : 99 CMH
" 1

6) 항온항습기 “ 5

7) 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
용량 : 3.35 ㎥ " 2

전기
1) 수배전반 식 1

2) 비상발전기 250 Kw se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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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도면 및 시방서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 개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DCN처

리하고, 현장에서 변경초치 가능한 것은 FCR로 처리하 다. 한편 도면 및 시방서와 상이

하게 시공되었을 경우에는 NCR를 발행하여 시공완료 하 다.

1. 건축 및 토목

  가. DCN(Design Change Notice) 목록

NO DCN NO
Rev. 

NO
Description DOC or DWG NO

1
DH-DCN-CF-0

01
0

굴착공사중 일부 굴착구간에서 불안정한 지반면이 

이를 추가굴착하고 구조용 Backfill재로 치환 

다짐코자함.

FRF-DE-DW-C-052

2
DH-DCN-CF-0

02
0 Wall Reinforcing Arrangement 변경 FRF-DE-DW-C-126

3
DH-DCN-CF-0

03
0 지하층 Equipment Pad 설치도면 추가 FRF-DE-DW-C-101

4
DH-DCN-CF-0

04
0 지하층 설비 Sleeve 추가 FRF-DE-DW-P-110

5
DH-DCN-GF-0

03
0 건축 RMS관련 설계 변경

6
DH-DCN-GF-0

04
0 핵물질 저장고 도어 규격 및 위치 변경

FRF-DE-DW-A-151

FRF-DE-DW-C-116

7
DH-DCN-CF-0

05
0
건물외부 쿨링타워 & CIRCULATION PUMP기초 

확정
FRF-DE-DW-C-050

8
DH-DCN-AF-0

02
0

METAL FUEL LAB.1 ROOL UP DOOR 상부 

캐노피와 개스스테이션 루버와의 간섭사항 해결
FRF-DE-DW-A-102

9
DH-DCN-AF-0

03
0

Pyroprocess Lab.과 Metal Fuel Lab.2의 실구획 

칸막이 자재 시스템 변경
FRF-DE-DW-A-173

10
DH-DCN-GF-0

05
0 2층 외부 도어 상부 캐노피 설치 FRF-DE-DW-C-104

11
DH-DCN-GF-0

06
0

공조실 장비패드 설치 및 장비 반입을 위한 

공조실 외부도어 규격변경

FRF-DE-DW-A-111

FRF-DE-DW-A-152

FRF-DE-DW-A-153

FRF-DE-DW-C-006

FRF-DE-DW-C-105

FRF-DE-DW-C-120

FRF-DE-DW-M-310

FRF-DE-DW-E-213

FRF-DE-DW-P-740

12
DH-DCN-AF-0

04
0 Door & Door Frame Schedule 일부변경

FRF-DE-DW-A-151

FRF-DE-DW-A-152

13
DH-DCN-GF-0

07
0

공조기 Stack 연결 덕트 위치 변경, Exhaust용 

루버 opening level 수정

FRF-DE-DW-C-115

FRF-DE-DW-C-137

FRF-DE-DW-M-410

14
DH-DCN-AF-0

05
0 Door hardware schedule 일부 변경

FRF-DE-DW-A-151

FRF-DE-DW-A-152

15
DH-DCN-AF-0

06
0

조적벽부위 Opening Penetration Seal 처리방법 

도면 발행
FRF-DE-DW-A-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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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DCN NO
Rev. 

NO
Description DOC or DWG NO

16
DH-DCN-CF-0

06
0 지하층 전기실 장비 기초 변경 FRF-DE-DW-C-141

17
DH-DCN-AF-0

07
0

기계실, 공기오염 측정실 및 공조실 벽체 및 천정 

흡음재 설치
FRF-DE-DW-A-002

18
DH-DCN-GF-0

08
0

Stack의 RMS 설치관련 측정공 설치 및 작업공간 

반

FRF-DE-DW-C-115

FRF-DE-DW-C-137

FRF-DE-DW-M-410

19
DH-DCN-GF-0

10
0 Access Area 바닥 level조정 과 마감변경

FRF-DE-DW-A-102

FRF-DE-DW-A-174

FRF-DE-DW-E-207

20
DH-DCN-MF-0

06
0 화장실 Exhaust fan 설치 위치 및 타입 변경 FRF-DE-DW-E-208

21
DH-DCN-AF-0

08
0 외벽 마감재를 드라이비트 외단열시스템으로 변경

FRF-DE-DW-A-112

FRF-DE-DW-A-12

FRF-DE-DW-A-124

FRF-DE-DW-A-125

FRF-DE-DW-A-126

FRF-DE-DW-A-172

22
DH-DCN-CF-0

07
0 지하층 전기실 장비 기초 변경 FRF-DE-DW-C-141

23
DH-DCN-AF-0

09
0 외부창호 open부 bird screen 설치 FRF-DE-DW-A-153

24
DH-DCN-AF-0

11
0

폐기물탱크실(105호) 방수턱 높이 

변경(200mm->420mm) 누수시 타 지역으로 

확산방지

FRF-DE-DW-A-101

25
DH-DCN-CF-0

08
0

사무동 신축에 따른 핵연료 연구동 Yard Facility 

변경
FRF-DE-DW-A-101

26
DH-DCN-CF-0

09
0

228호 2ton crane 추가설치요청에 따른 gallery 

structure 변경
FRF-DE-DW-C-133

27
DH-DCN-AF-0

11
0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단열재 규격 변경

FRF-DE-DW-A-121-

6

28
DH-DCN-AF-0

12
0 가스저장고 지붕층 접근 사다리설치 FRF-DE-DW-A-103

29
DH-DCN-CF-0

10
0

건물외부 D/G radiator  및 Five test loop pump 

foundation 설치
FRF-DE-DW-C-102

30
DH-DCN-CF-0

11
0 건물외부 스택과의 연결부 덕트 서포트 설치 FRF-DE-DW-C-137

31
DH-DCN-GF-0

14
0 218호 중간층 추가설치요청에 따른 변경사항

FRF-DE-DW-M-213

FRF-DE-DW-E-306

FRF-DE-DW-E-308

32
DH-DCN-GF-0

15
0 305호 실구획 칸마이 설치 FRF-DE-DW-A-103

33
DH-DCN-AF-0

13
0 가스저장고 하부 폐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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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FCR(Field Change Report) 목록

NO FCR NO
Rev. 

NO
Description DOC or DWG NO

1
DH-FCR-AF-00

1
0

지하층 온통기초 부위 외방수의 거푸집 설치에 

따른 방수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법으로 

변경

FRF-REV-GF-009

2
DH-FRC-AF-00

3
0 지하방수 보호재 재질 변경

3
DH-FCR-AF-00

3
0 앙카볼트 규격 변경

4
DH-FCR-AF-00

4
0

지하층과 1층 바닥 매트연결부위의 버림 

콘크리트 타설시 버림콘크리트를 생략하고 

25-270-08규격의 레미콘으로 변경시공

FRF-DE-DW-A-174

5
DH-DCN-AF-00

5
0 RIB LATH 거푸집 사용으로 변경 FRF-DE-DW-C-003

6
DH-FCR-AF-00

6
0 콘크리트 슬럼프값 변경

7
DH-FCR-AF-00

7
0

Ventilation Stack Shell plate 두께 

변경(10mm->14mm)
FRF-DE-DW-C-137

9
DH-FCR-AF-00

8
0

Column & Girder connection Joint에 Diaphragm, 

Rib plate & gusset plate 보강접합으로 변경시공
FRF-DE-DW-C-133

10
DH-FCR-AF-00

9
0 coner beed, joint beed, stop beed 설치

11
DH-FCR-GF-00

8
0

Stack의 RMS 설치관련 측정공 설치 및 

작업공간 반
FRF-DE-DW-C-118

12
DH-FCR-AF-01

0
0 Deck plate 규격을 KSD3602로 변경 시공 FRF-DE-DW-C-128

13
DH-FCR-AF-01

1
0

Deck plate 상부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처짐방지를 위하여 옹벽 joint부분에 

Angle(L-70x70x6)을 설치

FRF-DE-DW-C-128

14
DH-FCR-AF-01

3
0

각층 protective 콘크리트의 타설두께를 100mm, 

콘크리트강도를 25-210-10 으로 변경시공

FRF-DE-DW-A-121,

2

15
DH-FCR-CF-00

1
0 토목 오,우수 라인 설계변경 승인요청

FRF-DE-DW-C-050

FRF-DE-DW-C-053

FRF-DE-DW-C-054

16
DH-FCR-CF-00

2
0

우스받이 및 배수관을 PE 빗물받이 및 이중벽 

폴리에틸렌 하수관으로 변경시공
FRF-DE-DW-C-053

17
DH-FCR-AF-01

4
0 Roof층 보호콘크리트 타설후 cutting하도록 변경 FRF-DE-DW-A-173

18
DH-FCR-AF-01

5
0

Truss 와 스터드 볼트 용접 공사후 아연도금 

철재면의 마감 도장 시공
FRF-DE-DW-C-128



- 155 -

2. 기계 및 HVAC

  가. DCN(Design Change Notice) 목록

NO DCN NO Rev. NO Description DOC or DWG NO

1
DH-DCN-MF-00

1
0 o TAB 항목 설치 시방에 포함

2
DH-DCN-MF-00

2
0

o Equipment Drain Line 구조체와  의 간

섭 해결
FRF-DE-DW-P-730

3
DH-DCN-MF-00

3
0 o Gas Drain Line 추가 반

FRF-DE-DW-P-730

FRF-DE-DW-P-740

4
DH-DCN-CF-00

4
0

o 지하층 설비 Sleeve 추가

(비상발전기 air vent 및 연료류   공급용)
FRF-DE-DW-C-122

5
DH-DCN-MF-00

4
0

o 덕트기 시험 기준치 변경

(적정기준치 설정)
FRF-DE-CS-M-001

6
DH-DCN-GF-00

1
0 o Duct 및 Pipe와 window 간섭사항

7
DH-DCN-GF-00

2
0 o Drain Pipe 구조체 간삽사항

8
DH-DCN-GF-00

9
0

o 유체유발진동시험장치 설치를 위  한 덕

트 및 배관 routing 변경

FRF-DE-DW-M-213

FRF-DE-DW-M-240

9
DH-DCN-MF-00

5
0

o 급수, 순수 인입부(공동구내)    flow 

meter 설치 및 radiation ,monitoring supply 

system 배관 말단부 vacuum page 및 ball 

valve 설치

RFR-DE-DW-P-POW(1

/7)

FRF-DE-DW-P-DMW(

1/3)

FRF-DE-DW-P-RMS(4

/6)

FRF-DE-DW-P-RMS(5

/6)

FRF-DE-DW-P-RMS(6

/6)

19
DH-DCN-MF-00

6
0 o 화장실 exhaust fan 설치위치 및 변경 FRF-DE-DW-M-213

11
DH-DCN-GF-01

1
0

o 항온항습기 위치변경 및 이에 따른 급수 

line 및 drain line 변경

FRF-DE-DW-AG-003

FRF-DE-DW-A-102

FRF-DE-DW-P-POW(1

/7)

FRF-DE-DW-P-POW(2

/7)

FRF-DE-DW-P-POW(4

/7)

12
DH-DCN-MF-00

7
0

o 서비스가스 공급 설비 변경

 - 가스보관 BT수 72BT 이내로 제한

 - 가스사용량 재조사에 따른 용량조정

 - 서비스가스공급설비 소급에서 공사범위

에 포함.

FRF-DE-DW-M-010∼0

15

FRF-DE-DW-J-F01∼F

05

FRF-DE-DW-PS-M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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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O
DCN NO

Rev. 

NO
Description DOC or DWG NO

13
DH-DCN-MF-

008
0

o 첨단연구시설 및 하나로 핵연료제조

시설 지역의 배출풍량을 제어하여 부

압을 유지하기 위해 댐퍼 추가시공(전

기구동식)

FRF-DE-DW-M-410

FRF-DE-DW-M-030

FRF-DE-DW-J-C22

FRF-DE-DW-J-F12

∼F17

14
DH-DCN-GF-

012
0

o 지하층 전기실 오수관 하부 홈통설

치(지하층 관하부 홈통받이 설치로 오

수관 누수시 누수 흐름을 ditch로 유도 

전기실내 전기 cable 및 전기 판넬 보

호)

FRF-DE-DW-P-710

15
DH-DCN-MF-

009
0

o 건물내 용수, 순수 공급관 결로방지

용 보온과 stack과의 연결부위 노출덕

트 재질변경

FRF-DE-DW-M-001

FRF-DE-DW-P-PO

W(1/7)

"     (2/7)

"     (4/7)

FRF-DE-DW-P-DH

W(1/3)

"     (2/3)

"     (3/3)

DH-SDW-MF-1004

16
DH-DCN-MF-

010
0

o 연구용핵연료제조시설 구역(203호), 

분말실(227호), 분석분말실(305호)의 배

기용 덕트(exhaust louver)의 level 

down

FRF-DE-DW-M-301/

311

DH-SDW-MF-1003/1

002

17
DH-DCN-MF-

011
0

o 급수배관 감압변 주위 밸브 추가

(유지보수고려)

FRF-DE-DW-P-PO

W(1/7)

18
DH-DCN-MF-

012
0

o 비상발전기 계통병입과 관련 로직 

누락에 따른 비상발전기 계통 병입 순

차부하투입 로직추가와 관련 기기 로

직 수정

19
DH-DCN-GF-

013
0

o 핵연료기술개발연구동 소방설비관련 

원 설계의 내용은 옥내소화전 용수공

급원을 하나로 옥외소화전에서 연결하

여 사용토록 반 되어 있으나, 하나로 

옥외소화전 연결불가(하운계제36호)로 

인하여 연구동 건물 자체에서 해결토

록 변경 

FRF-DE-DW-P-220/

310

FRF-DE-DW-E-602

∼605/204

FRF-DE-DW-C-141

FRF-DE-DW-P-110

29
DH-DCN-MF-

013
0

o Gas supply system 추가 반

 - CO,CO2 : 219,226,305,306,307호

 - H2 : 219,226,227호

 - O2 : 227호

FRF-DE-DW-P-RM

S(2/6,4/6,6/6)

FRF-DE-DW-P-COG

(1/3,2/3,3/3)

FRF-DE-DW-P-CO2

G(1/3,2/3,3/3)

FRF-DE-DW-P-OXG

FRF-DE-DW-P-HY

G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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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FCR(Field Change report) 목록

NO FCR NO Rev. NO Description DOC or DWG NO

1
DH-FCR-MF-00

1
0 o 지하층 sleeve elevation 변경

o 

FRF-DE-DW-C-122

2
DH-FCR-MF-00

2
0

o 현재 덕트공사의 제작공법이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상 각기 상이하여 시공에 혼

란을 초래하고 있어 첨부한 시방서와 도면

에 의해 시공

o 덕트제작 및 

설치시방서

3
DH-FCR-MF-00

3
0

o SA 450x300 덕트의 D열 관통부위의 개

구부가 건축도면과 상이하여 300x450으로 

변경하여 시공

o 

FRF-DE-DW-M-210

o SA 200x200 덕트의 계단실벽 관통부위 

개구부가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개구

부에 맞게 변경하여 시공

o 

FRF-DE-DW-M-212

o Mechanical properties measurement 

LAB.방화구획상 덕트의 벽체관통 부위에 

방화댐퍼를 설치하여야 하나, 누락되어 있

어 방화댐퍼 추가 설치

o 

FRF-DE-DW-M-310

o DCN-006에 의거하여 조적벽이 이동되

는 관계로 SA 1100x700덕트 변경 시공

o 

FRF-DE-DW-M-310

4
DH-FCR-MF-00

4
0

o Piping support 자재변경

  설계상 가대의 U볼트 체결부위 channel

을 종횡으로 절단하여 용접하도록 되어 있

어나, 현장의 작업여건상 channel의 종방향 

절단이 불가능하여 L 현강(40x40x5)로 대

체 시공

o 

FRF-DE-DW-P-800

o 

FRF-DE-DW-P-802

o Piping support 절연자재 변경

  설계상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stainless steel sheet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나,시공상의 어려움과 sheet 자체의 부

식이 부식이 예상되므로 우레탄(3t)으로 대

체 시공

o Piping suport의 배관 이격거리 변경 : 

설계상의 support 배관 이격거리로는 보온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시공이 가능하도록 

이격거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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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CR NO Rev. NO Description DOC or DWG NO

5
DH-FCR-MF-0

05
0

o 공조장비류 확정으로 인한 3층 공조실 

lay out 변경

o 

FRF-DE-DW-M-4

10

6
DH-FCR-MF-0

06

0

o 덕트 천정고 높이 조정

 - 기존 : TOP 82400 FL +2350

 - 변경 : TOP 83300 FL +3250
  

o 덕트 제작 및 시

방서
0

o 덕트 청정고 높이 조정

 - 기존 ; TOP 8240 FL +2300

 - 변경 : TOP 8295 FL +2750

8
DH-FCR-MF-0

07
0

o Machining room EA Fan Hood와 

cross

o 9열과 B∼C 전기와 cross

o C번열 6∼7번 450 x 300

        5∼6번 450 x 300

        4∼5번 450 x 300

  관통부 덕트와 cross

o Emergency room 배관 변경

o Measuring room 배관 변경

o 하나로 공동구 721-10-L301 F.M 후

단에서 전단으로 이동

o 

FRF-DE-DW-P-FI

P

  (1/3)(2/3)

o 

FRF-DE-DW-P-P

OW

  (5/7)(1/7)

9
DH-FCR-MF-0

08
0 o Duct Lay 변경

10
DH-FCR-MF-0

09
0 o 소음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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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 및 계장

  가. DCN(Design Change Notice) 목록

NO DCN NO
Rev. 

NO
Description

DOC or DWG 

NO

1
DH-DCN-EF-0

01
0  지하층 장비반입구 감지기 삭제

2
DH-DCN-EF-0

02
0  RMS UPS Cable 흐름 재정립

3
DH-DCN-EF-0

03
0  전기설계 질의 사항 검토 조치

4
DH-DCN-EF-0

04
0  통신 설계 질의 사항 검토 조치

5 KO-TS-014 0  RMS 관련 설계변경 도면

6
DH-DCN-EF-0

05
0  전기 사용자 그룹요구사항 반

7
DH-DCN-EF-0

06
0  Gas 감지기 Layout 및 회로 재구성

8
DH-DCN-EF-0

07
0  Single Line Diagram 변경

9 KO-TS-030 0  비상발전기 구매사양서 변경

10
DH-DCN-EF-0

08
0  HVAC 전기용량 변경

11
DH-DCN-EF-0

09
0  옥외소화전 펌프기동 확인램프간선추가

12
DH-DCN-Ef-01

0
0  Rool Up Door 전원공급

13
DH-DCN-EF-0

11
0  Load List 변경

14
DH-DCN-EF-0

12
0  CDMS 및 RMS 변경

15
DH-DCN-EF-0

13
0  Factory Line 연결부 변경

16
DH-DCN-Ef-01

4
0  Crane 전원 추가 공급

  나. FCR(Field Change Report) 목록

NO FCR NO
Rev. 

NO
Description

DOC or DWG 

NO

1
DH-FCR-EF-

001
0  지하층 조명기구 type 변경

2
DH-FCR-EF-

002
0  Local Panel 연결 배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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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CR(Nonconformance Report)

NO NCR NO 부적합사항 처리방안 처리결과

1
DH-NCR-00

1

o 조적공사작업절차서

(DH0WPP-AF-005)의 4.1.6(깨진벽

돌사용금지), 4.2.4(줄눈간격

일치), 4.2.5(마구리면

충전), 4.2.6(같은높이 조정),

 4.2.7(1일 최대20칸 쌓기)항과

 상반되게 시공

o 기시공 방수면에 향이 

없도록 시공된 벽돌을 철거

한 후 방수상태를 점검하고 

재시공

o 기시공된 벽돌 

철거 및 방수상태 

점검 후 재시공 

완료

2
DH-NCR-00

2

o 연구료용 핵연료 가공시설 1

층 기둥(6C, 5B, 6B) 및 벽체내

부(B-LINE, 계단옆 등)의 철근

들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배근

되므로서 여러 곳에서 철근의 

절곡, 철근피복의 부족, 철근의 

과피복, 철근유효깊이불일치 현

상이 야기되었음

o 기 시공된 벽체 및 기

둥의 철근배치 상태를 고

려한 설계하중에 대한 구

조적 건전성 입증

o 지적내용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후속공사에 대

한 적절한 재발방지 방안

을 수립하여 시행

o 부적함 사항 처

리 방안에 따라 

시행 완료

3
DH-NCR-00

3

o 콘크리트 작업절차서 

(DH-WPP-AF-002) 5.9(콘크리트

다짐)항과 상반되게 시공되어 

곰포 발생 및 재료분리가 다수 

발생

o 콘크리트 부수작업절차

서(DH-WPP-AF-003)에 의

해 콘크리트에 의한 부수

방법 및 목탈에 의한 보

수방법으로 시행

o 콘크리트보수

작업 절차서의 

몰탈에 의한 보

수방법으로 시

공 완료

4
DH-NCR-00

4

o 철골 공장도장(Inorganic 

Zinc primer)도막두께 기준치

(75∼125 Microns)미달

o Epoxy 도장공정에서 총

도막 두께 충족토록

함

o Epoxy 도장공

정에서 총도막 

두께 충족되도

록 시공 완료

5
DH-NCR-00

5

o 철근공사(E,3-4)line 플렛폼

부분의 embedded plate 및 

(D,4-5)line crane girder 

bracket embedded plate설치에 

있어서 설계도면

(FRF-DE-DW-C-118/119)과 상반

되게 시공됨

o 부적합하게 시공된 

embedded plate를 설계상

의 위치에 수정하여 

chemical anchor 공급업

체(HILTI)의 설치 시방서

에 따라 처리함

o 부적합 처리

방안에 따라 시

공완료

6
DH-NCR-00

6

o 1층 wall 

D-line(EL.75,300-79,000), 2층 

wall B-line(EL.80,350-83,500)

에 균열 발생됨

o 균열의 진전여부를 확

인하고 철근의 부식환경 

차단 및 균열부위를 수분

침투, 유해환경 노출에 

의한 풍하작용을 방지하

여 구조물의 건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균

열 보수용 Epoxy  수지계

를 사용하여 제조사 지침

서에 따라 보수함

o 처리방안에 

따랄 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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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시험 및 검사

  시험 및 검사는 관련 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해당 작업절차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수행하 다.

1. 건축 및 토목

  가. 작업절차서 목록

NO DESCRIPTION
REV. 

NO
PROCEDURE NO REMARKS

1  시공품질보증계획서 0 DH-CQAM-F001

2  문서수발 절차서 0 DH-WPP-GF-001

3  시험실 운  절차서 0 DH-WPP-GF-002

4  토공사 작업 절차서 0 DH-WPP-CF-001

5  측량 작업 절차서 0 DH-WPP-CF-002

6  평판재하시험 작업 절차서 1 DH-WPP-CF-003

7  철근가공 및 조립작업 절차서 0 DH-WPP-AF-001

8  콘크리트 공사작업 절차서 0 DH-WPP-AF-002

9  콘크리트 보수작업 절차서 0 DH-WPP-AF-003

10  단열 및 방수공사 절차서 0 DH-WPP-AF-004

11  조적공사 작업 절차서 0 DH-WPP-AF-005

12  철골공사 작업 절차서 0 DH-WPP-AF-006

13  미장공사 작업 절차서 0 DH-WPP-AF-007

14  도장공사 작업 절차서 0 DH-WPP-AF-008

15  창호공사 작업 절차서 0 DH-WPP-AF-009

16  관통부 봉공사 작업 절차서 0 DH-WPP-AF-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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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 및 시험 항목

    1) Field Density Test

    2) Structure Backfill Test

    3) 부지현황측량 성과표

    4) 규분틀 측량 성과표

    5) 굴착완료 보고서

    6) 치환용골재 선정 시험 결과 보고서

    7) 지내역 시험 결과

    8) 현장 도 시험

    9) Backfill 시험 다짐 결과 보고서

    10) 일반 뒷 채움(토사) 시험다짐 결과보고서

    11) 콘크리트 압축시험

    12) 콘크리트 타설 중, 후 시공검사

    13) 콘크리트 타설 전 시공검사

    14) 철근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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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 및 HVAC

  가. 작업절차서 목록

NO DESCRIPTION
REV. 

NO
PROCEDURE NO REMARKS

1  일반 용접작업 절차서 0 DH-WPP-MF-001

2  용접절차 검정 절차서 0 DH-WPP-MF-002

3  용접사 자격부여 절차서 0 DH-WPP-MF-003

4  배관작업 절차서(Plumbing) 0 DH-WPP-MF-004

5  수압 및 시험 절차서 0 DH-WPP-MF-005

6  계통배관제작 및 설치절차서 0 DH-WPP-MF-006

7
 Hanger/Support Fab. and

 Installation Procedure
0 DH-WPP-MF-007

8  Painting Procedure 0 DH-WPP-MF-008

9
 Cleaning & Flushing

 Procedure
0 DH-WPP-MF-009

10
 piping & Equipment

 Insulation Procedure
0 DH-WPP-MF-010

11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of Duct Work
0 DH-WPP-MF-011

12
 Equipment Installation

 Procedure
0 DH-WPP-MF-012

13  소화설비 작업 절차서 0 DH-WPP-MF-013

14  TAB 작업 절차서 0 DH-WPP-MF-014

15
 자동제어계통시험 및 운전 

 절차서
0 DH-WPP-MF-015

16  가스설비안전관리 절차서 0 DH-WPP-MF-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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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 및 시험 항목

    1) 용검사 보고서

    2) 배관 설치검사

    3) 측량기록서

    4) Embedded Plate 시공검사

    5) sleeve 설치검사

    6) 도장검사

    7) 배관압력 시험

    8) 배관 cleaning 검사

    9) 장비설치 검사

    10) 보온설치 검사

    11) 덕트 제작 및 설치 검사

    12) TAB Test

    13) Duct Lea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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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 및 계장

  가. 작업절차서 목록

NO DESCRIPTION REV. NO PROCEDURE NO REMARKS

1  전선관배관공사 절차서 0 TY-Q-E001

2  Cable Tray 설치공사 절차서 0 TY-Q-E002

3  접지공사 절차서 0 TY-Q-E003

4  Cable 공사 절차서 0 TY-Q-E004

5  분전반 및 배전반설치공사 절차서 0 TY-Q-E005

6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설치공사 

 절차서
0 TY-Q-E006

7  피뢰설비공사 절차서 0 TY-Q-E007

8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설치공사

 절차서
0 TY-Q-E008

9  Cable 단말처리 절차서 0 TY-Q-E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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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 및 시험 항목

    1) 전선배관 설치검사

    2) Mash 접지 설치검사

    3) 전등 및 소방 입선검사

    4) Cable tray 설치검사

    5) 동력 panel 설치검사

    6) Factory line 배관 설치검사

    7) Race Way 설치검사

    8) Power cable 포설 검사

    9) 자동제어 line배관 설치검사

    10) 발전기 main 및 소방펌프 line 배관 검사

    11) 저압반 단말 처리검사

    12) MCC 부하측 접속상태 검사

    13) 전등 배열 및 수평상태 검사

    14) 비상등 높이, 수평 및 점등 상태검사

    15) 유도등, 감지기, 위치 및 수평, 점등 상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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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특수설비

제1절 환경오염방지 장치

1. 개요

  환경오염방지 장치는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 공기정화기와 첨단핵연료 연구 시설구역 

공기정화기로 구분하여 설치된다.

 

2. 공기정화기(Air Cleaning Unit)

 공기정화기는 핵연료 제조시설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을 위하여 각각 1대씩 설치되고, 중

효율 여과기와 고효율여과기 및 2 x100% 용량의 송풍기로 구성되며, 고효율 입자 여과기의 

효율은 99.97%(입자 3μm 이상) 이다.

 

3. 계통운전

 핵연료 제조시설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배기는 공기정화기의 필터를 통과하여 여과된 후 

stack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배출되며, 배기되기 전에 방사능 감지계통에 의해 항시 방사능 

측정이 되도록 되어 있다. 

 정상적인 정지는 모든 환기 설비의 스위치가 stop 위치함으로써 환기설비가 정지되고, 대

기 방출기체의 방사선기준 허용치 초과시 자동으로 환기설비가 정지된다. 

4. 장비사양

     가.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시설

        o 품량 : 31,500 CMH

        o 정압 :   73 mmAq

        o 공기여과기 : 중급 NBS 85%, 고급 NBS 99.97%

        o 송품기 : Air Foil Type, 15HP x 2 EA/ 440V/60HZ/3Φ

     나. 첨단핵연료연구시설

        o 품량 : 22,800 CMH

        o 정압 :   81 mmAq

        o 공기여과기 : 중급 NBS 85%, 고급 NBS 99.97%

        o 송품기 : Air Foil Type, 15HP x 2 EA/ 440V/60HZ/3Φ

5. 설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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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연료제조시설 공기정화기 설치사진은 Fig.4-1, 첨단핵연료연구시설 공기정화기의 설치 

사진은 Fig.4-2로 나타내었다.

  

Fig.4-1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y

                          exhaust ACU

Fig.4-2 Advanced nuclear fuel research facility

                           exhaust A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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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비상운전 시스템

1. 개요

  비상발전기(3상 440V, 250KW)는 한전 정상(Normal) 전원 상실시 동작되어 중요부하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발전기실에 설치된 발전기 본체와 GCP(Gen. 

Control

Panel), 옥외에 설치된 Remote Radiator로 구성된다.

2. 장비 사양

   가. 발전기

     1) 정격용량 : 3상 440V 60Hz 250KW

     2) 형    식 : 회전계자형 동기발전기

     3) 역    율 : 0.8(지상)

     4) 효    율 : 90%

     5) 냉각방식 : Fan에 의한 자기통풍식

     6) 제 작 사 : (주)대흥기전

   나. 디젤엔진

     1) 정격출력 : 비상 464HP / 상용 423HP

     2) 사용연료 : 저유황 경유

     3) 연료소모량 : 76.2L/H

     4) 형    식 : 디이젤 엔진(4행정 수냉식)

     5) 냉각방식 : Remote Radiator 수냉식

     6) 제 작 사 : Volvo Penta

3. 계통운전

   가. 비상발전기(3상 440V, 250KW)의 동작조건은 한전 정상(Normal) 전원 상실시 동작되

나 정기적 점검을 위한 시운전은 한전의 정전과 관계없이 Manual로 동작시험이 가

능하다.

   나. 비상발전기의 GCP(Gen. Control Panel)의 선택스위치를 Auto Mode로 설정해 놓았

을 경우에는 한전 전원 상실시 즉시 발전기의 엔진이 가동되어 15초 이내에 정격전

압 및 정격주파수에 도달하여 자동으로 투입되도록 되어 있다.

   다. 한전 전원이 복전되었을 경우에는 발전기가 자동 정지되고 한전 전원으로 전기를 공

급할 수 있다. 

   라. 상시 발전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부하는 MCC-01E에 연결된 부하들로서 부하는 표 

4.1와 같으며, 비상발전기 사진은 Fig.4-3으로 나타내었다.



- 170 -

표 4.1 Emergency power load list

설치장소 부   하   명 비   고

101호  Exhaust Fan M568

101호  Sump Pump

102호  Pump-1

102호  Pump-2

102호  Pump-3

102호  Pump-4

104호  DC Battery Charger[I&C]

104호  120V AC UPS [I&C] (UP-02)

104호  220V AC UPS [RMS] (UP-01)

235호  Ess. Ltg. Tr.-L01E

401호  Exhaust ACU M556 Fan-7

401호  Exhaust ACU M556 Fan-8

401호  Exhaust ACU M557 Fan-09

401호  Exhaust ACU M557 Fan-10

401호  Humidifier HU02 MOV670

401호  Humidifier HU03 MOV668

401호  Heating Coil HC-02 MOV682

401호  Heating Coil HC-03 MOV690

402호  AHU C/P(첨단)

402호  AHU C/P(핵연료제조)

  

Fig.4-3 Diesel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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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핵물질 취급, 운반 및 저장시스템

1. 핵물질 취급, 운반

  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각종 장비 설비 및 유지, 보수작업시 중량물 운반을 목적으로 설치

되었으며, 연구용원자로 연료제조시설 구역, 개량금속실, 건식정련실 및 시범핵연료 조립실 

등 총 4개구역과 일반 물건 운반용 호이스트 2대는 시범핵연료 조립실과 핵연료실험실에  

설치되었다.

 

     가.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시설

        o 용도 : 연구용원자로 연료제조시설내 각종 부품 및 핵물질 운반

        o 용량 : 3 TON x SPAN18.3 x T/L 36 m

        o 수량 : 1 대

        o 형식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o 양정 : 약 7 m

        o 전동기전원 : AC 440V/ 3상/60HZ

     나. 개량금속실

        o 용도 : 개량금속실내 각종 부품 및 핵물질 운반

        o 용량 : 2 TON x SPAN7.8 x T/L 18.9 m

        o 수량 : 1 대

        o 형식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o 양정 : 약 9 m

        o 전동기전원 : AC 440V/ 3상/60HZ 

     다. 건식정련실

        o 용도 : 건식정련실내 각종 부품 및 핵물질 운반

        o 용량 : 2 TON x SPAN7.8 x T/L 18.9 m

        o 수량 : 1 대

        o 형식 : Overhead traveling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o 양정 : 약 5.5 m

        o 전동기전원 : AC 440V/ 3상/60HZ

     라. 시범핵연료 조립실

        o 용도 : 시범핵연료 조립실내 각종 부품 및 핵물질 운반

        o 용량 : 2 TON x T/L 14.5 m

        o 수량 : 1 대

        o 형식 : Monorail Hoist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o 양정 : 약 7 m

        o 전동기전원 : AC 440V/ 3상/60HZ 

     마. 시범핵연료 조립실

        o 용도 : 시범핵연료 조립실 및 2층 일반 장비 운반

        o 용량 : 2 TON x 7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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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수량 : 1 대

        o 형식 : Jib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o 양정 : 약 7 m

        o 전동기전원 : AC 440V/ 3상/60HZ

     바. 핵연료 실험실

        o 용도 : 핵연료 실험실내 부품 및 장비운반

        o 용량 : 1 TON x 7 m

        o 수량 : 1 대

        o 형식 : Jib Crane with Pendant Pushbutton Switch

        o 양정 : 약 7 m

        o 전동기전원 : AC 440V/ 3상/60HZ

              

   

Fig.4-4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y 

                           overhead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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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 Metal fuel Lab.1 overhead crane

 

Fig.4-6 Metal fuel Lab.2 overhead c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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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7 Teat assembly Lab. monorail hoist

2. 핵물질 저장시스템 

  가. 개요

  액체폐기물관리계통은 방사능 오연 가능성이 있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샤워수를 수집, 저

장, 우라늄 농도 측정, 이물질 제거 기능을 수행하는 계통으로, 처리된 폐수는 탱크로리로 

전량 수거하여 자연증발시설로 이송, 처리한다.

  나. 계통구성

  액체폐기물관리계통은 비상샤워실 바닥 배수관으로부터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 후단 방출 

배수관까지이며,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 관련 배관 및 계측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다. 탱크 사양

        o 용량 : 3.35 ㎥

        o 수량 : 2 기

        o 구조 : 수직원통형, Slab형 바닥, 스트레이너 부착

        o 재질 : STS 304

  라. 계통운전

  지하층에 위치한 비상샤워실 배수관으로 유입되는 방사선 작업종사자 샤워수 및 hand 

wash는 자연낙하 방식으로 지하층에 위치한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에서 수집, 저장된다. 

  1번 방사성폐기물저장탱크가 만수 될 경우 현장 및 제어실에서 고수위 경보가 울리며, 이

에 따라 운전원은 유입되는 폐수를 다른 탱크(2번)로 수집되도록 조치한다. 그리고 만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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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저방탱크에 부착된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폐수를 균일하게 혼합하고, 균일하게 

혼합된 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오염 농도를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Fig.4-8 Radwaste storage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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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항온항습 시스템

1. 개요

  공기조화기는 정상운전시 연구동 내 실험 기기 및 작업종사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도, 습도 및 환기조건을 유지하며, 우라늄의 물리적 형태, 부유특성을 기

준으로 4개의 방사능 오염구역으로 구분하 으며, 구역특성 및 구분은 표4.1과 같다.

표 4.2 방사능 오염구역

 따라서 구역 1,2에서 우라늄 부유 가능성이 있는 구역 3,4로 공기의 흐름이 유지되도록 하

며, 구역3 및 4를 부압으로 유지함으로 방사성 부유물질이 대기로 누출되는 것을 억제한다.

2. 계통구성

  공기조화기 계통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 공기조화 계통 첨단

핵연료 연구시설구역, 공기조화계통, 청정지역 공기조화 계통으로 구성된다.

  연구용원자로연료 제조시설 공기조화계통은 공기조화기, 공기정화기로 구성되어 있고, 부

압이 유지되도록 급기 송풍기 및 배기 송풍기에 부착된 vane를 조절하여 급, 배기 풍량을 

조절한다.

  첨단핵연료 연구시설구역 공기화계통은 공기조화기, 항온항습기, 실외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압이 유지되도록 급기 송풍기 및 배기 송풍기에 부착된 vane를 조절하여 급, 배기 

풍량을 조절한다.

  청정지역 공기조화계통은 공기조화기, 배기 송풍기, 항온항습기, 실외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계실의 비상환기는 비상발전기의 운전신호와 연동되어 운전되도록 되어있다. 전기실

의 냉방은 공냉식 냉방기를 설치하여 발열부하를 제거하도록 하 다.

구역구분 구역특성 부압조건

구역-1  우라늄을 취급하지 않는 지역 약간 양압

구역-2  봉우라늄 취급 약간 양압

구역-3

 비 부유성 개봉우라늄 취급지역으로 부유 가능성  

 이 적으나 외부피복 및 외부피폭이 동시에 고려  

 된다.

부압

구역-4

 부유성 개봉 우라늄 취급구역으로서 우라늄의 부  

 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부피폭 뿐만 아니라 내  

 부 피폭도 고려된다.

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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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비 사양

  가. 청정지역 공기조화기

        o 풍량 : 12,500 CMH

        o 정압 : 99 mmAq

        o 냉방부하 :  48,000 Kcal/hr

        o 난방부하 : 129,800 Kcal.hr

        o 가습량 : 107 Kg/hr

        o 공기여과기 : 초급 AFI 80%, 중급 NBS 80%

        o 송풍기 : 2 set / Air Foil / 440V 3상 60HZ

  나. 연구용 원자로연료 제조시설 지역 공기조화기

        o 풍량 : 29,300 CMH

        o 정압 : 94 mmAq

        o 냉방부하 :  68,000 Kcal/hr

        o 난방부하 : 352,200 Kcal.hr

        o 가습량 : 344 Kg/hr

        o 공기여과기 : 초급 AFI 80%, 중급 NBS 80%

        o 송풍기 : 2 set / Air Foil / 440V 3상 60HZ

  다.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지역 공기조화기

        o 풍량 : 22,400 CMH

        o 정압 : 99 mmAq

        o 냉방부하 :  64,000 Kcal/hr

        o 난방부하 : 183,300 Kcal.hr

        o 가습량 : 174 Kg/hr

        o 공기여과기 : 초급 AFI 80%, 중급 NBS 80%

        o 송풍기 : 2 set / Air Foil / 440V 3상 60HZ

  라. 항온항습기

        o 기기번호 : M562

          - 형식 : Vertical Type

          - Cooling Capacity : 5,400 kcal/h

          - Heating Capacity : 2,580 kcal/h

          - Humidity : 4 kg/h

          - Power : 6.6 kw

        o 기기번호 : M569

          - 형식 : Vertical Type

          - Cooling Capacity : 8,100 kcal/h

          - Heating Capacity : 4,300 kcal/h

          - Humidity : 4 k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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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기기번호 : M564

          - 형식 : Vertical Type

          - Cooling Capacity : 13,500 kcal/h

          - Heating Capacity :  6,880 kcal/h

          - Humidity : 4 kg/h

        o 현미경조직 검사실

          - 형식 : Vertical Type

          - Cooling Capacity : 9,100 kcal/h

          - Heating Capacity : 5,300 kcal/h

          - Humidity : 4 kg/h

        o 전기실 냉방기

          - 기기번호 : M566

          - 형식 : Vertical Type

          - Cooling Capacity : 14,500 kcal/h

4. 계통운전

  모든 공조기는 연구동의 정상적인 운전시간동안 계속적으로 운전되며, 급기 송풍기는 배

기 송풍기가 먼저 운전된 후 운전하여야 한다.

  핵연료 제조시설 공기조화기 계통과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공기조화 계통의 기공조기 후단

에 설치된 풍량 감지기는 공급 및 배기 송풍기의 가변형 내부 조절기를 제어하여 배기 풍량

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급기 송풍기는 급기 풍량과 배기 풍량을 비교하여 부압이 유지되

도록 급기 송풍기의 가변형 내부 조절기를 제어한다.

  청정지역 공기조화 계통은 연구동 내의 방사능 비오염지역에 공기를 공급하며, 배기는 송

풍기로 실내 공기를 배출한다. 화장실 등과 같은 지역은 단독 배기 송풍기를 사용하여 외부

로 배출한다. 급기 송풍기와 배기 송풍기는 서로 연동되어 운전된다.

  측정실과 같은 항상 일정한 실내조건을 유지할 필요가 잇는 지역은 항온항습기를 설치하

여 온도 및 습도를 유지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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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9 Clean area supply AHU

   

Fig.4-10 Research reactor fuel fabrication facility

                           supply A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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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1 Advanced nuclear fuel research facility 

                            supply A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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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계통자동제어 및 화재감시설비

1. 계통자동제어

  유틸리티 시설에 적용되는 계측제어설비는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 및 적응성을 지닌 DCS 

(Digital Control System)및 운전자 워크스테이션, 최신 계기류 및 쎈서들을 구비, 상호 연계

시켜 적용하며, 다양한 운전 방식과 감지를 스퀸스 프로그램과 루프 제어로 수행하여 각종 

운전 데이터를 수집, 보관하고 중앙 집중 제어실에서 운전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운전 및 비방시의 안전한 운전 감시를 구현함과 동시에 공정의 효율성을 증대시

키도록 구성하 다.

  가. 주요사양

   1) 중앙관제장치

     가) Engineering Console

       o LonMarker for windows

       o LNS DDE SERVER

       o CPU : 32 Bts Processor

       o Main Clock : 500MHZ

       o Hard Disk  : 10 Gbyte

       o Floppy Disk : 3.5" 1.44 Mbyte

       o Serial Port : 2 EA

       o OS

       o LNS DDE SERVER

       o Monitor : 20" 해상도 : 1280x1024

       o Graphic Card : 1600x1200, 256 Color

       o MMI SW

     나) Operator Console

       o LNS DDE SERVER

       o CPU : 32 Bts Processor

       o Main Clock : 500MHZ

       o Hard Disk  : 10 Gbyte

       o Floppy Disk : 3.5" 1.44 Mbyte

       o Serial Port : 2 EA

       o OS

       o LNS DDE SERVER

       o Monitor : 20" 해상도 : 1280x1024

       o Graphic Card : 1600x1200, 256 Color

       o MMI SW   

     다) 경보프린트 W/DESK

       o 형식 : DOT Printer

       o 인자속도 : 한 24CPS, 문420C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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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문자 : 한 , 문, 숫자 및 특수기호

       o Head Pin 수 : 24 Pin 이상

       o 소음 : 50 dB    

     라) 보고서용 프린트 W/De나

       o 형식 : Laser printer

       o 인자속도 : A4 기준 16ppm

       o 문자 : 한 , 문, 숫자 및 특수키

       o Memory Buffer : 12 MB    

     마) 비디오 복사기

       o 인쇄방식 : Color Laserjet

       o 인자속도 : 흑백16ppm, color 4ppm(A4 가준)

       o 호환성 : Windows-NT, UNIX, Solaris, MS-DOS, win95   

     바) MOSAIC GRAPHIC BOARD

       o 규격 : 2500x1500x1000(1set, GRAPHIC DRIVER)

   2) LON DEVICE

     가) LON CONTROLLER MODULE : DI-10 

     나) LON CONTROLLER MODULE : DO-10 

     다) LON CONTROLLER MODULE : DIO-10

     라) LON CONTROLLER MODULE : AI-10

     마) LON CONTROLLER MODULE : DO-10

     바) SCHEDULER : SCH-10

     사) ROUTER : LPR-10

     아) LON-PLC : NP-80

  

  나. 계통운전

   1) 핵연료제조시설 공기조화기

  핵연료제조시설 공기조화기 및 공기정화기 내에 설치된 여과기에는 차압지시계를 설치하

여 여과기 전 후단의 차압이 클 경우 주제어반에 차압경보를 발생하게 된다.

  항온항습기는 항온항습기 자체에 부착된 수동 스위치로 작동되고, 운전상태는 알 수 있도

록 하 다.

  송풍기는 차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송풍기의 운전상황은 풍량지시계 및 푼량 조절장치

로 운전상태를 알 수 있다.

   2)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첨단핵연료 연구시설 공기조화기 및 공기정화기 내에 설치된 여과기에는 차압지시계를 설

치하여 여과기 전 후단의 차압이 클 경우 주제어반에 차압경보를 발생하게 된다.

  항온항습기는 항온항습기 자체에 부착된 수동 스위치로 작동되고, 운전상태는 알 수 있도

록 하 다.

  송풍기는 차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송풍기의 운전상황은 풍량지시계 및 푼량 조절장치

로 운전상태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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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정지역

  청정지역 공기조화기 내에 설치된 여과기에는 차압지시계를 설치하여 여과기 전 후단의 

차압이 클 경우 주제어반에 차압경보를 발생하게 된다.

  항온항습기는 항온항습기 자체에 부착된 수동 스위치로 작동되고, 운전상태는 알 수 있도

록 하 다.

  송풍기는 차압감지기가 설치되어 있고 송풍기의 운전상황은 풍량지시계 및 푼량 조절장치

로 운전상태를 알 수 있다

   4) 유틸리티 계통

      o Potable Water

  계통운전 기간 중에 용수공급 압력은 건물 인입구 분기관 상에 설치된 압력조절 밸브에 

의해 항상 3 bar로 유지된다.

  저장식 전기온수기에는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및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어 적정온수 공급이 

가능하며, 중앙 제어반에서는 온도 지시계가 설치되어 온수온도 이상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

  온수저장탱크 내의 압력은 온수저장탱크에 부착된 압력지시계에 항시 표시되며, 탱크내 

압력이 설정치(4 bar)이상으로 올라가는 과압상태 발생시에는 과압 방지밸브가 자동 개방되

어 계통압력은 항상 설계압력 이내로 유지된다.

      o Demi-Water

  계통운전 기간 중 탈염수 가압 펌프에 의해 적정압력 및 유량으로 공급하게 되며, 탈염수 

공급압력은 현장 및 중앙제어반에 설치된 압력지시계를 통하여 항상 감시 할 수 있다.

      o Compressed Air

  계통운전 기간 중 압축공기 공급압력은 현장 및 중앙제어반에 설치된 압력지시계를 통하

여 항상 감시할 수 있으며, 설정압력 이하가 될 경우 경보를 발생하게 된다.

   

   5) Gas Supply 계통

      o Hydrogen Gas

  Gas 저장실의 gas용기에서 주관을 통하여 각 필요한 실험실에 공급하게 되며, gas용기를 

병렬로 연결되어 한쪽의 gas 량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다른 gas 용기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gas 실내에 누설이 발생할 경우 중앙제반에 경보를 발하

게 된다. Gas 공급압력은 gas 실내의 주관에 설치된 감압밸브로 1차 갑압하여 각 실험실에 

공급하게 된다.

      o Nitrogen 

  Gas 저장실의 gas용기에서 주관을 통하여 각 필요한 실험실에 공급하게 되며, gas용기를 

병렬로 연결되어 한쪽의 gas 량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다른 gas 용기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gas 실내에 누설이 발생할 경우 중앙제반에 경보를 발하

게 된다. Gas 공급압력은 gas 실내의 주관에 설치된 감압밸브로 1차 갑압하여 각 실험실에 

공급하게 된다.

     o Argon Gas

  Gas 저장실의 gas용기에서 주관을 통하여 각 필요한 실험실에 공급하게 되며, gas용기를 

병렬로 연결되어 한쪽의 gas 량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다른 gas 용기로 변경하여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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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gas 실내에 누설이 발생할 경우 중앙제반에 경보를 발하

게 된다. Gas 공급압력은 gas 실내의 주관에 설치된 감압밸브로 1차 갑압하여 각 실험실에 

공급하게 된다.

      o Helium Gas

  Gas 저장실의 gas용기에서 주관을 통하여 각 필요한 실험실에 공급하게 되며, gas용기를 

병렬로 연결되어 한쪽의 gas 량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다른 gas 용기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gas 실내에 누설이 발생할 경우 중앙제반에 경보를 발하

게 된다. Gas 공급압력은 gas 실내의 주관에 설치된 감압밸브로 1차 갑압하여 각 실험실에 

공급하게 된다.

      o Forming Gas

  수소 및 질소가스 공급배관에는 공급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Gas 

공급은 저장실의 gas용기에서 주관을 통하여 각 필요한 실험실에 공급하게 되며, gas용기를 

병렬로 연결되어 한쪽의 gas 량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다른 gas 용기로 변경하여 공급할 

수 있는 계통으로 구성되어 있고, gas 실내에 누설이 발생할 경우 중앙제반에 경보를 발하

게 된다. Gas 공급압력은 gas 실내의 주관에 설치된 감압밸브로 1차 갑압하여 각 실험실에 

공급하게 된다.

      o CO, CO2, O2

  Gas 저장실에 압력조정기가 부착된 용기를 설치하여 각 실험실에 공급한다.

     6) Building Heating Steam

  난방코일에 공급되는 증기량은 각 공기조화기에 설치된 온도감지기에 의하여 증기량이 조

절되고 또한 가습량은 상대습도기에 의하여 조절된다.

  증기코일 및 가습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는 응축수 탱크에 수집되어 압축공기식 응축수 

펌프에 의하여 중앙기계실로 이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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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2 Central control panel

2. 화재감시설비

  소화설비계통은 소화용수 탱크와 소화용수 펌프로 설치하여 옥내 소화전에 공급하게 된

다.

  가. 계통구성

  본 계통은 원전 연료 물질을 취급하는 지역에는 물 사용을 절대로 금하고, 급속화재용 분

말소화기, 다용도 분말 소화기를 설치하며, 원전 연료 물질을 취급하지 않은 지역은 옥내소

화전과 다용도 분말소화기를 설치하고, 전기실에는 CO2 소화기를 설치한다.

  나. 주요기기

   1) 옥내소화전

      o 수량 : 3 개

      o 형식 : 노출형

      o 재질 : 1.5 mm 스테인레스 스틸

   2) 소화기

      o 다용도 분말소화기

        - 규격 : 4.5 Kg

      o CO2 소화기

        - 규격 : 4.6 Kg

      o 급속 분말소화기

        - 적응성 : 금속화재

   3) 소화용수탱크

      o 재질 : STS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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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용량 ; 3 ton

   4) 소화전펌프

      o 소화전주펌프

        - 수량 : 2 set

        - 용량 : 150 LPM x 50 m x 5 HP

      o 소화전보보펌프

        - 수량 : 1 set

        - 용량 : 60 LPM x 40 m x 3 HP 

 

Fig.4-13 Fire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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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인허가 및 시설검사

  본 시설에 대한 대외 인허가 및 검사는 건축법상의 인허가와 원자력법상의 사용 전 시

설 검사로 구분 할 수 있다. 

  건축법상의 인허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건축허가 신청 및 대전 북부소방서의 소방 

동의, 전기안전공사의 전기 안전 검사 및 우체국의 정보 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

여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원자력법상의 시설 사용 전 검사는 검사 신청은 과학기술부에 하고 실제 검사는 KINS

에서 실시하며, 검사 계획에 따라 건축 및 토목 분야는 건설 중에 이루어지고, 기계 및 전

기는 계통별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수행하게 된다.

제1절 건축인허가 관련

첨부된 사용승인서,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 사용 전 검사필증, 정보 통신공사 사용 전 검

사필증 자료 사본 참조

1. 사용승인

•허가일자 : 00. 06. 21

•승인일자 : 02. 11. 12

•대지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외2필지

•주용도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연구시설)

•대지면적 : 699,299.0000 m
2

•건축면적 : 77,883.4100 m
2

•연면적 : 177,488.4300 m
2

•건폐율 : 11.1374%

•용적율 : 21.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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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KINS 시설검사

1. 건축 및 구조분야

  가. 개요

  핵물질 가공사업 허가를 받은 후 가공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신청서류와 동일하게 시설

을 시공하여 안전하고 시설의 성능이 핵물질 가공사업에 적합 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자력법 제45조, 원자력법 시행령 제128조 및 원자력법시행규칙 제39조에 의거 

시설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핵연료주기시험시설 검사신청서에 공사일정을 첨

부하여 과기부 장관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시설건축을 2001년 4월 4일부터 착수하기 위하여 과기부에 연구로용 핵연료 가공시

설 중 부지 및 구조물에 대한 시설검사를 신청하 다.

또한, KINS와 협의하여 검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협의 하 다.

  ● 검사기간 : 2001. 4 ∼ 2002. 12

  ● 검사일정 :

- 시설검사 신청서 접수 : 01.03.24

- 시설감사계획서 제출 : 01.04.09

- 시설검사 시행계획 통보 : 01.04.09

- 검사전 회의 : 01.04.12

- 검사후 회의 : 매검사후

- 시설검사 결과보고 : 매검사수행후 15일 이내

- 시설최종 결과 보고 : 03.02

  나. 건축 및 토목

    (1) 검사내용과 항목

•토목 및 뒤채움

•배수 및 방수공사

•콘크리트 공사

•철근설치 공사

•강구조 공사

•도장공사

•기타품질보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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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품질 보증 체계 및 계획

- 콘크리트 공급

- 건설 각종 자재의 인증 및 관련 시험

- 품질, 실험실, 측량요원의 자격인증

- 콘크리트 생산 및 기기의 검교정

- 실험실 운

- 공사시방서 적용

    (2) 검사수행 방법

(가) 기록검사 

      품질관리 및 각종 공사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검사를 수행하며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각종 Qualification기록(절차서, 인원, 장비)

•장비의 검교정

•토목공사 관련 측량결과

•품질관리 부서의 공사별 활동계획 및 점검표

•콘크리트 타설 기록

•콘크리트 Delivery Ticket

•각종 시험보고서

•공사용 자재의 인증 및 주기시험 보고서

•각종 자재의 CMTR

•뒷채움 작업의 현장 도 시험 보고서

•각종 자재의 인수, 보관, 운반에 따른 보고서

•각종 공사 시방서 및 절차서 개정사항

•공사시방서, 절차서, 도면, 사양서

•공사관련 활동기록 및 불만족 사항 처리기록

(나) 현장 입회검사 및 시공상태 점검

•검사대상 구조별 주요공사 내용별 시공내용에 대한 입회검사

- 구조 뒤채움재의 인증시험, 포설, 다짐

- 철근의 가공, 설치, 현장 인장 시험

- 콘크리트 생산, 운반, 타설, 마감, 양생

•시공된 구조물의 육안검사

- 철근 및 매설물의 설치상태

-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상태

- 균열, 처짐, 변형 등 결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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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표면부 이탈, 철근의 피복, 인접 구조물과의 향 여부

- 시공 이음부

- 구조물의 위치(측량결과 점검 : 수직, 수평위치 등 설치 오차)

•콘크리트 내부구조의 이상여부(확인 필요 부위의 표본 샘플 검사)

- 내부의 공극

- 강도 미달 확인 대상지역(비파괴 검사 및 Coring)

- 철근 피복(임의 지점 확인)

•뒷채움 시공부위의 현장 도 시험(임의 지점)

•각종 재료시험결과의 검증시험

•공사용 장비의 성능시험

•콘크리트 생산설비의 교정

2. 기계 및 전기 분야

  가. 검사목적

      원자력법 제45조(검사), 동 법 시행령 제128조(시설검사) 및 시행규칙 제39조(시설

검사의 신청)에 따라, (1) 연구로용 핵연료 가공시설의 설비가 원자력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공사업 허가내용(방안71231-211: ’01.3.20)과 일치하게 설치되고, (2) 시설의 

성능이 과학기술부령 제31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중 제87조 내지 제

95조의 핵연료주기시설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주요일정 

   - 시설검사 신청서 접수                  : ‘02. 11. 18

   - 시설검사계획서 제출                   : ‘02. 12. 12

   - 검사전 회의 개최                      : ‘02. 12. 20

   - 시설검사 수행                         : ‘02. 12. 23 ∼ ‘03. 6. 30

   - 검사후 회의 개최                      : ‘03. 7. 1

   - 최종검사 결과보고                     : ‘03. 7. 30

  다. 시설검사 수행현황



- 195 -

검사대상 완료 진행중 미수행 지적/권고

21개 항목 21개 항목 - - 5/2

  라. 주요 검사결과

    (1) 임계 안전성 및 연료저장시설 구조건전성 점검 분야 (원자로안전해석, 구조부지)

      가) 핵연료물질 저장시설

        ◎ 임계 안전성

          저장시설의 구조물들이 핵연료물질의 정상적인 배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 으며, 또한 저장 용량은 핵임계 안전해석에서 수용된 결과이내인

지를 검사하 음. 검사결과 핵 연료봉 저장 Rack이 당초의 설계문서와 달리 더 조 한 구

조로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기존의 핵 임계 안전해석이 유효하지 않아 이를 시정토록 지적

하 음. 사업자는 핵임계 안전해석을 재수행하여 그 결과가 규제 제한치를 만족함을 보이

고 이를 반 하여 설계변경을 신청하 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적

합함을 확인하 다.

        ◎ 구조적 건전성

         o 사용 자재의 적합성

   저장 Rack 정착부에 사용된 팽창형 앵커볼트(CEA)는 직경이 16 mm 크기의 앵커볼트

가 사용되었는데, 이들 모두가 자재 성능시험에 합격한 HILTI사의 HSA 앵커볼트를 사용

하고 있어 타당하다.

         o CEA 설치 공사

   CEA 설치검사 보고서 검토 및 현장 입회검사를 통하여 Anchor Bolt 설치 구멍의 크

기, 깊이, 최대 조임 토오크 및 설치후 상태를 확인한 결과, 앵커볼트(CEA)는 설계 및 공

사방법에서 제시한 공사방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었다.

         o 저장 Rack 설치 상태

   저장 Rack 설치검사 보고서 및 현장 입회검사를 통하여 저장 Rack의 외관 치수, 체결

상태, 용접상태, 도장상태 및 설치위치 등을 점검한 결과, 높이가 가장 높은 4단 Rack의 

일부 연결부의 보강이 요구되어 보완 작업이 수행되었음. 검사결과, 저장시설 저장 Rack

은 설계된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성형시설, 핵 연료봉 가공시설, 액체폐기물 저장시설 등 임계 안전성

        o 핵연료물질로부터 핵연료집합체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전 공정에서 취급되는 핵

연료물질 양이 핵임계 안전해석에서 확인된 제한치 이내로 취급되도록 각 공정장치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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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이 당초의 설계문서와 일치하는지 점검 확인하 으며, 우발적인 실책에 의해 취급 핵

연료물질이 2배가 되는 double batching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발생하더라도 핵임

계 제한치 이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o 액체폐기물 수집용기와 저장탱크는 설계된 규격의 용량임을 확인하 으며, 수

집되는 액체폐기물의 우라늄 농도는 안전 제한치 이내가 될 것임을 확인하 다.

 검사항목 구분 지적 및 권고 내용 시정조치 요구내용

 o 핵연료물질

저장시설

지적
ㅇ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연료봉 저장 

Rack구조가 설계문서와 불일치

 - 핵연료물질 저장시설의 연료봉의 

저장 Rack이 인허가된 설계문서와 달

리

층 간격이 더 조 하고 저장선반도 우

발적인 경우 겹칠 수 있는 구조로 되

어

있어서 설계문서의 핵 임계도 안전해

석결과가 유효하지 않음.

 - 핵 연료봉 저장 Rack을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한 

설명서”에 일치하도록 할 

것.

 - 핵 연료봉 Tray가 2중

으로

겹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임계도해석을 재수행할 것.

(시정조치 완료)

   

    (2) 계통점검 분야 (계통평가)

      가) 화재방지시설

        ◎ 소방설비의 제작 및 설치검사 수행여부 및 시험결과 검토

         o 소방호스, 관창, 옥내소화전 방수구, 간이소화용구, 수동식소화용구에 대하여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형식승인을 참조하여 제작검사결과를 확인하 다.

         o 소방펌프의 제작기록(인증서 및 성능시험기록)을 확인한 결과, 요구되는 성능

(유량 150ℓpm, 양정 50m)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 

         o 금속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우라늄화재에 대한 시험이 

누락되어서 이를 지적하여 성능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 음(지적). 이에 대한 시정조치로서 

수검자는 UL-711, DIN-14406, ISO-7165 등의 요건에 따라 금속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화재가 적절히 진압됨을 보 으므로 시정조치결과는 만족하다.

         o 배관 수압시험은 12㎏/㎠에서 10분간 이상 유지하여 누설이 발견되지 않았음

을 확인하 다.

         o 소화수 탱크는 자연압으로 24시간 유지하여 누설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 소방설비 기능 확인

         o 소화수저장조의 용량 및 외관검사 결과, 용량은 3.43톤으로 요구수량을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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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만족하며, 탱크하부에 배수관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o 소방펌프의 현장성능시험을 입회 및 기록 확인한 결과, 요구되는 성능(유량 

150ℓ이상, 양정 50m이상) 및 자동기동 기능이 만족됨을 확인하 다.

        ◎ 각 소방설비들에 대한 현장관리상태 확인

         o 소방펌프, 소화전 및 소화수저장조에 대한 관리상태(청소상태, 주위의 장애물, 

유지상태)를 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음.

 검사항목 구분 지적 및 권고 내용 시정조치 요구내용

 o 화재방지

   시설

지적
ㅇ금속분말소화기 성능시험 미실시

  - 우라늄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구입한 금속분말소화기의 성능

시험 성적서를 검토한 결과, 우

라늄화재에 대한 시험이 누락되

었음

 - 핵연료취급지역에 설치되

는 금속분말소화기의 우

라늄화재에 대한 성능을 

입증할 것.

    (시정조치 완료)

      나) 비상경보시설

        ◎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시험결과 검토

   화재감지기(차동식 및 정온식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감지선형 열감지기), R형 수신반, 

발신기에 대한 안전검사필증을 통하여 성능을 확인하 다.

        ◎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 기능 점검

         o 화재수신기 기능점검 : 도통시험, 경보시험, 축전지 용량시험

         - 파워공급램프가 점등되어 있음을 확인하 음. 

         - 탈락, 풀림, 손상된 부품이 발견되지 않았음.

         - 도통시험시 전압계의 지침이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회로상의 이상이 없

음을 확인하 음.

         - 오동작방지장치시험시 계전기가 10회이상 정상적으로 동작됨을 확인하 음.

         o 화재감지기 기능시험 : 기능시험, 경보연동시험

         - 화재신호 시 경보가 발생하고 수신기의 감지구역램프가 점등됨을 확인하 음.

         o 비상조명등 및 발신기 : 기능시험 및 육안점검

         - 화재감지 및 전원상실시 비상조명등이 점등됨을 확인하 음.

         - 수동발신기의 회로에 종단저항이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 음.

        ◎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에 대한 현장관리상태 확인

         o 화재감지기(차동식 및 정온식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감지선형 열감지기), R형 

수신반, 발신기에 대한 관리상태(청소상태, 주위의 장애물, 유지상태)를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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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시설에 대하여 절차서 내용, 시험입회 및 점검기록 검토, 현장유지상태를 확인한 결

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험이 수행되어, 동 시설의 운전성이 확인되었다.

    다) 부대시설중 유틸리티 공급 및 기체감시계통

        ◎ 용수공급계통 저장식 전기온수기의 저장탱크

         o 전기온수기(20-05-71)의 재질은 STS316으로 스테인레스 재질이고, 설계용량

은 1000ℓ이어서 설공서 요건을 만족하나, 설계압력이 5bar인 전기온수기의 몸체에 대한 

내압시험을 3㎏/㎠에서 실시함으로써 설공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재시험하도록 요구

하 음(지적). 이에 대하여 수검자는 전기온수기의 몸체에 대한 내압시험을 5 ㎏/㎠에서 

재수행하 으므로 시정조치결과가 적합하다.

        ◎ 탈염수 공급계통의 승압펌프 및 가압탱크

         o 승압펌프의 설계양정 2.2bar는 만족되었으나, 승압펌프의 유량이 100ℓ/m인 

펌프 2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량이 50ℓ/m인 펌프 2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유량이 100ℓ/m인 펌프 2대로 재시공하도록 요구하 음(지적). 이에 대하여 수검자는 유

량이 100ℓ/m인 승압펌프 2대를 재설치하 으므로 시정조치결과가 만족하 다.

         o 가압탱크의 재료시험성적서와 내압 시험성적서를 통하여 용량(요건 : 60ℓ)과 

내압시험(시험압력: 10bar)이 설공서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

        ◎ 냉각수공급계통의 팽창탱크, 순환펌프, 냉각탑

         o 팽창탱크의 재질은 스테인레스강 (STS304 3t plate)이고, 내압시험은 대기압

으로 충수하여 24시간 유지하여 누설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 다. 그러나 탱크의 내

용적이 0.16m3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용량은 0.1439m3로 제작됨으로써 설계용량을 

만족하지 못하여 재시공하도록 요구하 음(지적). 이에 대하여 수검자는 탱크의 용량을 

0.16m3가 되도록 다시 제작하 으므로 시정조치결과가 적합하 다.

         o 순환펌프는 설계유량 12.6m3/hr과 설계양정 3.5bar를 만족하는 100%의 성능을 

가진 펌프 2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o 냉각탑(DHCE-20)은 설계용량 210ℓ/min과 온도조건(입구온도:35℃, 출구온도 

30℃)을 만족하는 1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난방용 증기공급계통의 응축수회수펌프

         o 응축수회수용으로 응축수회수펌프의 설계용량이 3486ℓ/min이고 수직양정이 

10m인 펌프가 설치되어 있고, 수압시험, 작동시험, 기 시험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구매

사양을 만족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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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목 구분 지적 및 권고 내용 시정조치 요구내용

 o 부대설비 

  (유틸리티

   공급)

지적
ㅇ부대설비 일부기기 제작 및 시공 불만족

  1. 하나로 연구로 핵연료가공시설의 부

대시설에 대한 시설검사 결과, 탈염수 

공급계통에 승압펌프 100%(유량:100

ℓ/m) 2대가 설치되어야 하나, 승압

펌프 50%(유량:50ℓ/m) 2대가 설치되

어 있음. 

 2. 전기온수기의 용기의 설계압력이 

5bar이나, 내압시험을 3Kg/cm
2
으

로 수행하 음.

 3. 팽창탱크의 설계용량이 0.16 m
3
이

나, 실제용량은 143.9ℓ로 설계용

량을 만족하지 못함.

 - 지적근거 및 설계 

및 공사방법에 관

한 설명서의 요건

과 일치하도록 재

시험 및 재시공하

고 관련서류를 제

출할 것.

    (시정조치 완료)

    (3) 기계설비 분야 (기계해석)

      가) 핵 연료봉 가공시설

        o 핵연료가공시설에서 주요한 공정은 봉단삽입, 동심압출, 봉단가공, 봉단마개의 

전자빔 용접공정이 있으며, 검사는 주요설비인 칩가공기, 교정기, 동심압출기, 전자빔용접

기가 관련설계요건과 일치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 다.

        o 칩가공기 및 교정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장비로 제작기록을 설계요건과 비교 검

토한 결과 관련요건에 충족하 으며, 동심압출기는 신규로 설치된 장비임에도 기존장비의 

설계사양이 기술되어 추후 변경신청을 하 으며 점검결과 관련요건을 충족하 음. 전자빔

용접기는 Rotary Drive, 진공도 및 에너지 소비율이 설비의 제작사양이 아닌 운전조건을 

설계요건으로 반  되어있어 추후 변경신청을 하 으며 점검결과 관련요건을 충족하 다.

    나) 환기시설

        환기시설의 설치상태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기록, 성능시험결과 및 현

장을 확인한 결과, 환기시설의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결과가 관련 규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지적사항을 발행하 으며, 이에 대한 사업자의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

    다) 검사시설

        핵연료 제조시설의 검사시설을 현장 확인한 결과, ECT, X-ray 투과장치 등 각종 

검사장비가 적합하게 설치되었으나, 감마스캐닝 장비는 제작업체에서 보수작업중이며 ‘03. 

7월 중순경에 완료 예정이므로 검사시설에 대한 성능 점검은 ’03. 7월 중순이후에야 완료

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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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부대시설중 크레인 

        핵연료 제조시설의 크레인(3 ton), 시범핵연료 조립실의 크레인(2ton),  개량금속

실의 크레인(2ton) 및 건식정련실의 크레인(2ton)의 설치상태 및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치기록, 성능시험결과 및 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의 설치상태 및 성능시험결과가 관

련 규정의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 다. 

 검사항목 구분 지적 및 권고 내용 시정조치 요구내용

 o 환기시설 지적
ㅇ공기조화계통 관련 덕트 및 하우징의 

제작 부적합

1. 설계 및 공사방법 설명서 제XII장 

D항 1.8.2절에는 “(4) 모든 덕트

히터, 제어장치, 베인이 부착된 

엘보, 풍량조절댐퍼, 분기구, 팬, 

프레넘 및 분리밸브의 전단, 후단

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유지보

수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현재 관련 덕트

에는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

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

2. 또한, 1.8.2절에는 “(5) 덕트와 케

이싱에는 시험 및 점검을 위하여 

시험구(test hole)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험구에는 공장조립품으로

써 기 성과 내부식성이며, 나사

머리 및 가스켓을 갖춘 피팅

(fitting)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DOP 

test 등과 같은 시험수행으로 덕

트에 임의로 시험홀을 뚫고 테이

프를 붙여 덕트 제작 및 설치 관

련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

3. ANSI N509의 5.6.2,(b)에는 하우

징은 기기의 각 뱅크사이에 조명

을 갖추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

으나, Exhaust ACU M557 및 

M556 하우징은 내부 조명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

 1. 설계공사승인서에 기술

된 내용에 따라 관련 

덕트에 점검구 및 시험

구를 설치한 후, 덕트 

누설시험을 수행할 것.

 2. ANSI N509 요건에 따

라 Exhaust ACU 

M557 및 M556에 조명

시설을 갖출 것. 

 3. 상기와 같이 설계공사

승인서의 내용과 환기

설비가 일치하지 않는 

유사 사례를 조사하고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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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금속재료 분야(금속재료)

    가) 성형시설

        성형시설은 원심분무 분말가공장치를 사용해 분말을 가공하는 핵연료 분말 가공

공정과 진공(5×10-3) 튜브 열처리로에서 800℃에서 6시간을 열처리하는 열처리공정과 혼

합장치, 분말압분기를 사용해 핵연료의 심 가공공정이 있으며 주요설비인 원심분무장치는 

용탕가열최고온도, 1회 최대 분말가공량, 진공도, 출탕방법 등 원심분무장치의 설계사양과 

일치함을 확인하 으며 진공(5×10-3) 튜브 열처리로는 내부 및 외부규격, 전원, 진공도, 온

도제어방식 등 열처리로의 설계사양과 일치함을 확인하 음. 또한 심 가공공정 장치인 혼

합장치는 형식, 회전속도, 용량을 확인 하 으며 분말 압분기는 가압능력, 규격, 최고압력 

등 설계사양과 일치함을 확인하 다.

    나) 조립시설

        조립시설의 주요공정은 조립이 완료된 집합체를 Grapple head와  Grapple head 

lock을 TIG로 용접하는 공정과 용접후 집합체를 세척하는 공정이 있으며 주요설비인 용

접기와 세척조가 관련 설계요건과 일치하게 설치되었나를 확인하 다. TIG용접기는 사용

전압, 사용전류 및 용접전류 등 용접기의 설계사양과 일치함을 확인하 으며 세척조는 모

델번호, 사용전압, 초음파출력, 초음파 주파수 및 히터의 용량이 세척조의 설계사양과 일

치함을 확인하 다.

  (5) 계측제어 및 전기 분야(계측제어) 

    가) 계측 및 제어시설

        유틸리티 계통 및 공기조화 계통의 운전상태를 감시 및 제어하는 제어실의 제어

반 및 현장 계기의 설치 상태와 기능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설계내용에 맞게 적절히 

설치되고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 다.  

    나) 비상전원공급시설

        비상전원 공급시설인 비상디젤발전기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에 대하여 시

설과 성능 검사를 수행한 결과, 전반적으로 시설의 설치가 관련요건에 따라 양호하게 이

루어졌으며, 각 설비의 성능도 시험결과 설계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하 다. 다만, 비상디젤

발전기로부터 전동기 제어반으로 가는 케이블의 경우, 전력케이블과 제어케이블의 이격이 

미흡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하 다(지적). 이에 대하여 수검자는 해당 전력케이블과 제어케

이블의 이격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여 제어케이블을 분리 포설

하 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설계확인, 시공관리 및 검사를 이중으로 철저히 시행할 예정

이므로 시정조치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하 다.

    다) 부대시설중 전력계통 

        6.6kV 스위치 기어,  6.6kV/440V 변압기, 6.6kV/220V 변압기, 6.6 kV/208∼12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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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load centers, distribution panels, 440V MCC 및 220V/209V 배선용 차단기반 등

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설치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 다. 또한, 이들 설비의 성능과 시설

의 불의의 사고로부터 각 계통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보호장치 및 연동제어 장치의 기능

도 적절함을 확인하 다. 

검사항목 구분 지적 및 권고 내용 시정조치 요구내용

o 비상전원공급 

시설 점검
지적

o 전력케이블과 제어케이블 설치 미흡

- 케이블을 설치할 때, 제어케이블과 전력

케이블은 상호 이격을 유지하거나 분리

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상디젤

발전기로부터 전동기 제어반으로 가는 

케이블의 경우, 제어케이블과 전력케이

블이 같은 트레이에 포설되어 있어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

- 하나의 트레이에 

같이 포설되어 

있는 전력케이블

과 제어케이블에 

대해서 이격요건

을 만족하도록 

조치할 것.

   (시정조치 완료)

  (6) 방사선 및 폐기물 관리 분야 (방사선평가)

    가)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

        방사성폐기물 처리 및 저장시설 관련 탱크, 배관 및 바닥설비에 대한 검사결과 

관련 세부항목에 대한 점검 및 시험이 만족하게 수행되었으며, 설치상태도 관련 요건에 

만족되었다.  

    나) 방사선관리시설

        공기오염 및 지역방사선 감시계통과 출입감시설비에 대한 검사결과 관련 세부항

목에 대한 점검 및 시험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설치상태도 관련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

하 다.

    다) 환기시설 (여과기 성능 점검)

        환기설비 여과기군 설치상태 확인을 위한 육안검사 여과기군 여과기 성능유지를 

위한 공기분배시험 및 차압시험은 관련 설치요건 및 기술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고 

시험되어 그 건전성이 만족됨을 확인하 으며, HEPA 필터 누설시험도 관련 기술기준에 

충족되었음을 확인하 다. 

  (7) 환경방사선/능 감시 분야 (환경방사능평가)

    가) 환경방사선/능 감시 

      o 과기부고시 제 2001-25호에 의거 수립한 자체감시계획에 따라 하나로 핵연료 변

환 시설의 본격 가동에 대비하고 있으나 현 자체감시계획은 현행 원자력연구소 내 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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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복합적인 원자력 이용 시설에 대한 각 해당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환경감시 계획

이 반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감시 계획에 당해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독

립적인 감시 프로그램을 운용할 것을 권고하 다. 

      o 고정용 환경방사선감시기 및 방사능 계측기는 건전성 및 성능을 유지하고 있고 

환경방사능 분석은 관련 요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o 하나로 핵연료 변환 시설의 본격 가동에 따른 환경 감시 및 분석 절차서가 대부

분 구비되어 있으나 우라늄 핵종에 대한 감시계획이 기존 환경방사선/능 조사계획서에 반

되어 있지 않아 우라늄 동위원소 분석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 고 공기 필터 시료에 대

한 전알파/전베타 효율 보정 절차가 기존 절차서에 없어 현행 절차서의 보완을 권고하

다.

      o 기존의 토양시료 채취지점 중 ‘하나로 22’ 지점이 공사로 인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토양이 교란되지 않은 지점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 다. 

      o 종합적인 점검결과, 하나로 핵연료 변환 시설에 대한 환경방사선/능 관리는 대부

분 관련요건을 만족하고 있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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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항목 구분 지적 및 권고 내용 시정조치 요구내용

 o 환경방사선

/능 감시

권고

권고

ㅇ방사선환경조사계획서 및 방사능분석 

절차서 개정 권고

 - 연구로용 핵연료 가공시설의 주 사

용 핵종인 우라늄 핵종에 대한 감

시계획이 기존 방사선환경조사 계

획서 내에 반 되지 않았음.  

 - 가공시설 공사로 인해 기존 계획서

상의 시료 채취지점이 일부 교란되

어 시설 가동에 의한 누적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시료 채취지점으로 

부적절하 음.

 - 기존 절차서에서 Air Filter 에 대한 

효율 보정절차가 누락되어 있음.

ㅇ방사선환경감시 프로그램 운용에 대

한 권고

 - 현재 원자력연구소 부지 내에 가동

중인 연구용 원자로(하나로) 및 연

구로용 핵연료 가공시설,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 방사성폐기물 소

각시설 등의 복합적인 원자력 이용 

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 조사계획

이 수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각 

해당 시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환경감시 계획이 반 되어 있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핵연료 가공시설 주변의 

표층 토양 2개 지점(년

2회) 및 지하수 1개 지

점 (분기 1회)에 대하여 

우라늄 동위원소 

(238U, 235U, 234U)의 

분석을 추가 할 것.

 - 하나로 22 토양 채취 지

점을 가공시설 주변의 

토양이 교란되지 않은 

지점으로 변경할 것.

 - 기존 절차서중 air filter

에 대한 전알파 및 전

베타 효율보정 절차를  

현행 절차서에 추가할 

것

 - 방사선 환경감시 조사계

획에 당해 시설별 특성

을 고려한 독립적인 프

로그램을 운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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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핵연료기술개발설비 건설 사업은 하나로 핵연료 국산화 및 첨단 핵연료기술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시설 확보의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연구로용 핵연료제조시설, 첨단 핵연료기술

개발 시설 및 사무시설 3개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연구로용 핵연료제조시설과 첨단 핵연료연구시설은 원자력법령에 따라 설계 및 시공하

여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설 사용 전 검사를 수행하 으며, 또한 건축물 인허가도 수행하

여 핵연료제조 및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완공하 다.

  연구로용 핵연료제조시설의 설계 자료는 원자력연료(주)의 건설 자료를 참고하 으며, 

첨단핵연료연구시설의 설계 자료는 사용자그룹의 의견을 반 하여 각 실험실의 특성을 고

려하여 건설하 다. 특히 원자력연료(주) 건설 자료 중 각 실의 환기횟수 및 차압조건은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첨단 핵연료연구시설의 설계 및 건설과정에서 사용자 그룹이 

제공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하여 1) 실험실 연구기기에 공급되는 전기 용량 및 냉각수 용

량 변경 2) 실험실 환기량 변경(TAB 수정) 3) 가스공급설비에서 고압가스 및 추가가스배

관 등의 설계변경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본 건설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각 종 유틸리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조사 

   2) Zone 구분에 따른 환기 방법 및 기 성에 대한 중분한 검토

   3) 기계실 공간 충분히 확보

   4) 방사선 관리구역의 통제실과 공용시설 통제실의 통합

   5)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구 이중문 설치 검토

   6) 방사선 관리구역의 환기설비 기계실 지하에 배치 검토

   7) 전기실 배전반 상부 배수배관 개선 필요

   8) 장비 drain 배관에 결로 방지를 위한 보온 검토

   9) 실간 차압 측정을 위한 차압계 설치위치 및 수량 확보 등

  본 기술보고서는 핵연료제조시설, 핵연료취급연구시설 등의 원자력시설의 설계 및 시공

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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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es

1. 도면

  1) 건축 및 토목

NO DWG NO
REV. 

NO
DESCRIPTION REMARKS

1 FRF-DE-DW-A-100 0  SITE PLOT PLAN

2 FRF-DE-DW-A-101 0  BASEMENT FLOOR PLAN

3 FRF-DE-DW-A-102 0  FIRST FLOOR PLAN

4 FRF-DE-DW-A-103 0  SECOND FLOOR PLAN

5 FRF-DE-DW-A-104 0  THIRD FLOOR PLAN

6 FRF-DE-DW-A-105 0  ROOF FLOOR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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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 및 HVAC

NO DWG NO
REV. 

NO
DESCRIPTION

REMARK

S

1 FRF-DE-DW-M-001 0  SYMBOLS AND LEGEND(1/2)

2 FRF-DE-DW-M-002 0  SYMBOLS AND LEGEND(2/2)

3 FRF-DE-DW-M-010 0
 HYDROGEN DAS SUPPLY 

SYSTEM(1/1)

4 FRF-DE-DW-M-011 0
 NITROGEN GAS SUPPLY 

SYSTEM(1/1)

5 FRF-DE-DW-M-012 0  ARGON GAS SUPPLY SYSTEM(1/2)

6 FRF-DE-DW-M-013 0  ARGON GAS SUPPLY SYSTEM(1/2)

7 FRF-DE-DW-M-014 0  HELIUM GAS SUPPLY SYSTEM(1/1)

8 FRF-DE-DW-M-015 0
 FORMING GAS SUPPLY 

SYSTEM(1/1)

9 FRF-DE-DW-M-016 0
 COMPRESSED AIR SUPPLY 

SYSTEM(1/1)

10 FRF-DE-DW-M-020 0
 POTABLE(HOT) WATER SUPPLY 

SYSTEM(1/1)

11 FRF-DE-DW-M-021 0
 DEMINERALIZED WATER SUPPLY 

SYSTEM(1/1)

12 FRF-DE-DW-M-022 0  COOLING WATER SYSTEM(1/1)

13 FRF-DE-DW-M-030 0  HVAC SYSTEM(1/3)

14 FRF-DE-DW-M-031 0  HVAC SYSTEM(2/3)

15 FRF-DE-DW-M-032 0  HVAC SYSTEM(3/3)

16 FRF-DE-DW-M-040 0  STEAM SUPPLY SYSTEM(1/1)

17 FRF-DE-DW-M-050 0  FIRE PROTECTION SYSTEM(1/1)

18 FRF-DE-DW-M-060 0  LIQUID RADWASTE SYSTE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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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 및 계장

NO DWG NO
REV. 

NO
DESCRIPTION

REMARK

S

1 FRF-DE-DW-E-102 2  One Line Dia.

2 FRF-DE-DW-E-103 2  One Line Dia. 6.6KV SWGEAR

3 FRF-DE-DW-E-104 2  One Line Dia. 440V Load Center LC-02

4 FRF-DE-DW-E-105 2  One Line Dia. 440V MCC 01E

5 FRF-DE-DW-E-106 2  One Line Dia. 440V MCC 01N

6 FRF-DE-DW-E-107 2  One Line Dia. 440V MCC 02N

7 FRF-DE-DW-E-108 2  One Line Dia. 220V Load Center

8 FRF-DE-DW-E-109 2
 One Line Dia. 220V MCCB Panel 

MCP-01

9 FRF-DE-DW-E-110 2
 One Line Dia. 220V MCCB Panel 

MCP-02

10 FRF-DE-DW-E-111 2  One Line Dia. 220V Load Center LC-03

11 FRF-DE-DW-E-112 2
 One Line Dia. 220V MCCB Panel 

MCP-03

12 FRF-DE-DW-E-113 2
 One Line Dia. 220V MCCB Panel 

MCP-04

13 FRF-DE-DW-E-114 2  One Line Dia. 208V Load Center LC-04

14 FRF-DE-DW-E-115 2
 One Line Dia. 208V MCCB Panel 

MCP-05

15 FRF-DE-DW-E-116 2
 One Line Dia. 208V MCCB Panel 

MCP-06

16 FRF-DE-DW-E-117 2  One Line Dia. 208V Load Center LC-05

17 FRF-DE-DW-E-118 2
 One Line Dia. 208V MCCB Panel 

MCP-07

18 FRF-DE-DW-E-119 2
 One Line Dia. 208V MCCB Panel 

MCP-08

19 FRF-DE-DW-E-120 2  One Line Dia. Emergency D/G

20 FRF-DE-DW-E-121 2  One Line Dia. UPS

21
FRF-DE-DW-E-121

-1
2  One Line Dia. UPS

22 FRF-DE-DW-E-122 2
 One Line Dia. DC 110V BATT. & 

Cha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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