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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하나로 ST3 차폐체 개발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중성자 빔을 이용한 자성체, 비정질, 고분자 

등의 다양한 박막 시료의 구조 해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성자 

빔의 연구 동향에 부응하고 국내 연구 기반을 확 하기 위하여 하나로 ST3 

수평공에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중성자 분광장치의 설치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중성자 빔 인출 및 시료 

위치에서의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차폐체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나로 ST3 수평공에 설치할 차폐체를 자체 설계 및 

제작하고 정밀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REF 등의 중성자 분광장치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로 ST3 수평공의 조건을 고려한 

차폐체의 설계, 제작 및 정밀 설치 방법이 확립되어야 하며 중성자 빔 

배치를 고려하여 최적의 빔 통로 및 빔 채널의 제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차폐체 외부에서의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BGU(Beam Gate 

Unit), 신속셔터, 외부차폐도어 등의 보조 장비의 개발이 필요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ST3 차폐체의 설계 

나. ST3 차폐체 거푸집의 제작 및 품질 검사 

다. ST3 차폐체 거푸집의 충진 및 도색 

라. ST3 차폐체의 설치 및 설치 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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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사 중성자 빔 개폐용 보조 장비 제작 개발  

 

IV. 연구개발결과  

 

하나로 ST3 수평공의 조건을 고려하여 총 14개의 블록으로 구성되는 

ST3 차폐체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ST3 차폐체 거푸집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차폐체 거푸집의 조립 및 품질 검사를 통하여 중성자 빔 통로, 빔 

채널 등의 제작 및 설치 방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차폐체 거푸집에 총 

70톤의 중콘크리트를 충진하였으며 일부 거푸집에 납주괴 및 B4C 분말을 

에폭시 수지에 섞어 가공한 PE를 충진하여 차폐 성능을 향상하였다. ST3 

차폐체의 평균 충진 밀도는 4.7g/cm3로 중성자 및 감마선을 효과적으로 

차폐할 수 있어 차폐체 외부에서의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수준이다. 이러한 

ST3 차폐체를 하나로 ST3 수평공 바닥에 설치하기 위한 설치 절차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폐체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우선 바닥차폐체는 

ST3 수평공의 빔 중심선에 하여 최  +0.5mm(ST2 수평공 방향) 정도로 

정밀 설치되었다. 또한 REF 43, 80deg 빔 채널은 그 중심이 폭 방향은 최  

0.4mm, 높이 방향은 최  3.5mm의 정도로 설치되었으며 고중성자속 

중성자 분말회절장치(HIPD)용 빔 채널의 경우 그 중심이 폭 방향은 2.0mm, 

높이 방향은 4.0mm의 정도로 설치되어 차폐체 외부로의 필요한 제원의 

빔을 효과적으로 인출할 수 있다. 또한 입사 중성자 빔의 효과적인 개폐를 

위한 수직 구동형 BGU(Beam Gate Unit)와 5 기압의 공압으로 구동되는 

신속셔터, 외부차폐 도어 등의 보조 장비를 자체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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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 사항  

 

개발 완료한 ST3 차폐체를 이용하여 REF 및 HIPD 등의 중성자 

분광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고품질의 중성자 빔을 인출하고 시료 위치에서의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ST3 차폐체의 개발 과정에서 

습득한 차폐체의 설계, 제작 및 설치 기술과 보조 장비들의 개발 경험은 

향후 유사한 기능을 갖는 중성자 분광장치용 차폐체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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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V.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HANARO ST3 Shied  

 

V.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At recent, the requirement of structure analysis for various 

materials such as magnetic, amorphous and polymer has been increased at the 

home and abroad. In order to meet the trend of neutron beam research and 

enlarge the basis of domestic research, reflectometer(REF) is under 

development at the ST3 beam port of HANARO. To do this, it is essential to 

develop the shield for the extraction of high quality neutron beam and safe 

work at the sample posi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design,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of the shield for ourself. Therefore, the method of design, 

fabrication and accurate installation for shield should be established. 

Also, the optimal dimension of beam path and channel considering neutron 

beam geometry should be obtained. Also, ancillary equipments for the 

effective opening and closing of neutron beam to obtain safety in the course 

of working at outside of shield.   

 

V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A. Design of ST3 shield 

B. Fabrication and quality inspection of ST3 shield casemate 

C. Heavy concrete filling and coloring of ST3 shield casemate 

D. Evaluation of installation accuracy of ST3 sh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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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evelopment of ancillary equipment for the opening and closing of neutron 

beam  

 

IV. Result of the Project  

 

In consideration of ST3 beam port of HANARO, we designed the ST3 shield 

composed of 14 blocks and fabricated ST3 shield casemate. Through the 

assembly and quality test of the shield casemate, we established the method 

of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for neutron beam path and channel. Also, 

we filled the shield casemate with heavy concrete of 70 ton. In order to 

increase shield capacity, we filled some shield casemate with lead ingot 

and polyethylene that mixed B4C powder and epoxy.  The average density of 

the filled heavy concrete was 4.7g/cm3, which can protect neutron and gamma 

ray effectively. Therefore, it is possible to work at the sample position 

safely. We wrote the procedure to install the ST3 shield at the ST3 beam 

port and installed it on the basis of the procedure. At first, bottom shield 

was installed with +0.5mm accuracy to the beam center of ST3 beam port. In 

the REF 43deg and 80deg beam channel, those were installed precisely, 

accuracy of 0.4mm(width) and 3.5mm(height), respectively. Also, the beam 

channel of high intensity powder diffractometer(HIPD) 90deg was installed 

successfully, accuracy of 2.0mm(width) and 4.0mm(height).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extraction of neutron beam to meet the requirement of neutron 

spectrometer to the outside of shield is possible. Also, we developed 

ancillary equipment such as beam gate unit(BGU, vertical type), quick 

shutter and exterior shield door for the effective opening and closing of 

neu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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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Future Plan 

 

Owing to the developed ST3 shield, it is expected that high quality 

neutron beam for neutron spectrometer such as REF and HIPD can be extracted 

and safety in the course of working at outside of shield can be obtained. 

The acquired technique of design, fabrication and installation and the 

experience of ancillary equipment development can be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shield for the other neutron spectrometer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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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지난 1995년 2월 첫 임계에 도달한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 국내 유일의 중성자원이다. 이 하나로에는 7개의 수평공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고분해능 중성자 분말회절장치(HRPD, ST2), 4축 중성자 단결정 

회절장치(FCD, ST2), 중성자 투과 비파괴 검사장치(NRF) 및 중성자 소각산란 

분광장치(SANS, CN) 등이 설치되어 중성자를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재료 구조 

해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선진 연구소에서는 자성체, 비정질, 고분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박막 

시료에 한 구조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편극 중성자를 이용한 

스핀트로닉스 박막, GMR 박막, 중성자 슈퍼 미러 등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관련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의 중성자 빔 이용 

동향에 부응하고 국내 연구 기반을 확 하기 위하여 하나로 ST3 수평공에도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의 설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보다 폭 넓은 

분야의 중성자 빔 이용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하나로 수평공에 중성자 분광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시료측정에 필요한 고품질의 단색 중성자 빔이 인출되어야 하며 시료 위치에서 

안전한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하나로 수평공의 리세스 구조 및 입사 

중성자속의 강도 및 크기 등의 원자로 성능을 고려한 차폐체가 개발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ST3 차폐체를 자체 설계 제작하고 ST3 수평공 

바닥에 성공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고중성자속 중성자 

회절장치(HIPD) 등의 중성자 분광장치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ST3 차폐체의 개발과정에서 하나로 ST3 수평공의 조건을 고려한 

차폐체 블록의 설계, 제작 및 정렬 방법, 입사 중성자 빔 배치를 고려한 빔 통로 

및 빔 채널의 설계, 제작 및 정밀 설치, 차폐체 거푸집의 효과적인 차폐재료의 

충진 방법 등에 한 기술을 습득하였다. 또한 입사 중성자 빔의 효과적인 

개폐를 위한 BGU(Beam Gate Unit), 신속셔터, 외부 차폐도어 등의 보조 장비의 

설계, 제작 및 설치 방법 등에 한 상세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기능을 갖는 차폐체의 자체 설계, 제작 및 설치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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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ST3 차폐체 개념설계 

 

제 1절 ST3 차폐체 개념설정 

 

ST3 차폐체의 1차 개념설계에서 차폐체는 주로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설계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2.1). 우선 차폐체의 전체크기는 2600mm(W)×2700mm(L) 으로  바닥차폐체(1), 

전단차폐체(1), 중앙차폐체(1), 측면차폐체(2), 후단차폐체(1), 차폐플러그(1), 

상부차폐체(1) 등 8개의 차폐블록으로 구성하고 2θM=45deg 의 단일 빔 채널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각 차폐블럭의 결합부위에는 100~200mm의 턱을 두어 

효과적인 차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1차 개념설계에 이어 ST3 수평공의 

빔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ST3 차폐체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ST3 차폐체는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 고중성자속 중성자 분말회절장치(HIPD), Double Crystal 

Diffractometer(DCD) 등의 중성자 분광장치의 이용과 함께 일부 시료의 중성자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본 방침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보다 

자세한 개념설계를 진행하였으며 우선 2차 개념설계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 ST3 차폐체는 HIPD, REF, DCD 등의 여러 중성자 분광장치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분광장치는 ST3 수평공 바닥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각 분광장치의 단색기 구동장치가 HIPD, REF, DCD 순서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 차폐체 전면에 수직조사공을 두어 일부 시료의 중성자 조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 차폐체의 전체 크기는 2100mm(W)×4200mm(L)×2500mm(H) 로 한다.  

• HIPD 및 REF 단색기 구동장치의 설치공간은 각각 직경 500mm의 

원통형으로 하고 DCD 단색기 구동장치의 설치 공간은 

500mm(W)×700mm(L)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 그림 2.2와 같이 HIPD, REF, DCD 등의 단색기 구동장치의 유지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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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3개의 수평차폐플러그를 차폐체 좌, 우측에 장전할 수 있도록 하며 

차폐체 상부에도 수직차폐플러그 3개를 둔다. 

• 수평차폐플러그의 전단은 직경 450mm, 후단은 직경 550mm로 하며 

HRPD용 mobile elevator로 장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 ST3 차폐체의 빔 채널은 REF의 경우 2θM=45deg, 90deg로 하며 HIPD는 

2θM= 90deg 로 한다. 

• 그림 2.3에서와 같이 직진 빔 방향으로 길이 620mm인 BGU(Beam Gate 

Unit)를 차폐체 전단에 두어 ST3 수평공 전면의 회전셔터를 통과하는 

빔이 필요에 따라 개폐되도록 한다.  

 

앞서의 2차 개념설계를 수정 보완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 

결정하여 3차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그림 2.4-2.6). 이러한 3차 개념설계 

초기에 검토 결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차폐체의 외부표면에서 누설 방사선량이 1.25 mrem/hr 이하가 되어야 

하고 차폐체의 설치 및 해체가 용이하여야 하며 차폐체 내부의 단색기 

구동장치의 유지 보수가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차폐체의 크기는 2100mm(W)×4430mm(L)×2260mm(H)로 하며 총 

14개의 블록으로 구성한다.  

• 차폐 블럭의 두께는 입사 빔에 하여 모든 방향으로 800mm 이상이 

되도록 하며 각 차폐블록의 결합부위는 100mm의 턱을 갖도록 한다.  

• 차폐 블럭중 REF 및 HIPD의 빔 채널이 위치하는 좌, 우측면부차폐체에는 

단색기 구동장치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수평차폐플러그 장전 홀을 둔다.  

• 직진빔차폐플러그에는 직진 빔 이용실험이 가능하도록 빔인출플러그홀을 

두어야 하며 이러한 플러그 홀에 장전할 보조차폐플러그를 두어야 한다.  

• 바닥차폐체는 두께 500mm로 밀도 5.0g/cm3 이상의 중콘크리트 충진시 

고중량이 예상되므로 분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 상부차폐체는 5.0g/cm3의 고밀도의 중콘크리트 충진시 총 21톤에 이르는 

고중량이 예상되므로 차폐체 설치, 해체 및 차폐체 내부 접근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3개의 블록으로 나누며 각 결합부위에 100mm의 턱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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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색기 케이스 철판과 상부차폐체 사이에 상부보조차폐체를 두며 3개의 

블록으로 나눈다.  

• 차폐체 설치 및 해체시에 HIPD, REF 및 DCD 단색기 구동장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바닥차폐체 상부에 단색기 케이스 철판을 두며 그 

내부공간은 500mm(W)×2150mm(L)×1170mm(H)의 직사각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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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ST3 차폐체 구성요소 

앞서의 개념설게에서 논의된 이러한 검토사항에 하여 집중적인 토의를 

거쳐 차폐체 각 구성요소에 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바닥차폐체  

전원케이블의 통로는 각 장치들의 단색기 위치에서 독립적으로 인출하고 

전원케이블 통로에서 비차폐 충진지역으로 향하는 하향통로는 케이블의 인입 및 

인출이 자유롭도록 45deg 의 각도를 갖도록 한다. 또한 바닥차폐체 상부 단색기 

구동장치의 설치를 위한 두께 30mm의 원형철판에는 별도의 케이블 인출용 

홀을 두지 않고 차폐블록의 삽입과 전원케이블의 통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100mm(W)×100mm(H)의 trench를 둔다. 바닥차폐체의 전단은 리세스 

삽입부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그 바닥은 평평하게 하고 리세스차폐체를 ST3 

수평공의 리세스에 밀어넣기 위한 슬롯을 둔다. 이 슬롯의 깊이는 100mm, 

길이는 리세스 삽입부로부터 단색기 케이스 철판 전단까지 이며, 폭은 ST3 

수평공 리세스 폭의 절반 정도인 800mm로 한다. 바닥차폐체 상부의 단색기 

구동장치가 설치되는 바닥은 바닥 높이에 비하여 100mm 높게 하고 바닥높이는 

초기값 500mm에서 450mm로 한다. BGU 구동을 위한 전원케이블은 REF 

측면의 케이블 통로를 이용하여 연결한다. 이를 위하여 단색기 케이스 철판의 

전면 하단에 직경  100mm의 홀을 가공한다. 측면차폐체와 후단부차폐체가 

조립되는 바닥차폐체의 trench 폭이 100 mm를 300~400mm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단색기 케이스 철판 측면에 가공된 바닥차폐체의 trench는 폭 

200mm, 깊이 200mm로 한다. 단색기 케이스 철판이 위치하는 바닥차폐체의 

상부는 1075mm(L)×600mm(W)×20mm(T) 철판 2개를 고정하고, 철판 상부에 

REF 및 HIPD 단색기 구동장치의 설치를 위한 직경 400mm, 두께 30mm의 

철판 구조물을 고정한다. 이 철판 구조물에는 3개의 수평 레벨조정 볼트와 

3개의 고정볼트를 두며 단색기 구동장치와 스페이서와의 결합을 위한 볼트 

6개를 둔다. 또한 바닥철판에는 일정 간격으로 탭홀을 가공하여 향후 빔 통로 

구조물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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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세스차폐체  

리세스차폐체 바닥에는 바닥차폐체 슬롯에 부합하는 턱을 두며 좌, 우 

바닥에는 리세스차폐체를 ST3 수평공의 리세스에 효과적으로 삽입하기 위하여 

PE판을 부착한다. 리세스차폐체의 설치시에 하나로 ST3 수평공 전면의 파이프 

라인들과의 간섭사항으로 인하여 천정크레인의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거더크레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ST3 수평공 바닥공사시 고정판을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전단부차폐체 

전단부차폐체 내부에 지름 580mm인 원통형 BGU가 위치할 수 있도록 직경 

600mm의 원통형 공간을 확보하고 BGU의 높이를 가능한 줄여 워엄기어를 

이용한 BGU의 회전시 중량 부담을 최소로 하여야 한다. 

 

4. BGU(Beam Gate Unit) 

BGU의 제원 및 구동형식을 결정하고 빔 인출 통로의 제원을 결정하였다. 

BGU는 원형의 실린더형으로 높이 540mm, 직경 580mm로 하며 

전단부차폐체의 BGU 설치공간과의 간섭을 고려하여 구동부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BGU의 내부에는 50mm(W)×220mm(H) 제원의 사각형인 단일 슬릿 

콜리메터 빔 통로를 두고 빔 통로 내부에는 borated plastic rubber(BPR)을 부착 

한다. 또한 BGU의 폐쇠부는 120mm(L)×240mm(H)이고 차폐형식은 10mm 

B4C+100mm Pb+400mm PE(B)+100mm Pb+10mm B4C이 되도록 한다. 한편 

BGU 내부에 밀도 5.0g/cm3 중콘크리트 충진시 그 중량이 약 0.9톤에 이르므로 

빔 통로의 개폐를 위한 지지 및 회전구동에 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5. 단색기 케이스 철판 

단색기 구동장치의 보호철판을 원형(HIPD, REF) 및 사각형(DCD)에서 단일 

사각형 단색기 철판으로 변경한다. 단색기 케이스 철판의 측면두께는 20mm로 

하고 빔 채널 위치에는 신속셔터를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효율적인 차폐성능의 

확보를 위하여 철판의 내부에 5mm 두께의 BPR(B4C : 67%)을 부착한다.  

 



7 

6. 측면차폐체 

우측면부차폐체는 기존 로 하며 좌측면부차폐체는 예상중량을 고려하여 

2개의 REF 빔 채널 부분과 HIPD 단색기 구동장치 유지보수용 수평차폐 

플러그가 장전되는 부분을 별도로 하여 차폐 블록을 2 등분 한다.  

 

7. 빔채널의 제원 및 콜리메터 장전방식 

HIPD 및 REF의 빔 채널은 기계 가공한 강재 사각관을 이용하며 내부에 

BPR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REF 빔 채널의 take-off 각도는 초기에 45deg, 

90deg를 고려하였으나 90deg의 경우 이용 중성자의 파장이 4.74Å로 

중성자속의 크기에 문제가 있어 80deg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REF 빔 

채널의 입구(단색화결정방향)의 폭은 20mm(2θM=45deg), 30mm(2θM= 90deg)로 

하며 높이는 단색화결정의 최  높이 200mm와 시료 크기를 고려한 빔 배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REF 빔 채널의 출구(시료방향)의 통로 제원은 향후에 

콜리메터를 장전하여야 하므로 60mm(W)×400mm(L)×220mm(H)로 하고 빔 

채널 출구 방향의 차폐블록에 설치하는 외부 차폐도어는 수동식으로 한다. REF 

및 HIPD의 빔 채널을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내부에 차폐플러그를 

장전하여야 한다. 이 플러그는 빔 채널의 출구방향에서 장전하며 그 크기는 

60mm(W)×400mm(L)×220mm(H)로 한다. REF의 빔 채널의 출구방향의 통로에 

삽입 장전하는 시료 입사빔 제한용 단일슬릿 콜리메터의 제원은 

60mm(W)×350mm(L)×220mm(H)로 한다. 이러한 콜리메터의 측면에 입사빔에 

한 평행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3개의 조정볼트를 설치하고, 통로 내에서 

위치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볼베어링을 전, 후 바닥면에 2개씩 부착한다.  

 

8. 수평차폐플러그 

수평차폐플러그의 제원 및 그 위치를 결정하고 ST3 차폐체의 플러그홀에 

수평차폐플러그의 원활한 장전과 함께 mobile elevator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 플러그 제작시 바퀴 부착을 위한 홈을 미리 가공하고 충진 후 바퀴를 

부착하며 바퀴는 플러그 바닥에서 1~2mm정도 돌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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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bile elevator 구동부와 결합을 위해 플러그 후면 하부에는 중심 간격 

112mm로 M12 탭홀을 가공하며 크레인 이용을 위해 아이볼트용 M24 

탭홀을 가공한다. 또한 플러그 상부에는 크레인 사용을 위한 아이볼트용 

M24 탭홀을 2개 가공하며 무게중심은 고려치 않는다.   

• 측면차폐체의 수평차폐플러그 홀의 아래쪽에는 mobile elevator 플러그 

가이드 전면과의 결합을 위하여 센터간격 436mm로 M16 탭홀이 있어야 

한다. 

• 수평차폐플러그 삽입부와 수평차폐플러그 후면부의 직경은 최  8mm의 

여유 공차를 갖도록 한다.  

• 수평플러그의 직경이 550mm, 600mm인 바퀴의 외각각도는 62.3deg가 

되어야 하고 플러그 후단부 바닥에 각각 4개의 바퀴를 부착한다.   이와 

같이 플러그의 바퀴간 각도를 62.3deg로 할 경우 직경 650mm 플러그의 

mobile elevator 이송 의 접지부는 336mm 이며 직경 600mm 플러그의 

경우는 310mm이다. 

 

9. 빔 스토퍼 

바닥차폐체 상부의 DCD 단색기 구동장치 설치부에 빔스토퍼를 설치한다. 

이러한 빔스토퍼는 중앙의  직진빔 인출 홀이 직진빔차폐플러그의 빔 인출 

플러그 홀과  동심이 되어야 한다. 또한 빔스토퍼의 중앙부위에는 납, BPE 

등으로 차폐하고 좌, 우측면부는 중콘크리트로 충진하여야 한다.  

 

10. 직진빔차폐플러그  

직진빔차폐플러그의 제원과 TOF 및 직진빔인출플러그 홀의 형태와 제원을 

결정하였다. 직진빔차폐플러그의 전단은 길이 300mm, 직경 400mm이고 후단은 

길이 900mm, 직경 550mm이다. 플러그 전단은 Pb 150mm+BPE 150mm로 

차폐를 보강하고 특히 그 전면에 10mm 두께의 BPR을 부착한다. 이러한 

직진빔차폐플러그의 중앙에는 TOF 실험을 위한 플러그 홀을 두며 이 홀은 

전단이 Ø 80mm(D)×370mm(L), 후단이 Ø 100mm(D)×800mm(L) 이다. 앞서의 

TOF 플러그 홀에는 TOF 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강재로 가공한 

차폐플러그를 장전하여야 하며 차폐체 후방에서 빔의 누설을 최소로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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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정밀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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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T3 차폐체 1차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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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ST3 차폐체 2차 개념도(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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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ST3 차폐체 2차 개념도(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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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ST3 차폐체 3차 개념도(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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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ST3 차폐체 3차 개념도(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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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ST3 차폐체 3차 개념도(측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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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ST3 차폐체 기본설계 

 

제 1절 ST3 차폐체 개념설계 수정보완 

 

ST3 차폐체의 개념설계에 이어 각 차폐블록 및 부품구조에 한 검토를 

수행하고 기 수행한 개념 설계를 수정 보완하는 기본설계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설정한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차폐블록 및 부품이 

차폐체의 조립 및 해체시에 간섭이 없어야 한다. 또한 원자로내의 30톤 

천정크레인과 거더크레인을 이용하여 각 차폐체 블록을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ST3 수평공지역의 원자로 벽면과의 간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차폐체의 수정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각각에 한 

검토 작업을 통하여 각 차폐블록에 한  기본설계 도면을 작성하였으며 각 

차폐블럭 및 부품에 한 도면번호와 제품명을 부여하였다(표 3.1, 3.2). 그림 

3.1은 앞서의 수정 보완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 ST3 차폐체의 1차 기본설계 

도면으로 각 차폐체 블록 및 부품에 한 주요 반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단부차폐체를 중앙전단부, 좌측전단부, 우측전단부차폐체 등의 3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직경 580mm의 BGU가 원활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 

• 각 차폐블록에 밀도 5.0 g/cm3의 중콘크리트 충진시 예상중량을 계산하여 

아이볼트의 제원을 결정하였다. 

• 바닥차폐체에서 단색기 구동유니트가 놓이는 바닥의 높이가 측면차폐체가 

놓이는 바닥보다 높으므로 중콘크리트 충진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 중앙전단부차폐체에 BGU가 조립된 후 상부에 10mm 두께의 덮개를 

놓는다. 

• 수평차폐플러그의 장전시 일번측면차폐체(좌측전단부차폐체) 안으로의 돌출 

깊이는 거푸집 내부의 BPR 두께 내부면에 일치하도록 하였다.  

• 단색기 케이스 철판 위의 단색기 구동장치의 케이블 통로는 직경 100~ 

150m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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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빔인출차폐플러그 하부에는 장전용 볼베어링을 2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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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차폐블록의 지지 구조 검토  

 

차폐블록 내의 지지구조는 향후 중콘크리트 충진 및 양생시 변형을 

방지하고 차폐체 설치시에 안전한 설치작업을 위하여 충분히 보강되어야 한다. 

우선 차폐블록 내의 지지구조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그림 3.3과 같이 

삼번우측차폐체 (우측면부차폐체)를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 차폐블록의 외부 형상 제작시 중콘크리트 충진 후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 10mm 철판을 이용한다.  

• 두께 10mm 철판의 경우 절곡도 가능하나 곡률반경이 두께의 3배정도 

이르므로 효과적인 차폐를 위하여 요구되는 정도의 절곡면을 얻을 수 

없으므로 단이 지는 부분은 절곡보다는 용접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두께 6mm의 철판의 경우 절곡도 가능하나 차폐블록의 형상이 복잡하고 

크기가 커서 국내 제작이 어렵다.  

• 제작 공정은 프레임을 짜고 그 위에 철판을 부착하는 것으로 하며 프레임 

제작시 내부보강재도 동시에 고려하여 구성한다. 또한 프레임은 주로 ㄱ 

형강을 이용하며 필요시 ㄷ 형강을 사용한다.  

• 철판과 프레임은 먼저 가접을 한 후 본 용접을 수행하며 용접 전에 철판에 

구멍을 뚫어 그림 3.4와 같이 플러그 용접을 한다. 작업 중에 직진도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지나친 변형을 방지토록 한다.  

• 차폐체의 측면부의 각 면은 연결되지 않은 1장의 철판으로 제작한다.  

• 제관에서 철판의 진직도는 2~3mm/M 정도로 제작시 허용공차를 제시하며 

공차범위 내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수평차폐플러그의 제작시 작은 지름과 큰 지름의 원통 2개를 단차 형태로 

용접하고 동심정도를 갖도록 내부 가공한다.  

• 한면의 철판과 다른 수직한 면의 철판과의 용접은 그림 3.4와 같이 모서리 

용접으로 용접하고 비이드 단면은 적절한 라운드를 갖도록 한다.  

• 빔 채널 등의 용접시 우선 가접을 하여 그 위치를 확보한 다음 본 용접을 

수행한다. 이때 용접부위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 한 서서히 

용접하며 각 부위의 용접부 위치를 분명하게 하여 수행한다.  

• 아이볼트 홀은 상부철판 아래에 단이 지도록 용접하고 아이볼트 측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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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용접살을 주어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수평 및 직진빔 차폐플러그 제작시 변형으로 인한 플러그 홀과의 조립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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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제작관련 사항검토 

 

이와 같이 일부 차폐블록의 효과적인 제작을 위한 검토작업을 마치고 ST3 

차폐체 거푸집의 전반적인 제작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 ST3 차폐체의 최종 조립시 크기는 2100mm(W)x2260mm(H)x 

4200mm(L) 이며 10 여개의 블록으로 구성한다. 

• 각 차폐체 블록은 우선 프레임과 내부보강재를 제작 후 외부 철판을 

용접하여야 한다.  

• 차폐체 거푸집이 밀도 5.0g/cm3 이상의 중콘크리이트 충진시 내, 외부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 중콘크리이트를 충진한 고중량의 차폐체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아이볼트홀의 크기와 위치 등이 설계되어야 한다.  

• 용접 및 중콘크리트 충진 후 변형방지를 위하여 차폐체 블록의 각 면은 

한 개의 철판으로 제작한다.  

• 모든 차폐체 블록의 결합부위는 100mm의 턱을 가져야 한다.  

• 차폐체의 각 모서리는 절곡이 어려울 경우 모서리 용접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그 용접 비이드 단면은 적절한 라운드를 가져야 한다.  

• 차폐체 각 블록의 측면 결합 부위의 제작정도는 다음과 같다. 전단부는 

제작치수(폭방향)-1.5∼2.0mm로 두 블록의 결합시 그 틈이 3∼4mm 

이어야 한다. 후단부는 제작치수(폭방향)-2.5∼3.0mm로 두 블록의 결합시 

그 틈이 5∼6mm 이어야 한다. 또한 100mm 턱 부위는 제작치수 

(두께방향)-2.0∼2.5mm로 두 블록의 결합시 그 틈이 4∼5mm 이어야 

하고 수직방향으로의 제작정도는 1.0∼1.5mm/M의 직진도를 가져야 한다. 

• 각 차폐체의 전후면의 직진도 및 평행도는 3mm/M 이내이어야 한다.  

• 각 차폐체 블록의 상부면에는 중콘크리이트 충진을 위한 충진구와 그 

주변에 공기배출구를 가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충진구의 크기와 위치는 각 

차폐체의 형태를 고려하여 중콘크리이트 충진시 최 한의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차폐체중 바닥차폐체의 리세스 삽입부, 리세스차폐체 및 수평차폐플러그 

등의 일부 차폐체의 경우 제작자는 하나로 현장에서 ST3 수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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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벽 등의 장치 설치지역을 정밀 실측하고 설계 도면을 작성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 전체 차폐체를 제작하고 조립한 상태에서 광원시험결과 불빛이 외부로 

새어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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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절 ST3 차폐체 기본설계 수행 

 

이와 같이 차폐체 거푸집 제작 조건에 맞추어 일부 차폐블록 및 부품들의 

세부 사항에 한 기본설계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 HIPD 및 REF 빔 채널이 위치하는 각 측면차폐체를 바닥차폐체에 설치시  

항상 동일한 위치에 놓여야 하므로 위치 고정을 위한 핀박음 고정부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핀박음 고정부는 향후 측면차폐체 설치시 바닥차폐체 

좌, 우측면의 핀박음 고정부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한다(그림 3.3). 

• 측면차폐체의 mobile elevator 고정 볼트홀과 수평차폐플러그 내부보강재 

형상 및 mobile elevator 부착용 볼트홀 등에 한 설계를 수행하였다. 

• 바닥차폐체는 최  20톤에 가까운 고중량이고 수평단면적이 크므로  

내부보강재 및 아이볼트 위치의 설계시에 많은 고려를 하였다(그림 3.5). 

• 단색기구동유니트 설치판은 실험장치의 설치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그  

두께를 20mm에서 40mm로 하였으며 단색기 케이스 철판은 내부 

폭(540mm)의 크기와 판 두께가 측면차폐체 설치시 충격에 견딜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 리세스차폐체의 빔 통로 내부의 크기를 80mm(W)×134mm(H)에서 

90mm(W)×144mm(H)로 하였으며 내부에 PE를 부착하기로 하였다. 또한 

리세스차폐체 전면의 ST3 회전셔터 blind cover 덮개 부분의 깊이를 

72.3mm에서 82.3mm로하여 리세스차폐체 설치시 간섭이 없도록 

하였으며 리세스차폐체를 원자로 벽의 좌, 우측면에 M24×P3.0 볼트로 

고정할 수 있도록 리세스차폐체의 좌, 우측면에 직경 30mm 관통홀 4개를 

두었다.  

• BGU는 그림 3.6과 같이 트러스트 원통 로울러 베어링과 볼베어링을 

동시에 사용하고 브레이크타입의 기어드 모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근본적으로 BGU는 중하중의 BGU가 회전하는데 따른 

장치의 불안정과 수명 및 보다 효율적인 차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회전형에서 수직개폐형으로 설계를 변경하였다. ST3 차폐체에서 요구되는 

설계요건과 HRPD BGU에 한 자료를 참고하여 그림 3.7과 같은 

수직개폐형 BGU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BGU는 빔 통로(상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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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부(하단)가 수직으로 상하 구동되어 입사 빔을 효과적으로 개폐할 수 

있는 구조이며 빔 통로의 제원은 50mm(W)×180mm(H)이다. 

2번측면차폐체의 빔 채널 내부는 50mm(W)×220mm(H)에서 

50mm(W)×200mm(H)로 수정하였다. 삼번측면차폐는 내부보강재와 아이볼트, 

빔 채널 및 보조차폐문, 수평차폐플러그 설치용 mobile elevator 고정 탭홀, 

설치 위치 고정을 위한 핀박음 고정부 등이 설계되었다. 후단부차폐체는 

직진빔차폐플러그 홀의 크기를 직경 410mm, 560mm에서 450mm, 600mm로 

확장하였다. 수평차폐플러그들은 플러그 전단부의 길이를 375mm에서 200mm로 

폭 줄여 플러그 삽입 및 인출시에 플러그가 앞쪽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크레인 이동을 위한 아이볼트용 탭홀과 mobile elevator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탭홀을 설계하였다. 빔인출차폐플러그는 전, 후단 2개로 

나누었으며 플러그 전면에 전단의 플러그가 적절하게 조립되도록 스토퍼를 

설치하고 인출용 탭홀을 가공하도록 설계하였다. BGU의 효과적인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그림 3.8과 같이 좌측전단부차폐체와 일번측면차폐체를 

결합하여 하나의 차폐체(좌측전단부차폐체)로 하고 삼번측면차폐체 

(좌측면부차폐체)와의 조립부 요철형상을 ┏┛형상에서 ┗┓형상 으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좌, 우측전단부차폐체 사이에 BGU가 놓이며 리세스차폐체와 

BGU 사이에 새로운 수직조사공차폐체가 놓이도록 하였다.  

 

 



23 

 

표 3.1  ST3 차폐체 1차기본 설계 도면 목록(I) 

아이볼트 
순번 

초기 

부품명 
도면번호 부품명 

중량 

(톤) 호칭 수량

1 Base HAN-NP-DW-REF-000524-011 바닥차폐체 18.2 M80*6.0 6 

2 shield-2 HAN-NP-DW-REF-000524-012 리세스차폐체 4.3 M48*5.0 4 

3 shield-3 HAN-NP-DW-REF-000524-013 좌측전단부차폐체 4.0 M48*5.0 4 

4 shield-4 HAN-NP-DW-REF-000524-014 우측전단부차폐체 3.9 M48*5.0 4 

5 shield-5 HAN-NP-DW-REF-000524-015 측면차폐체(1) 3.9 M48*5.0 4 

6 shield-6 HAN-NP-DW-REF-000524-016 측면차폐체(2) 10.2 M64*6.0 6 

7 shield-7 HAN-NP-DW-REF-000524-017 측면차폐체(3) 8.2 M64*6.0 4 

8 shield-8 HAN-NP-DW-REF-000524-018 후단부차폐체 13.2 M80*6.0 4 

9 shield-11 HAN-NP-DW-REF-000524-019 상부보조차폐체(1) 0.9 M24*3.0 8 

10 shield-12 HAN-NP-DW-REF-000524-020 상부보조차폐체(2) 0.6 M24*3.0 4 

11 shield-13 HAN-NP-DW-REF-000524-021 상부보조차폐체(3) 0.8 M24*3.0 4 

12 shield-14 HAN-NP-DW-REF-000524-022 상부차폐체(1) 6.4 M64*6.0 6 

13 shield-15 HAN-NP-DW-REF-000524-023 상부차폐체(2) 4.1 M48*5.0 4 

14 shield-16 HAN-NP-DW-REF-000524-024 상부차폐체(3) 8.5 M64*6.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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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ST3 차폐체 1차 기본설계 도면목록(II) 

순번 도면번호 도면제목 비고 

1 HAN-NP-DW-REF-000830-001 ST3 차폐조립체   

11 HAN-NP-DW-REF-000830-011 바닥차폐체   

12 HAN-NP-DW-REF-000830-012 리세스차폐체   

13 HAN-NP-DW-REF-000830-013 BGU차폐체   

14 HAN-NP-DW-REF-000830-014 좌측전단부차폐체   

15 HAN-NP-DW-REF-000830-015 우측전단부차폐체   

16 HAN-NP-DW-REF-000830-016 일번좌측차폐체    

17 HAN-NP-DW-REF-000830-017 이번우측차폐체    

18 HAN-NP-DW-REF-000830-018 삼번좌측차폐체    

19 HAN-NP-DW-REF-000830-019 빔인출 채널    

20 HAN-NP-DW-REF-000830-020 후단부차폐체   

21 HAN-NP-DW-REF-000830-021 상부전단보조차폐체   

22 HAN-NP-DW-REF-000830-022 상부후단보조차폐체   

23 HAN-NP-DW-REF-000830-023 상부중앙보조차폐체   

24 HAN-NP-DW-REF-000830-024 상부전단차폐체   

25 HAN-NP-DW-REF-000830-025 상부후단차폐체   

26 HAN-NP-DW-REF-000830-026 상부중앙차폐체   

31 HAN-NP-DW-REF-000830-031 BGU조립체   

32 HAN-NP-DW-REF-000830-032 BGU 케이스   

33 HAN-NP-DW-REF-000830-033 BGU 차폐체   

34 HAN-NP-DW-REF-000830-034 BGU 구동부조립체   

37 HAN-NP-DW-REF-000830-037 단색기케이스조립체   

38 HAN-NP-DW-REF-000830-038 단색기케이스   

39 HAN-NP-DW-REF-000830-039 단색기케이스상부덮개   

41 HAN-NP-DW-REF-000830-041 빔스토퍼조립체   

42 HAN-NP-DW-REF-000830-042 빔스토퍼 충전용케이스   

43 HAN-NP-DW-REF-000830-043 빔스토퍼 납차폐체   

44 HAN-NP-DW-REF-000830-044 빔스토퍼 PE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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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HAN-NP-DW-REF-000830-045 빔스토퍼 PE 덮개   

46 HAN-NP-DW-REF-000830-046 빔스토퍼 차폐플러그   

49 HAN-NP-DW-REF-000830-049 NR용 수직차폐플러그   

51 HAN-NP-DW-REF-000830-051 일번수평차폐플러그   

52 HAN-NP-DW-REF-000830-052 이번수평차폐플러그   

53 HAN-NP-DW-REF-000830-053 삼번수평차폐플러그   

56 HAN-NP-DW-REF-000830-056 일번빔 인출 차폐플러그   

57 HAN-NP-DW-REF-000830-057 이번빔 인출 차폐플러그   

58 HAN-NP-DW-REF-000830-058 삼번빔 인출 차폐플러그   

61 HAN-NP-DW-REF-000830-061 직진빔 차폐플러그   

62 HAN-NP-DW-REF-000830-062 직진빔 인출 차폐플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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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ST3 차폐체 1차 기본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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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설계변경된 전단부 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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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삼번측면차폐체 내부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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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용접이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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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바닥차폐체 내부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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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회전형 BGU 기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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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수직개폐형 BGU 기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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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ST3 차폐체 형상개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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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ST3 차폐체 상세설계 및 제작 

 

제 1 절  ST3 차폐체 상세설계 
 

앞서의 ST3 차폐체의 기본설계 요건을 바탕으로 한국차폐기술㈜와 “ST3 

차폐체 거푸집”제작 계약을 하였으며 계약 후 가진 kick-off meeting 에서 ST3 

차폐체에 한 개요설명과 함께 ST3 차폐체 거푸집의 향후 제작 방침을 기술한 

다음과 같은 meeting agenda의 내용을 설명하였다.  

 

Meeting agenda 

• 제작자는 목재를 이용하여 5:1 크기의 Mock-Up을 제작하여야 하며 빔 

채널, 플러그 등 상세한 구조물도 포함하여야 한다.  

• 5mm(t)×2,100mm(W)×4,430mm(L) 납판을 차폐체 납품과 동시에 공급하여 

차폐체 설치시에 바닥차폐체 하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차폐체 제작시 두께 10mm 철판을 사용하고 차폐블록의 측면방향은 모서리 

용접을 수행하며 용접 비이드가 10mm의 라운드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차폐 블록의 조립시 조립부 최 틈새를 5mm 이하로 한다.  

• ST3 수평공의 원자로벽, 리세스 내부 및 회전셔터 blind cover의 외형이 

도면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정밀하게 실측하고 

KAERI와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 Jib 크레인 설치위치는 상부중앙차폐체와 상부후단차폐체에 설치하며 

설치하는 곳의 철판 두께는 30mm로 한다.  

• BGU를 기존의 회전형에서 수직개폐형으로 변경한다. 입사 중성자 빔의 

인출을 위하여 빔의 중심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빔 통로를 두어야 하며 빔 

통로 내부에  PE(B)을 두께 5mm로 부착하여야 한다. 

•  REF용 빔 채널(43deg, 80deg), MRPD용 빔 채널(90deg)을 설계 제작한다. 

• 단색기 케이스 철판은 위 아래가 열린 직육면체로 두께 30mm 철판으로 

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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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셔터를 설치하기 위한 탭홀을 단색기 케이스 철판 내부의 빔 통로 

전단에 가공하고, 외부 차폐도어를 설치하기 위한 탭홀을 측면 차폐체의 빔 

출구에 가공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제작도면 작성시에 KAERI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빔스토퍼의 제원은 500mm(W)×800mm(H)×550mm(L) 이다.  

• 차폐체의 도장은 광명단으로 1차 하도를 제작공장에서 수행하고 차폐체 

충진 작업 후 손상부분에 한 2차 하도 및 상도를 한다.  

 

한국차폐기술㈜ 에서는 앞서의 meeting agenda에 한 KAERI의 설명 후 

차폐체 빔 통로 및 빔 채널의 정렬 방법, 바닥차폐체의 세부구조, BGU의 구조 

등에 한 의문사항을 질의하였다. 앞서의 kick-off meeting 에서의 논의 사항을 

기초로 하여 한국차폐기술㈜에서 ST3 차폐체 거푸집의 제작공정 계획을 

제출하였다(그림 4.1). 이러한 공정 계획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제작기간을 4개월로 하고 제작 공정회의를 한달에 두번씩 갖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제작공정에 따라 우선 ST3 차폐체의 거푸집 제작을 위한 상세 제작설계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제작자 및 KAERI의 각자 의견을 조율하였다. 상세 

제작설계 회의는 총 8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가능한 교차 방문 개최로 제작 

현장의 현황 및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세제작설계 제 2차 회의 

• 철판 두께 6mm, 8mm, 10mm, 길이 1M로 2번 정도 절곡한 시험편을 

R10으로 제작한다.  

• 차폐체 조립시 블록간 틈새는 최  5mm로 한다.  

• 1차 제작설계 도면은 2000년 12월23일까지 제출한다.  

• 내부보강재 및 조립상태 확인 그리고 제작상의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우측전단부차폐체 및 우측면부차폐체를 선 제작한다.  

 

상세제작설계 제 3차 회의 

• 두께 10mm 철판의 절곡 결과 절곡 반지름이 25mm 이상으로 ST3 

차폐체의 제작요건에 크게 부족함을 확인하였으며 용접과 절곡을 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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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협의를 하였으나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두께 6mm의 철판은 절곡에는 문제가 없으나 차폐체 내부 보강재에 철판을 

용접할 때 변형이 우려되었고 절곡부는 6mm 철판을, 용접부는 

10mm철판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실제 작업 및 용접변형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 결론적으로 KAERI와 한국차폐기술㈜는 ST3 차폐체 제작에 있어서 두께 

10mm 철판을 용접작업으로 제작하는 것에 최종 합의를 하였다.  

• KAERI는 한국차폐기술㈜에 BGU를 회전형에서 수직개폐형으로 변경하여 

기본도면을 제공키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좌, 우측전단부차폐체, 좌측면부 

차폐체 그리고 수직조사공차폐체 형상의 일부를 변경하였다.  

• Jib 크레인 설치는 상부중앙차폐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위치는 

HIPD와 REF를 기준으로 하여 서로 엇갈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jib 

크레인을 설치할 차폐체 상부철판의 두께는 30mm 이상으로 하였다. 

• KAERI는 차폐체 블록의 L 형강으로 된 내부보강재에 철판을 용접하는 

기존 방안에 스티프너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상세제작설계 제 4차 회의 

2, 3차 상세제작설계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한국차폐기술㈜는 ST3 차폐체의 제작 설계도면(Rev.0)을 제출하였으며 이들 

도면의 일부 수정 및 보완 사항에 하여 4차 상세 제작설계 회의를 열어 

논의하였다.  

• 바닥차폐체 상부면의 리세스차폐체의 삽입을 위한 부분의 높이는 두께 

100mm를 낮추어 350mm로 한다. 바닥차폐체의 케이블 통로는 케이블이 

원활하게 조립될 수 있는 형상 100mm(L)×200mm(W)로 하고 도금한다. 

단색기 케이스 철판이 놓이는 바닥에 신속셔터의 피스톤 행정거리를 

고려하여 직경 50mm, 깊이 100mm의 홀을 가공한다. KAERI는 

한국차폐기술 ㈜에게 ST3 바닥에 바닥차폐체 고정을 위해 설계 제작된  

브라켓 도면을 제공하였다.  

• 리세스차폐체 전면의 회전셔터 blind cover 삽입 홀의 방향과 이에 따른 

위치 및 직경(1100mm)을 확인하여 리세스차폐체와 상부전단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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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체와의 결합부위에 하여 검토한다. 리세스차폐체가 원자로벽에 

원활하게 조립되기 위하여 PE의 조립부는 설계 로 하며 PE 부착시 차폐체 

자체하중과 미끄러짐을 고려하여 그림 4.2와 같이 3mm 정도 돌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meeting agenda에 기술한 바와 같이 향후 리세스차폐체 제작 

후 설치시에 간섭사항을 피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말에 원자로벽의 

리세스 내부를 실측하기로 하였다.  

• 수직조사공차폐체 바닥은 단이 없고 좌, 우측은 리세스차폐체와 볼트 

결합되므로 육각구멍붙이볼트 자리파기가 정확한 위치에 가공되어야 하며 

상부전단보조 차폐체, 레세스차폐체와의 조립 간섭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수평차폐플러그의 후단부 길이는 플러그의 장전 및 삽입이나 인출시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400mm에서 585mm로 길게 

하였다. 

• 수평차폐플러그 전단에는 KAERI에서 사급하는 두께 5mm BPR을 알루미늄 

링과 카드뮴판 및 접시머리볼트 등을 이용하여 부착토록 하였다.  

• 좌측전단부차폐체와 리세스차폐체와의 상부 결합부위에 발생하는 ∼ 

100mm(W)×200mm(H)×200mm(L)의 공간을 사각 철물로 보충한다. 

좌측전단부차폐체의 형상에 따른 무게중심의 위치를 재검토하여 아이볼트 

홀 1개를 추가하였다. 또한 수평차폐플러그 장전에 필요한 mobile elevator 

설치를 위한 탭홀과 측면차폐체와 바닥차폐체와의 체결용 핀 밖음 고정부를 

설계에 추가하였다. 한편 차폐 재료의 효율적인 충진과 차폐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리세스차폐체, 4개의 측면차폐체, 후단부차폐체 등의 

중콘크리트 충진구를 그림4.3과 같이 상부에서 측면으로 변경하였다.  

• 단색기 케이스 철판 상판 덮개는 가이드를 이용하여 철판 상부에 놓고 

볼트로 고정토록 하였으며 철판 전면을 10mm 절삭하여 두께 10mm의 

B4C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빔 인출 채널의 각도가 43deg 일 

경우 신속셔터 및 외부차폐도어의 설치를 위한 어댑터가 필요함을 

주지하였다.  

• BGU의 개폐시 소요되는 시간을 1분으로 하였으며 폐쇄시의 형상을 

제시하였다.  

• 후단부차폐체와 상부보조차폐체들은 조립상의 간섭을 재검토하여 설계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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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KAERI는 차폐체 불록의 내부구조물 설치시 스티프너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한국차폐기술㈜는 제작은 수용하였으나 도면상의 기술에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 차폐체 설계 도면번호를 KAERI 하나로의 도면번호 분류체계에 맞추어줄 

것을 요구하여 KSRE-NP-REF-A001 형태에서 

HAN-NP-DW-REF-00-A001로 수정하였다.  

 

앞에서의 상세제작설계 4차 회의를 마치고 한국차폐기술㈜의 기술진과 함께 

하나로 ST3 수평공의 차폐도어를 열고 ST3 수평공 리세스 내의 제원에 한 

실측작업을 수행하여 리세스차폐체의 정밀 설계작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그림 

4.4). 상세 제작설계 5차 회의에서는 주로 일부 차폐블록의 아이볼트의 위치 및 

제원과 빔 통로의 형상 등에 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상세 제작설계 5차 회의 

• 차폐체 설치시 우측전단부차폐체는 무게중심에 따른 수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이볼트 홀을 추가로 가공한다.  

• 좌, 우측면부차폐체의 빔 채널은 차폐체 외부에서 볼 때 오른쪽을 넓게 

하여야 한다.  

• 후단부차폐체는 상부후단보조차폐체 및 상부후단차폐체와의 조립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설계한다.  

• 상부보조차폐체는 아이볼트를 M36로 하며 다른 차폐체와의 간섭을 

고려하여 탭홀의 위치를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 상부중앙차폐체의 상판은 향후 jib 크레인의 설치를 고려하여 두께 40mm 

철판을 사용토록 하였다.  

• 단색기 케이스 철판 전면의 직진빔 통로의 크기는 

54mm(W)×184mm(H)로 하고, 철판 좌, 우측면의 90deg, 80deg, 43deg 

빔 홀의 크기는 34mm(W)×204mm(H)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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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RI는 우측면부차폐체에 수평차폐플러그의 장전 및 인출용 탭홀의 제원 

및 위치 등을 추가하여 한국차폐기술㈜에 제공하였다(그림 4.5). 동시에 

신속셔터와 외부차폐도어 설치용 탭홀에 한 사양도 제공하였다. 한국차폐기술 

㈜는 4, 5차 상세제작 설계회의의 결정사항을 고려하여 기 제출된 ST3 차폐체 

제작 설계도면(Rev.0)을 수정한 Rev.1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상세 제작설계 6차 

회의에서는 수정 도면을 검토하고 주로 차폐체 폭방향의 확장에 따른 전체 

형상의 변경을 위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였다. 

 

상세 제작설계 6차 회의 

• 단색기 철판 내부공간 폭을 100mm 더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차폐체의 폭을  

2100mm에서 2200mm로 늘리며 아이볼트는 M80으로 한다. 단색기 철판 

설치를 위한 바닥철판의 상부 폭을 기존의 600mm에서 700mm로 늘리고 

두께 40mm 철판의 BGU 지역까지 M12 탭홀을 가공한다. 또한 바닥차폐체 

상부의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를 위한 알루미늄판의 지름은 400mm에서 

350mm로 한다. 

• 리세스차폐체 바닥의 장전부를 기존의 994mm에서 1094mm로 한다. 또한 

수직조사공차폐체 좌우 외각치수는 빔 중심선을 기준으로 50mm씩 폭을 

증가시키고, 리세스차폐체와의 조립부위는 기존 값을 유지하며 M20 볼트를 

사용하여 리세스차폐체와 결합한다.  

• 우측전단부차폐체 전면부의 돌출길이는 기존의 225mm에서 275mm로 한다. 

우측면부차폐체 빔 채널의 편심 방향은 차폐체 외부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즉 빔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방향으로 3.5mm가 더 

넓어야 한다. 우측면부차폐체 전면의 수평차폐플러그 장전을 위한 M16 

탭홀의 중심은 수평차폐플러그홀 하단보다 11mm 위쪽에 있어야 하고 

우측면부차폐체의 직진빔방향에 한 전체길이는 기존의 2,150 mm에서 

2,250mm로, 후단부차폐체와의 결합 부위 턱은 빔 채널의 간섭방지를 

위해서 100mm에서 200mm로 증가한다. 

• 좌측전단부차폐체 후단 돌출부의 길이는 125mm에서 175mm로 하고 

전면의 수평차폐플러그의 장전을 위한 M16 탭홀의 중심은 수평차폐플러그 

홀 하단보다 11mm 위쪽에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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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면부차폐체 빔채널의 편심방향은 차폐체 외부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즉 빔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방향으로 3.5mm가 더 

넓어야 한다. 차폐체 거푸집의 내부공간이 100mm 증가하여야 하므로 빔  

채널의 인출각도를 고려하여 빔 채널 끝단 설치부의 제원을 재 설정하여야 

한다.  

• 후단부차폐체의 전단부 폭은 2100mm에서 2200mm로, 후단부의 폭은 

1350mm에서 1450mm로, 상부 보조차폐체와의 결합부 폭은 906mm로 

하였다. 후단부차폐체의 총길이는 1150mm로 변동이 없으나 좌,우측면부 

차폐체와의 결합부 턱은 150mm로 하였다.  

• 상부차폐체중에서 상부전단차폐체 전면 하부의 BGU 커버는 깊이 150mm, 

폭 850mm로 한다. 상부전단, 중앙, 후단 차폐체의 상부 폭은 2200mm, 

하부 폭은 794mm에서 894mm로 늘리고, 하부 두께는 조립상의 간섭을 

고려하여 100mm에서 95mm로 줄였다. 상부중앙차폐체의 jib 크레인 

설치부에는 탭홀이 설계되어야 하며 상부후단차폐체 상부경사면에 위치하는 

아이볼트 탭홀은 차폐체를 수평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ST3 수평공 바닥 

기준면과 수직을 이루어야 한다.  

• 상부보조차폐체의 상부 폭은 기존의 794mm에서 894mm로 하며, 하부 

폭은 594mm에서 694mm로 한다. 상부전단보조차폐체의 경우는 BGU 

상부와의 조립시의 간섭을 고려하여야 하며 수직조사공차폐플러그의 장전을 

위한 홀의 지름은 86mm로 한다. 상부중앙보조차폐체의 상부 길이는 

조립상의 간섭 방지를 위해서 950mm에서 945mm로 하부 길이는 

750mm에서 745mm로 한다. 

• 단색기 케이스 철판의 외부 폭은 기존의 590mm에서 690mm로 한다. 

따라서 두께 25mm의 측면철판을 이용하는 경우 그 내부 공간의 폭은 

640mm가 되어야 한다. 단색기 케이스 철판 상,하 바닥에 rib를 두어 

구조를 강화하고, 철판 전면의 케이블 통로는 그 위치를 하단으로 약간 

조정한다.  단색기 케이스 철판 전면의 철판은 두께 30mm를 이용하며 

BGU와 같은 폭으로 깊이 10mm를 절삭하고 두께 10mm의 BPR을 부착할 

수 있도록 탭홀을 가공하여야 한다.  

• 빔스토퍼조립체 상부의 아이볼트홀은 장전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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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쪽으로 이동하고 납차폐 충진부의 폭은 기존의 180mm에서 200mm로 

한다. 또한 납이 충진된 부분을 제외한 빔 스토퍼 주위는 PE로 충진하고 

빔스토퍼 본체와 빔스토퍼 지지 를 M30 볼트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한다.  

• 빔 채널의 판 두께는 20mm, 위치조절 조립부는 10mm로 하고 시료 방향의 

길이는 430mm에서 400mm로 하며 43deg, 80deg 방향의 빔 채널의 전, 

후단은 빔 인출 각도를 고려하여 경사면을 갖도록 한다. 또한 높이방향으로 

ㄷ자형의 채널을 제작하고 그 덮개철판을 볼트로 단단히 고정하여 향후 

측면차폐체 내부에 중 콘크리트 충전시 빔 채널 내부로 누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직진빔차폐플러그 중앙의 직진빔 인출통로는 호우닝파이프를 이용하고 그 

내부는 정밀하게 기계가공(∇∇) 하여야 한다. 직진빔차폐플러그를 장전 및 

인출을 하기 위한 mobile elevator 고정용 탭홀은 홀의 중심이 바닥에서 

31mm 상부이고, 볼트 홀간 중심거리는 106mm이다. 

• 직진빔인출차폐플러그 후단부의 직경은 효과적인 차폐를 위하여 기존의 

96mm에서 99mm로 하고 전단부는 기존의 76mm에서 79mm로 하며 

플러그의 표면은 정밀하게 기계가공(∇∇) 되어야 한다. 또한 

빔인출차폐플러그 시료 방향의 출구에 삽입되는 플러그의 높이를 기존의 

221mm에서 223mm로 한다.  

• 빔스토퍼차폐플러그 전단 빔 통로는 기존의 직경 56mm에서 59mm로 하며 

후단 빔 통로는 직경 36mm에서 39mm로 하고 통로의 내부 표면은 

정밀하게 기계가공(∇∇) 하여야 한다. BGU의 리미트 스위치는 2중으로 

부착하여 작동시 안전성을 향상한다.  

 

이와 같이 ST3 차폐체 폭의 확장에 따른 세부 변경사항을 차폐체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제작 공정상 필요한 일부 차폐블록의 선 제작을 고려하여 상세 

제작설계(Rev.2)를 수행하였다. 상세 제작설계 7차 회의에서는 이에 한 상세한 

검토와 함께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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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제작설계 7차 회의 

• 바닥차폐체의 그림 4.6과 같은 신속셔터 설치용 사각홈은 KAERI에서 

제공된 사양에 준하여 수정한다.  

• 수직조사공차폐체 상부와 리세스차폐체, 좌측전단부차폐체 사이에 발샐하는 

공간에 170mm×100mm×200mm 철재 블록을 제작하여 보충하고 조립 및 

핸들링을 위한 탭홀 등을 추가하여야 한다. 

• 좌측면부차폐체 및 우측면부차폐체의 외부차폐도어 설치용 사각홈을 

KAERI로부터 제공된 사양에 준하여 수정하고 상부의 아이볼트 위치를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이동한다.  

• 상부중앙보조차폐체 및 상부후단차폐체에 차폐재료 충진구의 위치 및 

수량을 6개소로 조정한다. 

• 3개의 상부차폐체는 외관을 고려해 아이볼트 위치를 직선상에 오도록 

이동한다.  

• BGU의 차폐부는 차폐재료의 부착이나 조립을 위해 볼트 등으로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한다.  

• 단색기 철판 좌, 우측면의 빔채널의 위치 및 각도를 재검토 한다.  

• 빔스토퍼조립체는 빔스토퍼 고정용 블록 상, 하부 플랜지에 M30 수평 

조정용볼트가 조립되도록 한다.  

• 수평차폐플러그 및 직진빔차폐플러그에서 플러그의 후면(차폐체 바깥쪽)의 

아이볼트 홀을 전면으로 이동하고 mobile elevator 고정용 탭홀의 

중심거리는 112mm에서 100mm로 한다.  

• 빔스토퍼 차폐플러그는 B4C, PE 차폐체 부위의 구조를 현 환봉형태에서 

파이프형태로 변경하고 차폐체를 주입하는 플러그방식으로 하며 장전용 

기구를 설계 제작한다.  

• 현재 설계된 도면 로 5번(우측전단부)과 7번(우측면부)차폐체를 우선 

제작하며 이들은 프레임 제작 후 검사를 수행하고 제작의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 후단부차폐체는 KAERI와 협의한 후 제작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나 KAERI 

사정상 그 제작을 잠정 보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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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7차에 걸친 상세 제작설계 회의를 통해 전체 차폐블록 및 부품에 

한 상세사양을 결정하였으며 상세 제작도면이 작성되었다(그림4.7, 부록 1).  

이러한 도면을 최종 검토하여 상세 제작설계 8차 회의에서 차폐체 제작에 한 

품질검사 및 보완사항에 하여 협의하여 제작전 논의를 완료하였다.  

 

상세 제작설계 8차 회의 

• 차폐체보강용 형강에 판재의 용접은 두 소재간의 강도유지를 위한 충분한 

접합과 변형방지를 위하여 모서리 용접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재가 

변형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판재에 구멍가공을 하여 보강재와 플러그 

용접을 하도록 하였다.  

• 수평차폐플러그 및 직진빔차폐플러그홀 하부에 판재 등을 사용하여 충분한 

보강이 되도록 하였다.  

• 상부 프레임에 용접된 아이볼트의 하부에도 바닥철판까지 연결되는 

보강재를 두었으며 이들이 서로 결합되도록 하였다.  

• 차폐재료 충진구에서 절단된 철판은 도면번호 로 표시 후 차폐체 거푸집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 차폐체 내부에 그림 4.8과 같이 300~400mm 간격으로 스티프너를 

용접하고 각선으로 보강재를 추가한다.  

 

 

 

 

 

 

 

 

 

 

 

 

 

 

 

 



44 

제 2절 차폐체 제작 
 
상세 제작 설계를 완료한 ST3 차폐체는 제작일정에 따라 제작에 

착수하였다. 우선 우측전단부차폐체 및 우측면부차폐체의 내부 지지구조의 

타당성 및 안전성 등을 검사하고 차폐 블록의 제작 치수, 직각도 등의 조사를 

완료하였다(그림 4.9). 이와 같이 선 제작된 두 차폐블록의 최종검사를 마치고 

바닥차폐체와 좌측면부차폐체에 한 프레임 용접작업 등 다음 블록들에 한 

제작공정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였다(그림 4.10). 이어서 리세스차폐체, 

상부중앙차폐체 등이 제작되어 이들에 한 치수검사를 수행하였다.  

제작되는 차폐체의 품질검사 및 공정에 한 1차 회의에서는 주로 

현재까지의 작업일정 및 향후 예상작업에 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차폐체의 품질검사 및 공정 1차 회의 

• 현재까지 제작이 미 완료된 블록은 빔 채널부, BGU 차폐체, 후단부 차폐체 

및 직진빔차폐플러그 등 주로 기계가공부품이며 제관 용접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 이들 부품의 상세 제작일정에 하여 논의하였다.  

• 미국 BNL의 REF 이관 가능성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한 차폐블록인 

후단부차폐체와 직진빔차폐플러그의 세부 사양에 한 검토를 수행중에 

있으며 KAERI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차폐기술㈜에 제작사양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그림 4.11과 같은 ST3 차폐체의 HIPD 및 REF의 빔 채널 정렬을 위한 

정렬지그의 상세설계 도면이 작성되고, 이용절차서 등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ST3 차폐체의 조립 및 검사 상세절차를 그림 4.12와 같이 도면으로 나타내고 

차폐체 제작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후단부차폐체를 제외한 ST3 

차폐체의 부품에 한 조립, 검사시험 및 차폐블록 단품검사 및 조립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ST3 차폐체 Mock-up 의 조립 및 해체 작업을 

통하여 수행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각 

차폐블록 빔 통로의 제원 및 빔 채널의 가공정도 및 인출각도 등에 한 정밀한 

평가를 하였으며 여러 수정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REF, HIPD 빔 통로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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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광원을 이용한 누설검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ST3 차폐체 1차 조립 

및 검사시험에서 주로 수행된 작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ST3 차폐체 1차 조립 및 품질검사 

• 정반 및 바닥차폐체에 한 레벨 검사 

• 리세스차폐체, 수직조사공차폐체, BGU, 빔 체널(그림 4.14),단색기 케이스 

철판, 빔스토퍼 조립체, 등에 한 단품검사  

•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한 REF 43deg, 80deg, HIPD 90deg 빔 채널 설치 

통로의 제원 및 위치검사 

• ST3 차폐체 거푸집의 조립검사 및 플러그 조립 

• 광원 누설검사(그림 4.15) 

• 차폐체 거푸집의 누수검사(그림 4.16) 

 

이러한 ST3 차폐체 1차 조립 및 품질 검사에서 특히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리세스 차폐체, 수직조사공차폐체 및 단색기 케이스 철판과 좌, 

우측면부차폐체의 HIPD, REF 등의 빔 채널 설치를 위한 빔 통로의 제원에 한 

정밀 측정을 수행하고 수정사항을 도출하였다. 그림 4.17-4.19는 ST3 차폐체 

거푸집의 조립 과정에서 빔 중심선 및 1195mm 높이 중심선에 한 

리세스차폐체와 수직조사공차폐 빔 통로의 측정값을 보인 것이다. 

리세스차폐체의 경우 빔 통로 값은 설계 값에 비하여 우측이 4∼5mm 정도 

적고, 높이 방향은 하단으로 최  3mm 정도 높다. 또한 수직조사공차폐체는 빔 

통로의 우측이 설계 값에 비하여 최  5mm 이상 적으나 높이 방향은 설계 값에 

거의 근사함을 확인하였다. 차폐체 설치 및 운영시에 이러한 빔 통로의 설계값을 

확보하는 것은 단히 중요하므로 각 빔 통로를 설계값에 부합하도록 수정토록 

하였다. 또한 REF 43deg, 80deg, HIPD 90deg 빔 통로의 전후면은 높이 

방향으로 그 하단이 설계값 보다 각각 최  2.8mm, 1.4mm, 6.25mm가 높음을 

확인하였다(그림 4.20) 또한 빔 통로의 폭은 HIPD 90deg 빔 채널의 경우 

전후면이 각각 우측으로 최  1.5mm, 0.45mm 편심되어 현 상태에서 이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그림 4.21). 또한 REF 43deg 빔 채널의 빔 통로는 전면이 

2.1mm 좌측으로 편심되어 있으나 빔 채널 설치시 ±5mm의 볼트 조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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빔 채널의 중심선의 위치를 설계값과 일치할 수 있으므로 현상태로 이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그림 4.22). 반면에 REF 80deg 빔 통로의 경우 

전면(시료방향)은 빔 채널 설치시 설계값에 부합하는 정확한 위치조절이 

가능하나 후면(단색기방향)은 좌측(단색기 케이스 철판 방향에서 관찰시)으로 

최  6.7mm 편심되어  빔 채널 설치시 여하한 경우에도 설계값에 부합할 수 

없으므로 빔 통로의 좌측을 5mm 정도 확장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그림 4.23). 

 

ST3 차폐체 제작 품질 검사 및 공정 2차 회의 

ST3 차폐체 1차 조립검사 결과를 참고하여 차폐체 제작 품질검사 및 공정 

2차 회의를 가졌으며 이때 한국차폐기술㈜와 협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바닥차폐체는 수정사항 없이 현상태 그 로 사용 가능하다.  

• 좌측면부차폐체의 REF 43deg, 80deg 빔 통로 및 이곳에 삽입될 빔 채널 

등에 한 상세 검토가 필요하다.  

• 바닥차폐체의 단색기 케이스 철판이 놓이는 바닥 좌, 우측면을 

측면차폐체들의 조립이 원활하도록 수정 가공한다. 

• 바닥차폐체 고정용 브라케트 부착위치를 확인한다.  

• 상부전단보조차폐체와 좌측면부차폐체의 간섭부분을 수정가공하고 

상부전단보조차폐체의 NR 수직차폐플러그 홀은 차폐플러그의 장전이 

원활하도록 가공한다. 

• 수평차폐플러그 하단 4개의 바퀴는 돌출부가 모두 3mm가 되도록 그 

위치를 조정하여야 한다.  

• 수직조사공차폐체와 좌측전단부차폐체와의 간섭 부분을 수정하고 수직 

조사공 하부에 두께 5mm 철판을 부착한다.  

• 그림 4.24와 같이 리세스차폐체와 수직조사공차폐체의 빔 통로의 

모서리를 직각으로 가공한다.  

 

앞에서의 협의내용을 바탕으로 ST3 차폐체의 제작일정에 따라 한국차폐 

기술㈜와 함께 특히 후단부차폐체에 하여 다음사항을 논의하였다.  

• 그림 4.16과 같은 후단부차폐체 설계에서 보강재를 고려한 설계를 한다. 

• REF용 수평차폐플러그의 길이를 785mm에서 750mm로 35mm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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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에 따른 간섭을 고려하여 단색기 케이스 철판의 

후단면을 가공한다.  

• 후단부차폐체와 조립되는 상부후단차폐체 및 상부후단보조차폐체와의 간섭 

사항을 검토한다.  

• 후단부차폐체 플러그홀 안지름은 바퀴를 고려하여 직경 806mm에서 직경 

808mm로 가공한다.  

• 바닥차폐체에 조립되는 후단부차폐체 하단의 턱을 197mm에서 190~195 

mm로 한다.  

• 직진빔차폐플러그는 플러그 충진시 필요한 M36 아이볼트홀과 직진빔 

인출을 위한 상부 및 우측의 2개의 빔 통로용 사각채널 가공에 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차폐플러그 외부가공의 높은 정도를 요구하였다.  

• 직진빔인출차폐플러그의 플러그(사각플러그)-3과 -4의 스토퍼는 10mm 

두께로 하여 수평방향으로 양쪽 날개만을 살리며 높이 방향은 없앴다.  

• 단색기 철판 상부덮개의 길이를 2150mm에서 1400mm로 줄인다. 

• 수평차폐플러그의 길이는 755mm에서 750mm로 줄인다.  

• 좌측면부차폐체의 REF 43deg, 80deg 빔 채널은 가공시 인출각도 및 

방향에 다른 제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공한다.  

• REF 80deg, 43deg 빔 채널의 끝부분 형상은 좌측면부차폐체에 설치를 

고려하여 제작하되 차폐체 외부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에 스프링이 오도록 

한다.  

• 차폐체 빔 통로에 빔 채널 설치 후 빔 채널의 양끝단이 차폐체의 양면에 

맞닿아 지지되어야 한다.  

• 좌, 우측면부차폐체 거푸집 전, 후면의 빔 통로와 빔 채널 사이의 공간은 

KAERI가 사급하는 에폭시로 충진한다.  

• 빔 채널 내부는 경질크롬 도금하고, 차폐체 자체의 하도는 주황색 

프라이머를 칠하며 상도는 충진 후에 우레탄 광택페인트를 칠한다.  

 

한국차폐기술㈜에서 ST3 차폐체 2차 조립 및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2차 품질검사에서는 제작중인 후단부차폐체를 제외한 모든 차폐블록의 

외관 및 조립상태가 검사되었으며 각 블록의 중성자 빔 통로의 제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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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렬위치에 한 정밀 검사가 수행되었다.  

 

ST3차폐체 2차 조립 및 품질검사 

• 빔 채널 검사에 있어서는 REF 80deg 채널의 진직도와 용접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였다.  

• REF 43deg 빔 채널의 용접상태는 양호하였으나 진직도 검사결과 용접부 

가공면에 0.2~0.3mm가 파임이 있었고, 한쪽 측면에 기계가공 중 홈이 

발생한 곳이 5군데가 있어 육성 용접 후 재 가공하여 검사키로 하였다.  

• 후단부차폐체는 프레임의 용접이 완료되었고 직진빔차폐플러그 홀을 

프레임에 용접중이다.  

• BGU 구동시험에서 상, 하 구동상태는 양호하였으며 설계시에 1분을 

예상한 동작시간은 상승 및 하강시 모두 1분 여가 소요되었다  

• 차폐체의 최종 품질검사를 위하여 빔 채널의 제원 및 정렬위치 측정지그, 

측량기고정용 철판 등을 제작 요청하였다.  

• 바닥차폐체 상부에 측면차폐체들이 무리없이 조립되도록 200mm(H)× 

200mm(W)의 trench 내부를 다듬질하였다. 

• 바닥차폐체를 ST3 수평공 홀 바닥에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이 부착되는 

바닥차폐체 측면의 볼트홀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원자로 벽에서 전단쪽 

볼트홀까지의 거리는 650mm로 설계치와 일치하였으며 전후 브라켓 

사이의 볼트 홀간 거리는 2680mm로 설계치 2672mm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 1차 조립 및 품질검사에서 각 빔 통로 수정사항은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그림 4.18)리세스차폐체의 경우 빔 통로의 중심이 

1195mm 빔중심선보다 여전히 높아서 빔 통로 하부를 추가로 3mm 

가공하였으며 라운드가 진 모서리부는 직각으로 수정 가공하기로 하였다. 

• 수직조사공차폐체는 빔 통로 하부면 및 측면을 수정 가공한 후 라운드 진 

모서리부는 직각으로 가공키로 하였다. 또한 빔 통로가 빔 중심선과 

일치토록 하는 경우 수직조사공 하부와 바닥차폐체 상부면 사이에 틈이 

발생하므로 수직조사공차폐체 하부에 두께 5mm 철판을 부착하여 

보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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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 우측면부차폐체의 빔 채널 하부 및 측면은 수정가공을 완료했고 사각 

모서리부를 직각으로 수정 가공하기로 하였다.  

• 상부후단보조차폐체, 단색기철판, 수평차폐플러그, 상부후단보조차폐체 

홀가공 등은 수정완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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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ST3 차폐체 제작공정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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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PE를 부착한 리세스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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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우측면부차폐체 충진구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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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ST3 수평공 리세스 삽입부 측정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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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수평차폐플러그 장전용 탭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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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신속셔터 설치용 사각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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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ST3 차폐체 상세 제작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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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ST3 차폐체 거푸집 내부 보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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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제작 완료한 우측전단부차폐체 및 우측면부차폐체 거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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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바닥차폐체, 좌측면부차폐체 등의 프레임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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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빔 채널 정렬 지그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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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ST3 차폐체 거푸집 조립 및 검사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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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ST3 차폐체 Mock-up 조립 전경 

 

 

그림 4.14 REF 43deg 빔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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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ST3 차폐체 광원 누설검사 

 

그림 4.16 ST3 차폐체 거푸집의 누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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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ST3 차폐체 빔 채널 설치부 제작 정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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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리세스차폐체 빔 통로 제원 정밀 평가 및 수정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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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수직조사공차폐체 빔 통로 제원 정밀 평가 및 수정사항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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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0 ST3 차폐체 REF 및 HIPD 빔 통로 높이 방향의 제작 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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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기 방향은 좌측면부 방향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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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HIPD 90deg 빔 통로 폭 방향의 제작 정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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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REF 43deg 빔 통로 폭 방향의 제작 정도 평가 

 

 



67 

2.4 

       * 측량기는 바닥차폐체 상부 우측면부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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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REF 80deg 빔 통로 폭 방향의 제작 정도 평가 

 

 

 

 

 

 

 

 

 

 

 

 

 



68 

 

(a) 

 

(b) 

그림 4.24  라운드진 빔통로 리세스차폐체(a), 수직조사공차폐체(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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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부 차폐체 100편심

후단부-010413-001

그림 4.25 후단부차폐체 상세 제작 설계도 

 

 

그림 4.26  제작 중인 후단부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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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ST3 차폐체 거푸집 수정 및 조립 검사  

 

제 1절  ST3 차폐체 거푸집 최종정렬 및 수정보완 작업  

 
    ST3 차폐체 거푸집의 조립검사를 마치고 후단부차폐체의 설계 검토 및 제작

완료후 최종 조립 및 수정보완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이를 위하여 ST3 차폐체 

거푸집의 최종 조립 및 정렬 절차서를 작성하였다(부록 2). 또한 정렬지그 삽입

판을 작업 현장에서 정밀 제작하였으며 그 측면에 기준선을 정밀 표식하였다. 

ST3 차폐체 거푸집의 조립시험을 위한 바닥 정반은 1500mm(W)x3320mm(L)x 

215mm(T), 1500mm(W)x3320mm(L)x215mm(T) 등의 철판으로 구성된다. 이러

한 정반의 높이를 각 위치에서 staff와 레벨기로 측정하고 바닥 정반 하단의 높

이 조절 를 조절하여 전체적으로 정반의 높이가 63.5mm가 되도록 하였다.  

 

1. 바닥차폐체 거푸집 설치  

   작업 현장의 천정 크레인의 한계 중량이 3.5톤이므로 바닥 차폐체 거푸집의 

직접 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바닥차페체 후면에 2개의 아이볼트를 고정하여 

크레인으로 들어올리고 바닥차폐체의 전면을 5톤 지게차의 두 발로 하단부를 지

지하여 서서히 정반위에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설치한 바닥차폐체의 각 위치별 

높이의 측정 결과 전체적으로 바닥차폐체 좌우 중앙 지점이 전후면보다 최  1

∼3mm 정도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바닥차폐체의 상부에 향후 각 차폐체 

블록의 설치시에 충격으로 인한 위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닥 정반의 좌우 

4곳에 구멍을 가공하여 바닥차폐체와 바닥 정반을 용접 고정하였다(그림 5.1). 

이제 바닥차폐체 후면에 측량기를 놓고 측량기의 구심점이 바닥차폐체 상부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위치를 정렬하였다.  

 

2. 차폐체 정렬을 위한 보조바닥판 설치 

   직진 빔 방향에 한 빔 통로의 위치 확인 및 HIPD 와 REF 등의 빔 채널의 

정렬 작업을 위하여 각각의 빔 중심선을 연장하여 설치 현장의 바닥에 보조판을 

설치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바닥차폐체의 HIPD 단색기 위치 상부의 차폐재료 

충진구의 상하 좌우 측면의 중심선에 실을 십자형으로 부착하고 측량기의 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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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십자선의 중심점이 일치하도록 측량기를 설치하였다. 측량기의 경통을 이동

하여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기존의 바닥차폐체 단색기 케이스 철판 설치 부위

에 표식한 중심점을 이은 선과 일치하도록 한 후 200mm(W)x200mm(L)x5mm 

(T) 크기의 보조판을 바닥 현장에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 고정하였다. 이러한 보

조판에 펀치를 이용하여 직경 2mm의 중심점을 표식하였다. 이와 같이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직진빔 방향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한 후 우측면부 방향으로 측

량기의 경통을  90deg 회전하였다. 이제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지나는 현장 

바닥에 앞서의 보조판을 설치하고 펀치로 중심점을 표식하였다. 또한 향후 HIPD 

빔 채널의 정렬 작업이 가능하도록  바닥차폐체의 우측 상부면에 HIPD 단색기 

위치의 십자선의 중심점과 보조판상의 중심점과의 일직선을 확보하기 위하여 2

개의 중심점을 표식하였다. REF 빔 인출 방향의 연장선상에 보조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REF 단색기 위치의 충진홀에 실을 이용하여 십자선을 부착한 후 앞서와 

같이 측량기를 설치하였다.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을 직진 빔 방향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고 경통을 뒤로 180deg  회전하여 HIPD 방향의 중심점과 일치하

도록 하였다. 이제 측량기의 경통을 좌측면부 방향으로 회전하고 설치 바닥 현장

의 43deg  및 80deg  방향에 보조판을 설치하였다. 또한 바닥차폐체 좌측면 상

부의 43deg 및 80deg  방향에 최소 2개 이상의 중심점을 표식하였다.  

 

3. 단색기 구동유니트 설치판 설치  

    바닥차폐체 상부의 HIPD 및 REF 단색기 설치 지점에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을 설치하였다.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상부에  2/100mm 정도의 

수준기를 놓고 설치판 바닥의 높이 조정 볼트를 이용하여 X-Y 방향으로 최  

4/100mm 범위내에서 수평 레벨을 조정하였다 (그림 5.2).  

 

4. 리세스 및 수직조사공차폐체 거푸집 설치  

    3.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리세스차폐체를 들어 바닥차폐체의 전면에 놓고 

앞서 바닥차폐체 후단에 설치한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과 리세스차폐체 빔 통로

의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차폐체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이제 다른 차폐체 거푸집

의 설치시 안전을 위하여 리세스차폐체 전면의 좌우 측면에 보조 철판을 덧 고 

바닥차폐체에 용접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였다. 또한 수직조사공 차폐체 거푸집은 



72 

차폐체의 빔 통로의 중심이 빔 중심선과 최 한 일치하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M20 볼트 4개를 이용하여 리세스차폐체의 후면에 고정하였다.  

 

5. 좌, 우측전단부차폐체 설치  

    좌, 우측전단부차폐체를 리세스차폐체의 후면에 설치하고 리세스차폐체와의

결합부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였다.  

 

6. 좌측면부차폐체 거푸집 설치 

   좌측면부차폐체 거푸집의 REF 43deg 및 80deg 빔 통로에 빔 채널을 삽입하

고 위치 조정을 위한 빔 채널 지지  및 조정 나사를 설치한 후   3.5톤 크레인

을 이용하여 좌측면부차폐체 거푸집을 바닥차폐체 상부의 해당 위치에 설치하였

다. 이제 REF 43deg 및 80deg  빔 인출채널의 정렬 및 고정 작업을 위하여 앞

서 설치한 단색기 구동유니트 설치판에 정렬지그를 삽입하고 위치를 정렬하였다

(그림 5.3).  

 

가. REF 43 deg  빔 채널 정렬 

우선 측량기를 직진 빔 방향 바닥 보조판 지역에 설치하고 측량기 구심점이

직진 빔 방향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 후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바닥차폐체 

상부에 표식한 5개의 직진 빔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제 바닥차폐체 상

부의 단색기 구동유니트 설치판에 정렬지그를 삽입하고 설치판을 좌우로 조정하

여 정렬지그 전면의 0deg 기준선이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정렬표식판을 정렬지그 상부의 90deg 삽입홈에 삽입하고 철자의 20mm 눈금이 

측량기의 수직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레벨기를 측량기의 관측선과 

간섭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설치하고 레벨기 수평방향의 중심선이 정반 상부로부

터 1195mm 지점에 있도록 한후 정렬표식판에 부착한 철자의 높이를 측정 기록

하였다. 이제 정렬지그의 전후 방향에 한 정렬을 위하여 측량기를 우측면부 

방향의 바닥 보조판 위치에 설치하였다. 측량기의 수직중심선이 바닥차폐체 우

측면 상부에 표식한 REF (+)90deg  방향의 2개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 후 

설치판을 좌우로 조절하여 정렬지그의 0deg 및 90deg 기준선이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정렬지그의 위치를 직진 빔 방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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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deg 방향에 하여 정렬한 후에 측량기 및 레벨기를 좌측면의 REF 43deg 

의 빔 채널 정렬을 위한 바닥 보조판 위치에 설치하였다. 측량기의 바닥 중심점

과 보조 철판의 43deg 중심점이 일치하도록 레벨기의 위치를 조정한 후 수직 

중심선을 바닥차폐체의 좌측 상부면에 표식한 2개의 43deg 빔 중심점과 일치하

도록 하였다. 이제 정렬지그의 43deg 방향에 수직하도록 정렬판을 정렬지그 상

부의 슬롯에 삽입하고 삽입하고 측량기 수직중심선이 정렬판의 20mm 눈금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제 좌측면부차폐체를 바닥차폐체 좌측의 해당위치에 설

치하고 REF 43deg 빔 채널의 전면(단색기 방향) 및 후면(시료방향)을 각각 6개

의 M12 장볼트로 상하(2개) 및 좌우(4개) 측면을 고정하여 빔 통로에 위치하도

록 하였다. 특히 빔 채널 후면의 우측(후단부방향)은 43deg 방향의 정확한 빔 

정렬을 하기에는 빔 통로의 우측 공간이 너무 좁으므로 기존의 장볼트를 고정하

기 위한 지지 를 제거한 후 보조판을 용접 고정하고 단볼트를 부착하였다. 빔 

인출 채널의 정렬을 위하여 우선 빔 채널의 후면 내부 통로의 전단에 앞서의 철

자를 부착한 높이 측정용 지그를 좌측면에 밀착하여 부착하고 레벨기의 수평중

심선과의 일치 높이를 관측하였다(그림 5.4). 이와 같이 관측한 값과 1195mm 

기준 높이와의 차이만큼 상단의 높이 조정 장볼트를 풀어 느슨하게 한후 하단의 

높이 조정 장볼트를 조여 빔 채널을 상승하였다. 마찬가지로 빔 채널의 전면의 

내부 통로에 앞서의 높이 측정용 지그를 좌측면에 밀착하여 부착하고 앞서와 같

이 내부 통로의 높이 중심이 1195mm 높이와 일치하도록 조정하므로서 43deg 

빔 채널 전체의 내부 통로의 중심 높이가 정렬 목표 값 1195mm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빔 채널의 폭 조정을 위하여 내부통로 바닥의 좌측면 전단에 철자

를 부착한 폭 조정용 지그를 밀착하여 부착하고 측량기의 수직중심선이 철자의 

28mm 눈금과 일치하도록 좌우측면부의 장볼트로 채널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또

한 빔 채널의 수직 방향으로의 좌우 기울어짐을 보정하기 위하여 내부통로 상부

의 좌측면 전단에 폭 조정용 지그를 밀착하여 부착하고 앞서와 같이 그 위치를 

정렬하였다. 마찬가지로 빔 채널의 전면도 그 폭을 정렬하여 최종적으로 빔 채

널의 내부 통로의 높이 및 폭 중심 값이 REF 43deg 인출 빔의 중심선과 일치하

도록 하였다. 이제 빔 채널의 위치를 최종 고정하기 위하여 우선 빔 채널 후면

부터 용접 고정 작업을 수행하였다. 즉, 빔 채널 상부의 고정용 장볼트 및 지지

를 풀고 채널 외각 상부와 빔 통로사이에 간격이 최소한으로 되도록 보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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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판을 덧 고 폭방향으로 3점 이상씩 tag 용접을 수행하였다. 이제 빔 채널 우

측(후단부차폐체 방향)의 고정용 볼트 및 지지 를 풀고 앞서와 같이 수직 방향

으로 5점 이상을 용접 고정하고 마찬가지로 빔 채널 좌측의 수직 방향으로 5점 

이상을 용접 고정한 후 마지막으로 빔 채널 하단에 보조 지지 를 덧 고 용접

하여 최종적으로 빔 채널 후면을 먼저 빔 통로의 해당위치에 고정하였다. 마찬

가지로 빔 채널의 전면도 용접 고정하므로서 최종적으로 REF 43deg 빔 채널 전

체를 43deg 빔 중심선에 하여 정밀 정렬하였다. 앞서의 용접의 전과정을 통

하여 용접 방향으로의 빔 채널의 위치 이동(+/-1mm)이 발생하므로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감시하였다. 앞서의 용접 작업 시에 빔 채널의 위

치 이동 발생시 용접 부위의 냉각에 의한 위치 고정 이전에 동 부위에 충격을 

주거나 반  빙향에 순간 용접으로 열을 가하여 그 위치가 수정되도록 하였다. 

특히 빔 채널의 후면을 고정하고 전면의 용접 고정시에 예상치 않게 빔 채널의 

후면도 위치 이동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동 작업에 장시간이 소요되

었고 장볼트 이용시와는 약간 다른 정렬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용접부위의 가열 

및 냉각에 따라 발생하는 응력에 의한 것이다. 표 5.1은 이와 같이 위치 조정용 

볼트를 이용하였을 때와 용접고정 후의 REF 43deg  빔 채널의 정렬 결과를 비

교한 것이다.  

 

나. REF 80deg  빔 채널 정렬  

       REF 80deg 빔 채널에 하여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정렬 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측량기와 레벨기를 REF 80deg 의 빔 중심점을 표식한 바닥 보조판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였다. 이제 정렬지그 상부의 80deg 슬롯에 정렬판을 수직 방향

으로 삽입하였다. REF 43deg 빔 채널의 정렬과 같은 방법으로 빔 채널의 위치

조정 장볼트를 이용하여 빔 채널을 정밀 정렬하고 그 위치를 tag 용접으로 최종 

고정하였다. 표 5.2는 이러한 정렬 결과를 보인 것으로 용접 후 높이가 약간 변

동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정렬 작업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정렬 흩트러짐 후의 빔 채널 정렬결과 확인  

        REF 빔 채널의 정렬 작업을 종료하고 다음 작업을 준비 중에 REF 차폐체 

거푸집의 전단에서 후단부차폐체의 누수검사중인 작업자의 크레인 작업의 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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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인하여 리세스차폐체의 전면에 후단부차폐체가 강하게 2∼3 차례 충돌하

였다.  이로 인하여 기 정렬한 ST3 차폐체 거푸집의 설치위치의 재확인이 필요

하게 되었다. 조사 결과 바닥 정반 자체가 후방으로 밀려났음을 확인하였으며 

빔 인출 채널의 정렬의 흔들림의 정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우선 HIPD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을 해체하고 측량기를 설치하였다. 측량기의 수직 중

심선이 바닥차폐체 상부의 4개의 중심점에 일치하도록 한 후 작업 현장 바닥 보

조판의 확인 결과 직진 빔 중심점이 원래 위치에서 ∼2mm 정도 좌측면부 방향

으로 이동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직진 빔 중심선의 보조 바닥판의 중심점 

신에 새로운 중심점을 표식하였다. 이와 같이 표식한 새로운 측량점(기준점) 

위치에 측량기를 세우고 우선 측량기를 좌측면부 방향으로 47deg 만큼 회전하

여 기준선을 표식하였다. REF의 단색기 위치의 기준점에서 후단부 기준점까지의 

거리 5175mm를 줄자로 측정하고 47deg 방향의 예상 거리 3529.3mm를 평가

하였다. 이러한 예상 거리 지점에 측량기를 세우고 측량기의 수직중심선이 후단

부의 기준점과 일치하도록 한 후 원자로 방향으로 측량기를 90deg 회전하여 

REF 43deg 빔 채널 내부통로의 간격과 정렬판의 중심 위치를 확인하였다(표 

5.3). 확인 결과 측량기의 위치가 43deg 빔 채널의 중심선에 하여 2mm 이상 

후단부차폐체 방향으로 쏠려 있으며 정렬표식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할 때 그 중

심선에 하여 빔 채널의 벗어나는 정도는 0.1∼0.3mm로 43 deg  빔 채널의 

길이 1,025mm를 고려할 때 아주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서의 결과로 

43 deg 빔 채널의 위치 변동이 거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좌측면부차폐체

의 초기 설치시 그 위치를 고정하기 위한 2개의 철판을 좌측면부차폐체와 바닥

차폐체의 측면에 덧 어 용접 고정하여 충격에 의한 차폐체의 위치 이동을 방지

하였기 때문이다.   

 

7. 우측면부차폐체 설치 

우측면부차폐체 거푸집의 HIPD 90deg 빔 통로에 빔 채널을 삽입하고 위치 

조정을 위한 빔 채널 지지  및 조정 나사를 설치하였다. 좌측면부차폐체 거푸집

을 바닥차폐체 상부의 해당 위치에 설치하고 우측 전단부차폐체와의 결합부의 

간격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였다. 우측면부차폐체와 우측 전단부 차폐체와의 보다 

원활한 결합을 위하여 우측면부차폐체를 원래보다 2mm 정도 후방으로 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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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하므로 ST3 차폐체 1차 검사에서 수행한 HIPD 90deg 빔 채널의 장전을 

위한 빔  통로의 확인 및 수정 작업의 결과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HIPD 90deg 빔 채널의 고정을 위한 빔 통로의 폭을 원자로 방향으로 전 후면의 

폭을 확장하였다. 빔 채널은 REF 43deg  및 80deg 의 경우와는 반 로 스프링 

부착부가 있는 면의 방향을 관측자의 방향에서 좌측 즉, 후단부 방향을 향하도록 

하여 빔 통로에 설치하였다. 작업의 초기에 표식한 바닥 보조판의 중심점은 앞서

의 충격으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바닥차폐체 상부의 HIPD의 단색기  

설치판을 인출하고 앞서와 같은 과정으로 작업 현장의 바닥 보조판에 HIPD 

90deg 인출 중심점을 재표식하였다. 이제 측량기의 바닥 중심점이 앞서의 바닥 

철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측량기 및  

빔 채널 통로의 중심 폭 및 높이를 감시하면서 빔 채널의 용접고정 작업을 수행

하였다. 표 5.4는 REF 90deg 빔 채널의 정렬 결과를 보인 것으로 용접작업에 

의한 영향이 적어서 정확한 정렬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8. 핀 박음 고정부 설치  

   REF 43deg 및 80deg , HIPD90 deg 빔 채널의 용접고정에 의한 정렬작업을 

모두 마치고 향후 ST3 차폐체 설치시 재현성 확보를 위하여 좌, 우측면부차폐체

를 바닥차폐체의 해당 위치에 결합되도록 핀 박음 고정부를 용접 고정하였다(그

림 5.5). 이러한 핀 박음 고정부는 좌, 우측면부차폐체의 하단 전후와 바닥차폐

체 측면 상부의 해당위치에 각각 고정하였으며 직경 24mm의 핀이 상하로 핀 

박음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 결과 핀 박음 고정부의 상하 간격이 상당히 커

서 향후 이에 한 수정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 수평차폐플러그 장전  

   앞서 설치한 좌, 우측면부차폐체의 수평 차폐플러그홀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차폐플러그를 장전하였다. 차폐체 외부로의 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폐플

러그와 플러그홀의 간격이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사 결과 우측면부차폐체

의 REF 단색기 접근용 수평차폐플러그 홀에 장전되는 수평차폐플러그의 경우 

그 간격이 10mm 이상이므로 플러그의 외경을 수정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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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후단부차폐체 설치  

가. 후단부차폐체 설치  

       바닥차폐체의 상부에 후단부차폐체를 설치하고 이 차폐체가 외부 충격등에 

의하여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차폐체 좌우 측면에 각각 2개씩의 철판을 덧

어 바닥차폐체의 해당위치에 용접 고정하였다. 또한 우측면부차폐체 결합부의 

간격이 차폐체 상부에서 10mm 이상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우측면부차폐체

의 측면 일부에 두께 10mm의 철판을 용접 고정하고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수정

하였다. 이제  바닥차폐체 상부의 HIPD 단색기 구동유니트 설치판에 정렬지그

를 설치하고 정렬표식판을 직진빔 방향에 하여 90deg 방향으로 삽입하였다. 

측량기를 작업현장 바닥의 직진 빔 중심점에 설치하고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정렬표식판의 20mm 중심점을 통과하도록 한 후 레벨기를 측량기의 뒤쪽에 설

치하였다. 후단부차폐체의 제작 칫수를 고려하면 입사 빔 중심선은 직진 빔 플

러그홀의 수직중심선으로부터 좌측으로 150mm 지점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플

러그홀의 상하 중심점으로부터 각각 좌측으로 150mm 지점을 읽어 실을 연결하

므로서 가상의 입사빔 중심선을 표식하였다. 이러한 가상의 입사빔 중심선과 측

량기를 이용한 실제 중심선과의 차이를 검사하였다. 그림 5.6은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상부는 6.0mm, 하부는 0.9mm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마찬가지로 

직진빔의 중심 높이(1195mm)를 지나는 수평 중심선은 플러그홀의 수평 중심선

으로부터 하단으로 105mm 지점에 있어야 한다. 설계상의 입사빔 중심선과 레

벨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중심선과 차이는 좌측면은 5.3mm, 우측면은 4.5mm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후단부차폐체의 설치 정도는 수직방향으로 

0.415deg, 수평방향으로는 0.056deg 이며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홀에 차폐플러

그 장전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직진빔 차폐플러그 장전  

        후단부차폐체에 삽입되는 직진빔차폐플러그는 전면 및 후면의 2개로 구성되

며 이중 전면플러그에는 향후 수평배치를 갖는 BNL 반사율 측정장치의 설치 가

능성을 고려하여 사각형인 2개의 빔 채널과 TOF 실험을 위한 원통형의 플러그

가 있다. 이러한 각 빔 채널을 가진 전면플러그는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홀 전

면에 삽입하여 정렬되어야 하므로 각 빔 채널을 정밀 정렬하는 것은 상당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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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크레인을 이용하여 전면플러그를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 홀에 삽입하고 직진 

빔 방향의 상부 빔 채널 내부에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하여 빔 채널 전

후의 높이를 레벨기로 검사하였다. 이러한 검사결과 전면플러그의 후단(단색기방

향)이 전단(후단부방향)보다 2.7mm 더높은 경사를 보였으며 이러한 경사의 정

도는 전면플러그의 총길이 600mm를 고려하면 0.26deg이나 실제로 전면플러그

의 바닥에 원활한 장전을 위한 바퀴가 부착되어 있어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 홀

에 삽입한 전면플러그가 후방으로 쉽게 빠져나오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면플러그의 제작상의 오차보다는 후단부차폐체와 바닥차폐체와의 결합

부위의 경사에 의한 것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면플러

그내의 원통형 플러그홀은 향후 TOF 실험을 위한 빔 채널의 제작 설치시에 이

러한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림 5.7은 전면플러그를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

홀에 장전시 초기상태를 보인 것으로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한 입사 빔의 수

직 및 수평중심선에 하여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

는 주로 후단부차폐체의 설치시 발생한 것으로 전면플러그의 설치시 이를 최소

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면플러그를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홀에 장

전한 상태에서 전면플러그의 원통형 플러그홀의 원점을 기준으로 회전하였다. 

그림 5.8은 이러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원통형 플러그홀의 수직중심선과 측량기

를 이용한 실제 중심선이 원점을 중심으로 상하가 각각 0.45deg 및 0.57deg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상부 빔 채널의 상단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할 때 그 

차이는 수직중심선의 경우 0.226deg 이며 수평중심선은 0.052deg의 설치 정도

를 보였다(그림 5.9). 이와 같이 후자의 경우 비교적 설치 정도를 높게 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0는 전면플러그를 상부 빔 채널의 상단 중심점을 기

준으로 회전하여 그 차이를 최소화한 후 각 빔 채널의 제원을 측정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플러그홀의 제작 중심은 1195mm 빔 중심선에 하여 5.8mm 가 

높은 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TOF 측정을 위한 직진빔인출플러그의 제작 장전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직진빔 채널 정렬작업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면플러그홀의 두 개의 직진 빔 이용 채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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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정하여야 하므로 두 개의 직진 빔 이용 채널의 용접을 풀고 인출한 후 채

널 설치를 위한 빔 통로를 확장하였다. 이제 앞서 REF 및 HIPD 빔 채널의 정

렬 작업시와 마찬가지로 채널당 12개의 빔 채널 조정용 장볼트를 빔통로의 전

후면에 용접 고정하였다(그림 5.11).  

 

(1) 직진빔 상부 채널의 정렬  

            직진빔 상부 채널의 정렬을 위하여 우선 측량기를 후단부 바닥 보조 철판의 

중심점 위치에 설치하고 측량기 후단에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이 상부 빔채널 위

치에 있도록 설치하였다. 이제 높이측정용 보조지그를 상부 채널 내부 통로의 

전후단 좌우측 면에 밀착하여 부착하고 레벨기를 이용하여 각각의 위치를 검사

하면서 위치조정용 장볼트를 조절하여 빔 채널의 정렬작업을 수행하였다. 마찬

가지로 상부채널의 내부통로 전후단에 폭 측정용 보조지그를 부착하여 앞서와 

같이 정렬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장볼트를 이용한 상부 빔 채널의 정렬

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빔 채널과 빔 통로사이의 간격에 철판을 덧 고 tag 용접

하여 그 위치를 고정히였으며 각 용접시마다 빔 채널의 위치 변동을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감시하였다. 표 5.5는 이러한 정렬작업의 최종 결과를 보인 

것이다.  

 

(2) 직진빔 우측 빔 채널의 정렬  

            우선 측량기를 우측(우측면부 방향) 빔 채널의 위치 즉 기준점에서 220mm 

떨어진 지점에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기를 원래 중심선에서 좌우로 90deg 

회전하여 바닥의 보조 철판 위에 중심점을 찍고 3점을 연결하여 원래의 직진 

빔 중심선에 한 90deg 수직선을 확보하였다. 바닥 보조 철판 위의 직진 빔 

중심점으로부터 우측면부 방향으로 220mm 떨어진 지점에 중심점을 표식하고 

동 지점에 측량기를 설치하고 측량기의 수직중심선이 새로운 90deg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경통을 앞뒤로 이동하여 확인하였다. 이 경우 정렬지그 및 

정렬표식판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우선 앞서 수직중심선이 새로운 90deg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한 측량기를  후단부차폐체 방향으로 90deg 회전하였다. 

이제 후단부차폐체의 후면 해당 위치에 상하로 부착한 2개의 철자의 100mm 

지점이 측량기의 수직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서 우측(우측면부 방향)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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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정렬을 위한 수직 기준선을 확보하였다. 또한 레벨기를 앞서 설치한 

측량기의 뒤에 두고 철자의 100mm 눈금이 TOF 실험을 위한 직진 빔 인출용 

홀의 중심위치에 있도록 우측 빔 채널의 우측에 부착하여 수평 방향의 기준선을 

확보하였다. 또한 후단부차폐체에 삽입되는 차폐체 플러그 내의 빔 채널의 

길이가 600mm 이고 내부 통로가 70mm(W)x140mm(H) 이므로 채널의 

전후면을 통하여 상하 높이 및 좌우 폭을 모두 정확하게 조절하기 위해서는 

측량기 및 레벨기의 위치가 필요한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이제 빔 채널의 내부 통로에 높이 및 폭 측정용 보조지그를 

부착 설치하고 앞서와 같이 위치조정용 장볼트를 이용하여 빔 채널의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tag 용접으로 그 위치를 고정하였다. 앞서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홀에 장전한 전면플러그의 재현성 확보를 위하여 플러그 

전면 및 후단부차폐체의 일치 지점에 각각 4점씩 표식하였다. 이제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홀 후단에 후면플러그를 장전하기 위하여 기 장전되어 

있는 전면플러그를 플러그홀의 내부로 밀어넣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플러그 

바닥의 바퀴에 의한 삽입으로 인하여 초기에 설정한 전면플러그의 위치가 

플러그홀의 후단에서는 약간 변경됨을 확인하였다.  

 

라. 후면플러그 장전  

        크레인을 이용하여 후면플러그를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홀에 장전하고 TOF  

플러그홀이 앞서 장전한 전면플러그 TOF 플러그홀과 최 한 동심원상에 오도록 

플러그 전면에 고정한 2개의 M36 아이 볼트와 장봉을 이용하여 플러그의 

위치를 미소하게 조정하였다.  

 

11. 차폐체 광원 누설 검사  

앞서와 같이 후단부차폐체까지의 설치를 완료하고 차폐체 외부로의 광원 

누설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차폐체 내부에서 2개의 광원으로 각 

차폐체 블록의 결합부와 수평 및 직진빔 차폐플러그홀 주변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차폐체 외부에서의 광원의 누설 여부의 조사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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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부 보조 차폐체 설치 

상부 전단, 중앙, 후단 등의 3개의 블록으로 구성되는 상부보조차폐체를 

설치하였다. 우선 상부 전단 보조차폐체는 리세스차폐체와 수직조사공차폐체 및 

좌, 우측전단부차폐체의 상부 턱에 놓이며 특히 수직조사공홀이 수직조사공 

차폐체의 수직조사공과 최 한 동심원상에 있도록 하였다. 이제 상부 후단 

보조차폐체를 설치하고 상부중앙보조차폐체를 설치하여 결합부위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상부전단보조차폐체의 폭이 커서 측면차폐체가 좌우로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상부전단보조차폐체의 상부 좌측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일부 정리 수정하였다.  

 

13. 상부차폐체 설치 

상부차폐체는 전단, 후단 및 중앙차폐체의 순서로 설치하였으며 차폐체 

하단과 측면 및 후단부차폐체 상부와의 간격 등을 조사하였다. 이때 

상부전단차폐체의 수직 조사공홀은 상부전단보조차폐체 및 수직조사공차폐체의 

수직조사홀과 동심원상에 있어야 하므로 설치시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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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바닥차폐체 및 리세스차폐체 가설치 작업 

 

앞서 제작 완료한 ST3 차폐체 거푸집 중 하나로 ST 3수평공의 원자로 

벽면과 직접 간섭하는 바닥차폐체 및 리세스차폐체 거푸집을 원자로 현장에 

가설치하고 수정 사항 등을 도출하였다(그림 5.12). 우선 ST3 수평공 바닥 

전면에 유도레일을 설치한 후  2개의 체인블록을 유도레일 끝단의 아이볼트에 

연결하고 좌, 우 균형을 유지하면서 체인을 당겨 보조차폐체를 인출하였다.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와 리세스차폐체를 원자로내로 반입하고 우선 

바닥차폐체를 그 전면부가 ST3 수평공지역 리세스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설치하였다. 리세스차폐체는 크레인이 ST3 수평공 상부의 원자로벽 

방향 1.5M 이내로 접근이 곤란하므로 바닥차폐체 상부 전면의 BGU 설치구역에 

놓고 2개의 유압잭을 이용하여 ST3 수평공 리세스에 삽입하였다. 이때 

리세스차폐체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리세스차폐체 하부 양쪽에 

150mm(W)×360mm(L) ×50mm(H) 크기의 PE블록을 고정하였으며 바닥차폐체 

상부와 접촉되는 부분에 적당량의 그리스를 도포하였다. 이러한 가설치 작업 

결과 리세스차폐체는 좌, 우 양단의 원자로 벽면과의 고정을 위한 M24 

볼트홀의 위치조정과 함께 리세스차폐체 좌측 상부면과 ST3 리세스 

상부벽면과의 간격의 감소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바닥차폐체는 수정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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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REF 43deg 빔 채널 정렬결과 

폭(mm) 
정렬방법  높이(mm) 

상부 바닥 

전면 99.6 15.2 15.2 
위치조정볼트 이용 

후면 112.2 28.3 28.0 

전면 99.6 15.0 15.0 
용접고정 

후면 112.1 28.2 28.0 

전면 99.6 14.8 15.1 정렬 흩으러짐 후 

재검사 후면 112.1 28.3 27.8 

 

표 5.2 REF 80deg 빔채널 정렬 결과 

폭(mm) 
정렬방법  높이(mm) 

상부 바닥 

전면 100.0 15.0 15.0 
위치조정볼트 이용 

후면 112.5 28.0 28.0 

전면 99.9 15.0 15.0 
용접고정 

후면 112.3 28.0 28.0 

 

표 5.3. 정렬 흩트러짐 후위 REF 43deg 빔 채널의 위치 확인 결과 

측정 위치  측정값 차이 차이 

정렬표식판  22.4 2.4 0.0 

상부 30.7 2.7 +0.3 
빔 채널 전면 

하부 30.5 2.5 +0.1 

상부 17.2 2.2 -0.2 
빔 채널 후면 

하부 17.5 2.5 +0.1 

 

표 5.4. HIPD 90deg 빔 채널의 정렬 결과 

폭(mm) 
정렬방법  높이(mm) 

상부 바닥 

전면 99.2 15.0 15.0 
위치조정볼트 이용 

후면 111.7 35.2 35.3 

전면 99.1 15.0 15.0 
용접고정 

후면 111.6 35.2 35.1 

 

표 5.5. 직진빔 상부 빔 채널의 정렬 결과 

폭(mm) 높이(mm) 
정렬방법  

상부 하부 좌측 우측 

전면(후단부방향) 70 70.6 35.0 35.0 위치조정볼트 

이용 후면(원자로방향)   35.0 35.0 

전면   34.9 35.0 
용접고정 

후면   34.7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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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정반위에 설치한 바닥차폐체 거푸집 

 

 

그림 5.2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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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REF 43deg, 80deg 빔 채널의 위치 정렬(단색기 방향) 

 

그림 5.4 빔 채널의 폭 및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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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좌측면부차폐체의 핀 박음 고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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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mm 빔중심선
레벨기 헤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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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홀의 
수직중심선

150mm

150mm

8
4
1
m

m

0.9mm

6.0mm

5.3mm
4.5mm

1
0
5
m

m

1
0
5
m

m

플러그홀의 
설계 빔중심선

플러그홀의 
설계 빔중심선

후단부차폐체 
직진빔 차폐체

플러그홀

직경 
806mm

 
 

그림 5.6 후단부차폐체 직진빔 차폐플러그홀의 위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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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초기 장전한 직진빔 차폐 전면플러그의 위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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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직진빔 전면 차폐플러그의 TOF 플러그홀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시  

위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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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단부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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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직진빔 상부 빔 채널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시 위치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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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0 직진빔 상부 빔 채널의 중심을 기준으로 회전시 상부 및 우측 빔  

채널의 정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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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직진빔 채널 정렬작업 

 

 

 

 
 

그림 5.12 ST3 차폐체 거푸집 가설치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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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ST3 차폐체 중콘크리트 충진과 설치 

 

제 1 절  ST3 차폐체 거푸집 충진  

 

1. ST3 차폐체 거푸집 충진 준비 

ST3 차폐체 거푸집의 납품시점에 맞추어 차폐체 충진을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였다. ST3 차폐체 거푸집 각 블록의 충진재료 및 충진량을 산정하고(표 

6.1) 보다 효율적인 충진 작업을 위하여 충진 배치도를 작성하였다(그림 6.1). 

하나로 서쪽 장비 반입구 앞 공터에 차폐체 충진에 필요한 비계를 설치하고 

시멘트, 마스터 플라워, B4C 분말, PE, 못밥, steel shot, 철광석 및 납 주괴 등의 

각종 차폐재료를 준비하였다. 또한 차폐체 충진을 위하여 콘크리트 배합용 

믹서기, 받침목, 천막 및 납 주괴 용융을 위한 석유 버너, 용융 솥 등을 

준비하였다. ST3 차폐체 거푸집은 차폐체 충진 및 도색작업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앞서의 충진배치도에 부합하도록 하역하였다. 하역작업은 7톤 지게차 

2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받침용 콘크리트 블록을 이용하여 배치한 

바닥차폐체 및 상부차폐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각목으로 하부를 지지하였다. ST3 

차폐체 거푸집의 중콘크리트 충진 작업이 다수의 인력 및 장기간이 필요하므로 

원활한 인력의 배치가 가능하도록 작업일정을 조정하였으며 KAERI 인력의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명의 외부인력의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2. ST3 차폐체 거푸집 충진작업  

바닥차폐체 하부에 마스터 플라워를 두께 5mm 정도 도포하고 중콘크리트 

충진작업을 시작하였다. 바닥차폐체는 밀도 5.0g/cm3의 중콘크리트 충진시 20톤 

이상의 중량과 함께 차폐재료의 과도한 투입이 요구되므로 하단에는 철광석과 

시멘트를 이용한 저밀도의 중콘크리트를 충진하고 상부에는 철광석 신 못밥을 

이용하여 고밀도의 중콘크리트를 충진하였다. 바닥차폐체는 전체적으로 

측면차폐체 및 후단부차폐체 설치를 위한 trench 부분을 경계로 보강용 철판과 

앵글들이 가로막고 있어 바닥차폐체 상부와 trench 부분의 여러 지점을 

가스용접기로 절단하여 충진구를 추가 확보하여 원활한 충진작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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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충진작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차폐체 충진구 하부로 

약간(2~5 cm 깊이) 여유를 두고 몰탈로 마감 하였다. 전체 ST3 차폐체 

거푸집의 충진은 입사 중성자 빔의 방향 및 빔 인출부위 등을 고려하여 

차폐재료의 배합을 일부 달리하였다. 예를 들어 직진 빔 통과가 예상되는 

리세스차폐체, 수직조사공차폐체, 후단부차폐체 및 빔 채널이 위치하는 좌, 

우측면부차폐체와 수평 및 직진빔차폐플러그들에는 못밥, steel shot, steel ball, 

등과 함께 B4C 분말을 섞어 차폐성능이 보강되도록 하였다. 충진시 믹서기의 

용량을 고려하여 믹서기 1회의 작업량은 약 400kg 으로 하였으며 충진구 

안으로 중콘크리트 충진 후 그림 6.2와 같이 vibrator로 진동을 가하여 

충진밀도를 향상하였다. 좌, 우측면부차폐체의 전후면의 빔 채널과 차폐체 빔 

통로 결합부위에는 차폐성능의 강화를 위하여 중콘크리트 충진 전에 B4C 분말을 

에폭시 수지에 섞어 가공한 PE를 부어 굳힌 다음 상부 뚜껑을 닫고 고정하였다. 

또한 납 주괴를 석유버너를 이용하여 용융솥에서 녹인 다음 좌, 우측면부차폐체 

내의 빔 채널 통로 전후부위에 집중적으로 충진하였으며 좌, 우측전단부차폐체의 

전면, 상부보조차폐체의 하단, 수평 및 직진빔차폐플러그의 상하단 등에도 

마찬가지로 납을 충진함으로써 차폐성능을 보강하였다. 이러한 ST3 차폐체 

거푸집의 충진 작업은 2001.6.25~2001.8.10 기간 동안에  동안에 수행 

완료되었으며 전체 충진량은 70톤에 이른다.  

 

3. ST3 차폐체 도색작업 

ST3 차폐체 충진이 완료된 이후에 충분한 차폐 성능의 확보를 위하여 

장기간 동안 ST3 차폐체를 양생하였다. 차폐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색 

작업을 위하여 여러 색상 배치중 HRPD 차폐체와 비슷한 색상 배치를 

선택하였으며, 바닥차폐체는 청색, 측면 및 후단부차폐체 등 중간부분은 황색, 

상부차폐체는 적색으로 하였다(그림 6.3). ST3 차폐체의 도색은 한국차폐기술㈜ 

의 하도급을 받은 “승재도료상사”에서 수행하였다. 우선 양질의 도색을 위하여 

차폐체 충진 과정에서 시멘트 등이 덮인 부분을 핸드 그라인더로 다듬질하고 

세척하였다.  이후에 일명 ‘빠다’라고 일컫는 poly putty는 고려페인트의 2액형 

PC290CR-Grey를 주제와 경화제를 15:1로 섞어서 ST3 차폐체 표면의 페인 

부분 등에 입혔다. 이러한 poly putty의 건조 후 샌드페이퍼로 차폐체 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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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질 하고 광명단[삼화페인트㈜의 슈퍼멜 100H(SB-PR-18)-오렌지색(M)] 

으로 약 4회 에어 분무하여 하도하였다. 최종적으로 알키드 수지 에나멜류 

(광택)KSM5701-1종 1급을 적색+백색 (상부차폐체), 황색+백색(리세스, 측면, 

후단부차폐체), 청색+백색(바닥차폐체)을 25:1로 혼합하여 3회 정도 ST3 

차폐체 표면에 분무하여 상도함으로써 도색작업을 완료하였다(그림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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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ST3 차폐체 설치  

 

1. ST3 차폐체 설치 준비 

차폐체 충진, 양생 및 도색 작업을 완료한 ST3 차폐체를 효과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우선 원자로내에 반입할 ST3 차폐체 표면의 돌출부나 시멘트 

등을 그라인더로 마지막 손질을 한 후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였다. 또한  일부 

측면차폐체 및 상부차폐체 들의 이동을 위한 나사부에 발생한 손상을 

M64×P6.0 등의 탭을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최종 반입 준비가 끝난 

ST3 차폐체를 설치하기 이전에 차폐체 설치 절차서를 작성하였다(부록 3). 이 

절차서에는 각 차폐체의 설치 순서,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한 직진 빔 통로와 

빔 채널 등의 정밀설치 방법 등이  기술되었다. 원자로내 차폐체 하적공간의 

부족을 고려하여 ST3 차폐체의 원자로 반입은 2차에 나누어 수행하였다. 우선 

7톤 지게차 2 와 10톤 트럭을 이용하여 상부차폐체 및 수평차폐플러그를 

제외한 부분의 차폐체를 반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디지털 저울(허용중량, 

10톤)을 30톤 천정크레인에 부착하여 각 차폐체의 중량을 측정하였다(표 6.2). 

우선 ST3 수평공의 차폐도어를 인출하고(그림 6.5) 기존의 ST3 수평공 

바닥구조 보강공사 구역에 에폭시 도포가 끝난 ST3 수평공 바닥홀과 그 주변에 

차폐체 설치에 필요한 각 측량점 및 중심선을 표시하였다. 직진 빔 방향에 

하여 기존의 ST3 수평공 바닥홀 외각의 중심표식점 이외에도 그 후방 과 

전방 및 HIPD, REF 단색기의 예상 위치 지점에 측량기를 이용하여 중심점을 

표식하였다. 또한 HIPD 90deg 와 REF 43deg 및 80deg  빔 채널의 정렬을 

위하여 여러 지점에 중심점을 표식하였다(그림 6.6). 이러한 모든 중심점에는 

SUS  중심 표식봉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제외하고는 바닥표면에 지름 50mm 

알루미늄 중심표식판을 정렬 부착하였다.  

 

2. 바닥차폐체 설치  

바닥차폐체를 설치하기 전에 ST3 수평공 바닥홀에 두께 5mm의 납판을 

깔았다(그림 6.7). 준비한 납판의 크기가 1M(W)×1M(L) 이므로 바닥 전면에는 

ST3 수평공 리세스의 형상을 고려하여 凸 형태로 납판을 절단하여 

설치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직진 빔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 100mm의 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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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설치하였다. 바닥차폐체 상부의 차폐체 제작 현장에서 부착한 중심점 보호 

철판들을 모두 제거하고 표면 정리 후 중심점 확인 결과 직진 빔에 한 

일부지점과 HIPD 및 REF 90deg 기준 좌우 연결지점의 일부가 사용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바닥차폐체를 30톤 크레인으로 들고 3M 철자를 

이용하여 바닥의 형상을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약 3mm 이내의 광범위한 

요철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닥차폐체 상부의 M80 아이볼트 홀에 4개의 아이볼트를 고정하고 샤클을 

연결한 후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차폐체의 전면부가 리세스에 삽입되도록 

하여 앞서 두께 5mm의 납판을 설치한 ST3 수평공 바닥홀에 바닥차폐체를 

설치하였다. 차폐체의 위치를 정렬하기 위하여 차폐체 후단의 A1 지점에 

측량기를 놓고 측량기의 구심점이 A1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 후 

수평위치를 조정하였다. 측량기의 수직중심선이 ST3 수평공 상부 원자로 벽면의 

빔 중심선 및 A2 지점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측량기의 

수직중심선에 따라 바닥차폐체의 정렬작업을 수행하였다. 우선 ST3 수평공 

바닥홀에 있는 바닥차폐체 고정철판의 A~D 지점 볼트홀에 볼트를 조립하고 

3 의 유압잭으로 고정하였다(그림 6.8). A, C  두지점의 유압잭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 상부 No.1 지점의 차폐체 중심점이 A1 지점의 측량기의 

수직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제 B, D 지점에 유압잭을 두고 앞에서와 

같이 바닥차폐체 상부의 3 지점의 차폐체 중심점이 빔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차폐체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측량기를 이용한 차폐체의 정렬확인 결과 No.1 

지점의 중심점이 빔 중심에서 1~2mm가 벗어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차폐체의 정렬순서를 바꾸어도 마찬가지 이므로 먼저 No.1 지점의 

중심점과 빔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하고 바닥차폐체 고정을 위한 브라켓을 ST3 

수평공 바닥홀의 A, C 지점에 고정하여 바닥차폐체 전면부(No.1 지점)의 

흔들림이 최소화 하도록 한 후 B, D 지점에 유압잭을 두고 No. 3 지점의 

중심점과 빔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하였다. 유압잭을 모두 제거하고 A1지점의 

측량기로 최종적으로 차폐체의 정렬결과를 확인하였으며 No.1, No.3 지점의 

차폐체 중심점이 빔 중심에 하여 모두 0.5mm ST2 방향으로 치우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ST3 차폐체의 빔 통로의 제원 및 빔 채널 등의 

크기를 고려하면 전혀 문제 되지 않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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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차폐체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에 ST3 수평공 바닥홀에 

표식한 HIPD 단색기 위치의 수평선의 ST2 수평공 방향의 S2 지점에 측량기 

2를 두고 측량기의 수직중심선이 S1~S2 지점을 연결한 선과 일치하도록 한 후 

바닥차폐체 상부의 HIPD 중심점의 확인결과 차폐체 후단부 방향으로 초기 

설계값보다 7mm 후방으로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HIPD 및 REF 단색기 위치의 수평방향의 중심선이 불완전하므로 우선 S2 

위치의 측량기를 이용하여 HIPD 단색기 위치의 수평방향에 하여 추가로 

중심점을 확보하고 HIPD 단색기 위치, 수평 및 직진 빔 방향의 교차점에 

알루미늄 중심표식판을 정렬하여 부착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REF 단색기 

위치에도 알루미늄 중심 표식판을 부착하였다.  

이와 같이 바닥차폐체의 위치가 초기 설계값보다 7mm 후방으로 

설치되었으므로 ST3 수평공 바닥홀에 표식한 각 중심점들의 위치도 수정하여야 

한다. 그림 6.6c의 HIPD 단색기 위치의 중심점 A4N 지점에 측량기 2의 

구심점이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측량기의 수직중심선이 A2 지점 바닥차폐체 

상부의 B1, B2, B3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위치를 조정한 후 

측량기의 경통을 180deg 수직방향으로 회전하여 수직중심선이 ST3 수평공 

상부 원자로 벽면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이제 측량기를 ST4 방향으로 90deg 회전하고 ST3 수평공 바닥홀의 S1N 

지점에 알루미늄 중심표식판의 위치를 정렬하여 부착하였다. 동일한 위치에서 

측량기의 경통을 수직방향으로 180° 회전하여 ST2 방향의 S2N 지점에 

알루미늄 중심표식판을 부착하였다. 또한 ST3 수평공 바닥홀의 REF 43deg 및 

80deg 빔 채널의 새로운 연장선상 지점에 각각 알루미늄 중심표식판을 

설치하여 향후 REF 빔 채널의 정렬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6.6d).  

바닥차폐체를 ST3 수평공 바닥홀의 고정철판에 고정하기 위한 브라켓의 

부착 결과 차폐체 측면의 직각도가 거의 맞지 않고 일반적으로 쐐기 형태의 

틈이 발생하여 고정이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이틈을 메우기 위하여 A지점에서 

두께 5mm, B지점에서는 두께 3mm의 납판을 브라켓 측면의 형태로 절단하여 

브라켓과 바닥차폐체 측면사이에 끼우고 브라켓을 고정하였다(그림 6.9). 이 

과정에서 납판의 삽입으로 브라켓 하단의 볼트홀과 ST3 수평공 볼트홀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 고정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부라켓 하단의 볼트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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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하고 삽입 납판의 하부를 절단하여 브라켓 고정볼트의 결합 고정상태에서 

그 상부에만 납판이 삽입되도록 하였다. 브라켓 조립용으로는 M30×P3.5×L130 

mm 볼트를 확보하였으며 평와셔 및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바닥차폐체가 ST3 

수평공 바닥홀 고정철판에 안정적으로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바닥차폐체 

설치 후 A1 지점의 측량기로 차폐체 정렬위치의 확인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A1 지점의 근처에 레벨기를 세우고 1200mm 빔 중심높이 

기준선을 확보한 후 staff를 이용하여 그림 6.10과 같이 바닥차폐체 상부의 높이 

구배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값이 클수록 실제 높이가 낮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바닥차폐체 상부의 측면차폐체 설치부의 평균높이는 좌측이 348.7mm 우측이 

345.9mm로 전반적으로 우측이 3mm 정도 더 높았으며 전체적이 높이 구배의 

차는 5mm 이상을 넘지 않았다.  

 

3. 리세스차폐체 설치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리세스차폐체를 원자로 pool 상부에서 ST3 수평공 

바닥홀로 이동하였다. 리세스차폐체의 빔 통로  내부의 페인트를 제거하고 두께 

5mm의 B4C+에폭시 PE판을 부착하고 내부 공간의 제원을 확인하였다(그림 

6.11). 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리세스차폐체를 들어올리고 차폐체 좌우측 하단에 

150mm(W)×360mm(L)×50mm(H)의 PE 블록을 고정하여 바닥차폐체 전면 

상부에서 리세스차폐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5톤 크레인의 ST3 수평공 

상부 원자로벽에 접근허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리세스차폐체를 바닥차폐체의 

상부에 올려놓고 유압잭을 이용하여 차폐체 양쪽에서 보조를 맞추어 ST3 

수평공 리세스 내로 차폐체를 밀어 넣었다. 이때 바닥차폐체 전면 상부에 

그리스를 충분히 도포하여 차폐체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원자로벽 ST3 

수평공 리세스 내로 밀어넣은 리세스차폐체의 좌우 양쪽에 M24 볼트 6개를 

이용하여 원자로벽면에 고정하여 설치를 완료하고 그  정렬정도를 

확인하였다(그림 6.12).  

 

4. 수직조사공차폐체 설치 

수직조사공차폐체 빔 통로 내부의 페인트를 제거하고 내부에 두께 5mm의 

B4C+에폭시 PE판을 고정하였다(그림 6.13). 수직조사공차폐체를 5톤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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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어올려 설치가 완료된 리세스차폐체 후단 지점 바닥차폐체 상부에 

내려놓고  수직조사공차폐체의 후면 양측에서 유압잭을 이용하여 리세스차폐체 

방향으로 밀어 넣었다(그림 6.14). 4개의 M20 볼트를 이용하여 수직조사공 

차폐체를 리세스차폐체에 고정하고 빔 통로의 정렬정도를 확인하였다(그림 

6.15).  

 

5. BGU(Beam Gate Unit) 설치  

BGU 폐쇄부 통로의 내부에는 납블록[98mm(W)×98mm(L)×217mm(H), 

1EA]+BPE[37mm(W)×88.5mm(L)×209mm(H),7EA]+납블록[98mm(W)×98m

m(L)×217mm(H),1EA]의 순서로 차폐 재료를 가공하여 삽입하였다. BPE 

블록이 납 블록보다 높이가 약간 낮으므로 폐쇄부 상부 빈 공간에 B4C+에폭시 

PE를 2장 제작하여 삽입함으로써 방사선의 누설을 방지하였다. BGU 승강부의 

전, 후면에는 10mm 두께의 B4C+에폭시 PE를 빔 통로  내부에는 5mm 두께의 

PE를 부착하고 빔 통로  내부의 제원을 측정하였다(그림 6.16). 또한 승강부의 

차폐체 및 빔 통로를 형성하는 외부 지지 철판의 결합 문제로 BGU 좌우측면의 

고정이 미약하여 빔 통로에는 12개, 폐쇄부에는 4개의 나사를 추가 가공하고 

수정보완 하였다(그림 6.17).  

하나로 작업현장에서 BGU 승강부를 상승하기 위하여 구동박스의 open 

스위치를 on 하는 순간 승강부가 하강하고 BGU 하단의 리미트 스위치도 

작동하지 않는 오작동이 발생하였다. 조사결과 BGU 구동용 3상의 배선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정하였으며 BGU 하단의 2개의 리미트스위치(Koino, 

KH-8005-C)를 모두 교체하였다. 5톤 크레인으로 BGU를 들어올려 바닥차폐체 

상부에 앞서 설치된 수직조사공차폐체 후면지점에 내려 놓고 설치지점을 확인한 

결과 BGU 승강부의 후면과 수직조사공차폐체 전면과의 사이에 7mm 이상의 

틈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틈을 통한 방사선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BGU 

승강부의 원자로쪽 전면에 부착할 보조판을 제작하였다. 이 보조판은 두께 

3mm의 보론 러버 전후면에 두께 0.5mm의 카드뮴판을 양면테이프로 고정한 후 

장기간 구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M5.0×P0.8 탭핑하고 

접시머리나사로 고정하였으며 결합나사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사부에 

에폭시를 도포하였다. 이러한 작업 후에 BGU의 재설치 결과 BGU 전면과 



98 

수직조사공차폐체 후면의 틈이 3mm이내로 감소하였으며 BGU 승강부의 

정상적인 구동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BGU 빔 통로의 상하 위치 정렬을 위하여 BGU 승강부를 최 로 상승한 

상태에서 빔 통로 내부에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를 삽입하고 빔 통로의 중심 

높이와 ST3 수평공 1200mm 높이 빔 중심선과의 차이를 A1 지점의 레벨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빔 통로의 중심 높이는 1200mm 중심보다 15mm 아래에 

있으므로 BGU 하단의 3점 높이조정 나사를 이용하여 BGU 승강부의 위치를 

상승하였다. 또한 중심선과 ST3 수평공 빔 중심선에 하여 BGU 빔 통로  

폭방향의 중심선을 정렬하기 위하여 BGU 하단의 좌우측면에 설치한 유압잭으로 

BGU의 위치를 조정하고 M20 볼트를 이용하여 BGU 하단을 바닥차폐체 상부에 

고정하였다. 앞서의 BGU의 정렬 후 빔 폐쇄부의 정렬위치가 1200mm 빔 

중심보다 3mm 정도 아래에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인 차폐성능 확보를 위하여 

BGU 하단의 리미트 스위치의 작용점이 약간 아래로 오도록 조정하였다(그림 

6.18). 최종정렬 후 빔 폐쇄부의 중심위치는 1200mm 빔 중심보다 1mm 낮음을 

확인하였다.   

 

6, 좌측전단부차폐체 설치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좌측전단부차폐체를 들어 바닥차폐체의 상부로 

이동하였다. 이때 차폐체와 크레인을 연결하는 체인의 길이를 조절하여 차폐체가 

평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또한 30톤 크레인의 후크가 원자로 전면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크레인의 후크와 체인사이에 sling을 걸어 크레인이 원자로 

벽쪽으로 보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좌측전단부차폐체를 바닥차폐체 상부의 이미 설치한 

리세스차폐체 후단에 설치하였으나 리세스차폐체와의 결합부 틈이 상부로 

갈수록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차폐체 설치시 정확하게 평형이 

유지되지 못한 때문이다. 좌측전단부차폐체의 후단부 방향을 들어올려 차폐체의 

위치를 조정한 결과 좌측전단부차폐체와 리세스차폐체와의 결합부 틈이 상하 

일정하게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그 간격이 너무 컸다. 따라서 좌측전단부차폐체의 

후면에 유압펌프를 설치하고 차폐체가 리세스차폐체에 밀착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리세스차폐체 후면이 설계값보다 10mm 정도 전단에 위치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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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바닥차폐체 전면의 좌측면이 하나로 ST3 수평공 

좌측의 원자로 벽면과 10mm이상 떨어져 있는 반면에 바닥차폐체 상부에 

설치된 리세스차폐체는 원자로 벽면에 거의 밀착되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설치한 좌측전단부차폐체의 후단에  좌측면부차폐체를 차폐체 측면의 핀박음 

고정부의 핀홀과 바닥차폐체 측면의 핀 홀이 일치하도록 설치한 결과 두 차폐체 

사이의 결합 간격이 7mm 이상이 되어 이의 보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좌측전단부차폐체 측면 결합부에 철판을 덧데는 등의 

논의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리세스차폐체부터 재설치 하기로 하였다.  

 

7. 리세스차폐체 재설치  

기존에 설치한 리세스차폐체 하단 좌우측면에 체인블록을 설치하고 이 

체인블록을 이용하여 리세스차폐체를 후단으로 약간 인출하였다. 유압잭을 

이용하여 리세스차폐체 좌측 후면과 바닥차폐체의 좌측전면이 일치하도록 

차폐체를 밀어 넣었으며 이때 리세스차폐체와 원자로벽의 간격은 최  20mm에 

이른다. 리세스차폐체의 좌측면을 원자로벽면에 고정하기 위하여 

M24×P3.0×L130 볼트를 차폐체 볼트홀에 삽입하고 좌측방향에는 차폐체 안쪽 

볼트 끝단에 두께 6mm 와셔를 2개씩 끼워 리세스차폐체의 균형있는 조립을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재설치를 완료한 리세스차폐체의 빔 통로의 

정렬정도를 확인하였다(표 6.19).  

 

8. 수직조사공차폐체 재설치  

수직조사공차폐체는 5톤 크레인과 10M 슬링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유압펌프를 이용하여 수직조사공차폐체를 리세스차폐체 방향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수직조사공차폐체가 좌측(ST4 방향)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리세스차폐체와 수직조사공차폐체 볼트홀의 위치확보가 어려웠다. 따라서 

리세스차폐체와 원자로벽에 조립된 볼트를 약간 풀어 볼트홀의 위치를 확보한 

후 M20×P2.5 볼트 4개로 수직조사공차폐체를 리세스차폐체에 고정하였다. 

이와 같이 재 설치한 수직조사공차폐체 빔 통로의 정렬정도를 확인하였다(그림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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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BGU 재설치  

BGU 재설치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우선 BGU의 3점 높이 

조정볼트를 이용하여 수직방향 빔 통로의 기울어짐을 수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즉 BGU 하단의 높이 조정나사를 조정하는 경우 빔 통로 상부의 빔 

중심선에 한 차이는 최  2mm 까지만 조절이 가능하다. 이는 앞서의 BGU 

하단의 위치 조정볼트의 위치가 빔 통로 상하부의 중심 연장선에 하여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BGU를 바닥차폐체에 고정하기 위한 BGU 하단의 

원자로 방향의 고정볼트는 볼트회전을 위한 틈이 거의 없어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한편, BGU 바닥이나 바닥차폐체 설치 부위가 모두 기계가공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결합면이 균일하지 않다. 따라서 BGU 빔 통로 의 중심과 

ST3 수평공 빔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정렬하였어도 고정볼트 결합시 그 위치가 

최  1mm이상 좌우 바닥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BGU의 

재설치 완료후 BGU 빔 통로의 정렬정도를 확인하였다(그림 6.21).  

 

10. 좌측면부차폐체 재설치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좌측면부차폐체를 좌측 전단부차폐체에 이어서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좌측면부 및 바닥차폐체 측면의 핀 박음 고정부의 

2개 전후 고정홀의 위치가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두 차폐체 결합부의 

간격이 전체적으로 3mm 이내로 초기 설치시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추가 

철판의 부착이 불필요함을 확인하였다.  

 

11. 우측전단부차폐체 설치  

30톤 크레인과 체인 및 sling 등을 이용하여 우측전단부차폐체를 설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였으나 원자로벽면 상부의 헬륨 공급 라인 및 상부 

조명등과의 간섭사항으로 인하여 설치가 불가능하였다. 우선 바닥차폐체 

우측(ST2 방향)에 PE 블록을 쌓아 바닥차폐체와 높이가 비슷하게 한 다음 

우측전단부차폐체의 바닥이 바닥차폐체와 PE 상부바닥에 걸쳐서 놓이도록 

하였다. 거더크레인의 체인을 이용하여 우측전단부차폐체를 바닥에서 조금 

들어올린 후 30톤 크레인을 설치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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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스차폐체와의 결합부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우측전단부차폐체가 기 설치한 BGU의 측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으며 차폐체의 효과적인 설치를 위해서는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차폐체가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그림 6.22). 

 

12. 좌측전단부차폐체 재설치  

우측전단부차폐체의 설치에 이어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앞에서 기술한 

방법으로 우측전단부차폐체와 리세스차폐체의 간격을 최소화하여 설치하였다.  

 

13. 단색기 설치판 설치 

    HIPD 및 REF 단색기 구동장치의 설치를 위한 단색기 설치판을 설치하고 

그 위치를 정렬하였다. 우선 바닥차폐체 상부의 단색기 위치에 단색기 설치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측량기 1로 ST3 수평공 빔 중심 방향과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 6.6d의 S2N 지점에 측량기를 

설치하고 측량기의 구심점이 바닥의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위치를 조정하였다. 측량기 경통의 수직 중심선이 바닥차폐체 우측 상부 및 

측면에 HIPD 수평중심선을 따라 부착한 철자의 중심 눈금 100mm 및 ST3 

수평공 바닥홀의 S2N 지점의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제 HIPD 단색기 설치판을 HIPD 단색기 위치에 놓고 설치판 위에 수준기를 

두고 3개의 높이 조정 볼트를 이용하여 설치판의 표면이 평행이 되도록 하였다. 

우선 M16 볼트 4개로 설치판을 바닥차폐체 상부의 단색기 설치 위치에 임시로 

고정하고 정렬지그를 설치판의 중앙에 삽입하였다. 측량기 1의 빔 중심선과 

정렬지그 전면의 0deg 표식선이 일치하도록 단색기 설치판의 위치를 좌우로 

정렬하였다. 정렬 표식판을 정렬지그 상부의 90deg 슬롯에 삽입하고 빔 

중심선이 표식판 전면에 부착한 철자의 눈금 20mm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측량기 2의 수직 중심선에 하여 정렬지그 전면의 90deg 중심선이 기울어지는 

정도를 단색기 설치판의 높이 조정 볼트를 이용하여 수정하였다. 이제 앞서의 

정렬 표식판을 90deg 위치 바꿈하여 정렬지그 상부의 슬롯에 삽입하고 측량기 

2의 수직 중심선이 표식판 전면의 20mm 눈금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HIPD 단색기 설치판의 정렬 후 설치판을 고정하고 측량기 1 및 2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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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설치판의 위치 확인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측량기 2를 ST3 

수평공 바닥홀의 S4N 지점에 측량기의 구심점이 S4N 지점에 부착한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설치하였다. 앞서와 같은 과정으로 REF 단색기 

설치판의 위치를 정렬하고 설치판을 바닥차폐체 상부의 REF 단색기 위치에 

고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설치판의 고정시 즉, 볼트를 조이는 과정에서 HIPD의 

경우와는 다르게 설치판의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하여 빔 중심선 및 90deg 수직 

중심선에 한 위치가 변화하는 과정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여러 차례의 시도 

끝에 최종적으로 정렬 지그의 0deg, 90deg 중심표식선과 정렬표식판의 눈금이 

빔  중심과 모두 일치하도록 하였다.  

 

14. 단색기 케이스 철판 설치 

단색기 케이스 철판 전면에 B4C+에폭시 PE를 두께 10mm로 제작하여 

부착하고 기존의 빔 통로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 후 단색기 케이스 철판을 

상부차폐체의 단색기 설치부에 설치 고정하였다. 우선 단색기 철판 전면의 빔 

통로의 위치를 A1 지점의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레벨기를 

이용한 빔 통로의 높이 확인은 현재 공사를 완료한 ST3 수평공 바닥홀에 

레벨기를 놓을 경우 레벨기의 높이 조정의 한계로 1200mm ST3 수평공 빔 

중심선과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이 일치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REF 

43deg 연장선상에 레벨기를 두고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이 REF 단색기 

설치판에 고정한 정렬지그 상부의 정렬 표식판의 높이 눈금이 53mm의 

중심선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함을 확인하였다. 이제 레벨기를 설치 중인 ST3 

차폐체의 후단 우측에 재 설치하고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이 REF 단색기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정렬지그 상부의 정렬 표식판의 눈금 53mm 에 일치하도록 한 

후 이 수평 중심선을 이용하여 단색기 철판 전면의 빔 통로 높이를 

확인하였다(그림 6.23).   

 

15. 우측면부차폐체 설치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우측면부차폐체를 설치하였다. 앞서의 좌측면부 

차폐체 설치시와 같이 차폐체 측면의 2개의 핀 박음 고정부의 고정홀의 위치가 

바닥차폐체 측면의 고정홀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 설치한 단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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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철판으로 인하여 좌측면부차폐체 하단이 바닥차폐체 상부의 trench 에 

효과적으로 삽입되는 지를 확인하였다. 

 

16. 좌, 우측면부차폐체 정렬정도 확인  

이와 같이 좌, 우측면부차폐체의 설치 시점에서 REF 및 HIPD 빔 채널의 

정렬 정도를 확인하였다. 우선 REF 43deg 빔 채널의 정렬을 확인하기 위하여 

ST3 수평공 바닥홀의 REF 43deg 연장선과 A1 지점의 중심점으로부터 빔 

중심선에 하여 좌측으로 47deg 연장선과의 교차 지점에 측량기를 놓고 

측량기의 구심점과 교차점이 일치하도록 위치를 조정하였다. 이제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A1 지점의 중심점과 앞서의 교차점 후단의 47deg 연장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측량기의 경통을 90deg 회전하여 REF 43deg 빔 채널의 

교차 지점을 조사하였다. 또한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을 ST3 수평공의 1200mm 

높이 기준선과 일치하도록 하고 수평중심선과 각 빔 채널 높이 방향의 교차 

지점을 조사하였다. 그림 6.24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인 것이다. REF 43deg 

및 80deg 빔 채널의 위치는 장치 설계치에 하여 정렬오차는 폭 방향의 경우 

최  0.4mm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였다. 반면에 높이 방향의 경우 

설계치에 한 정렬오차는 빔 채널 전단이 최  1.7mm, 후단이 최  3.5mm로 

빔 채널의 중심이 1200mm 높이 빔 중심선보다 약간 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HIPD 90deg 빔 채널의 경우 폭 방향은 최  2.0mm, 높이 방향은 

4.0mm의 정렬오차를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확인한 각 빔 채널의 정렬 

오차들은 빔 채널 내부 통로의 재원을 고려하면 ST3 차폐체 외부 인출 빔의 

정상적인 이용에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17. 후단부차폐체 설치  

30톤 크레인과 chain sling을 이용하여 후단부 차폐체를 설치하였다. 이때 

상부 전면(원자로 방향)의 2개의 M64 아이 볼트에 연결한 chain sling을 

반 편의 chain sling에 비하여 반마디 정도 길이를 줄였으며 차폐체 좌우 

핀홀의 위치가 바닥차폐체 상부의 핀홀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18. 상부전단보조차폐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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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전단보조차폐체는 5톤 크레인과 10M 길이의 저중량 sling(오렌지색)을 

1줄로 하여 상부전면 좌측과 후면 우측 두곳의 아이 볼트 지점에 샤클로 

연결하여 차폐체 설치시 원자로 상부 전면의 헬륨 공급 라인 등의 간섭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상부전단보조차폐체는 5톤 크레인의 원자로벽면 

접근의 한계로 차폐체를 설치지점 근처로 이동하고 3인의 힘으로 리세스차폐체 

및 좌, 우측전단부차폐체의 상부 턱에 놓이도록 밀어 넣어 설치 하였으며 이때 

수직조사공의 위치가 기 설치한 수직 조사공 차폐체의 수직 조사공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부전단보조차폐체 하단의 BGU 삽입 틈은 BGU 

승강부의 상승 구동 결과 간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9. 상부전단차폐체 설치  

30톤 크레인의 load block과 ST3 수평공 상부 원자로 전면과의 간섭을 

줄이고 상부차폐체의 이동시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10M 길이의 고중량 sling 

2개를 크레인의 후크에 걸고 각 sling의 종단에 각각 설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chain sling 종단의 후크를 상부 전단 차폐체의 M64 아이 

볼트에 연결하고 차폐체 이동 결과 차폐체의 평형이 유지되었으며 크레인에 

의한 원자로 전면의 헬륨 공급 라인들과의 간섭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상태에서 

상부 전단차폐체의 전면이 ST3 수평공 상부의 원자로 벽면과 밀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ST3 회전셔터 구동부의 밀폐판 전면의 텝홀에 아이볼트를 

고정하고 chain block를 설치하여 밀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밀폐판 전면 하단의 

고정 볼트가 돌출하여 상부전단차폐체가 원자로 벽면에 정상적으로 밀착되지 

않으므로 이들 고정 볼트를 제거하였다. 이제 상부 수직조사공 차폐플러그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부전단차폐체의 수직조사공에 삽입 장전하였다. 이러한 

플러그는 그 하단이 상부전단보조차폐체 및 수직조사공차폐체의 플러그홀에 

삽입되는 과정에서 간섭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수직 조사공차폐플러그는 

플러그 상단에 아이 볼트를 고정하고 2 인이 sling을 이용하여 상부전단차폐체의 

수직조사공에 삽입 장전하였다.  

 

20. 신속셔터와 외부차폐도어 설치(그림 6.25-6.27) 및 개폐시험  

앞서 설치 완료한 단색기 케이스 철판 내부의 HIPD 및 REF 빔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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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에 신속셔터를 설치하고 공압을 이용하여 셔터의 개폐 시험을 

수행하였다(그림 6.27). 우선 신속셔터 결합용 브라켓을 상부에 M24 아이 

볼트를 결합한 후 일자형으로 sling 을 걸고 5 톤 크레인으로 들어 8개의 M10 

볼트를 이용하여 REF 43deg 방향의 빔 통로에 고정하였다. 이러한 브라켓에 

M8 볼트와 washer를 써서 신속셔터를 결합 고정하였다. 마찬가지로 REF 

80deg 및 HIPD 90deg  빔 통로 방향에도 신속셔터를 설치하였다. 각 신속 

셔터의 납 차폐부 개폐를 위한 공압 실린더부의 하단이 바닥차폐체 상부의 사각 

삽입홀에 정상적으로 위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신속셔터의 하단 위아래에 

공압 개폐를 위한 내경 6mm 의 공압 파이프를 모두 연결하고 파이프를 

바닥차폐체 측면의 케이블 통로를 통하여 차폐체 밖으로 인출하여 공압 

분배기에 연결하였다. ST2 수평공에서 사용중인 일부 공압선을 공압분배기의 

공기 인입구에 연결하고 신속셔터의 개폐 시험 결과 신속셔터의 납 차폐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다.   

좌측면부차폐체의 REF 43deg 빔 채널 전면에 외부차폐도어의 설치를 위한 

보조 지그를 설치 고정하였다. 이처럼 보조 지그의 상부에 차폐 도어 개폐를 

위한 공압 실린더부를 설치 고정하고 실린더부 우측의 납차폐체 결합용 브라켓 

에 납 차폐부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납차폐부 상부의 M12 

아이 볼트홀이 공압 실린더부와의 간섭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M12 아이볼트를 길게 가공하였으며 이 볼트를 납차폐부 상단의 

볼트홀에 고정 한 후 저중량 sling을 걸고 크레인으로 들어 결합을 시도하였다. 

이 경우 공압 실린더부와의 간섭이 없었으며 납차폐부를 정상적으로 결합 

고정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납 차폐부를 결합고정하고 확인 결과 납차폐부의 

하단이 REF 43deg 빔 채널에 부착한 외부차폐도어 설치를 위한 보조지그의 빔 

통로 전체를 막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납 차폐부 하단에 별도로 

납 블록을 가공하여 부착하였다(그림 6.28). 이제 좌측면부차폐체의 REF 80deg 

및 우측면부차폐체의 HIPD 빔 채널 전면에 외부 차폐도어를 설치 고정하였다. 

각 외부차폐도어의 공압 실린더부에 납차폐부의 개폐를 위한 내경 6mm의 공압 

파이프를 연결하고 이들의 종단을 공압 분배기에 연결하였다. 앞서와 같이 

외부차폐도어의 시험 결과 납 차폐부가 정상적으로 개폐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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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평차폐플러그 장전  

3개의 수평차폐플러그 하단의 구동 바퀴는 모두 분해하여 정비 후 

재부착하였다. 현재 HRPD 에서 이용 중인 mobile elevator를 이용하여 각 

플러그의 장전을 시도하였다. 우선 mobile elevator 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ST3 

차폐체 우측 방향의 ST3 수평공 바닥홀에 내려 놓고 mobile elevator 전면의 

차폐체와의 결합 볼트홀이 우측면부차폐체의 전면 수평차폐플러그홀 하단의 

결합 볼트홀과 일치하도록 그 위치를 조정하였다.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 

가이드 위에 수평차폐플러그(소)의 좌우 방향의 바퀴 폭의 일부가 설치 가이드의 

바깥쪽에 놓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수평차폐플러그가 HRPD의 경우보다 

커서 좌우 구동 바퀴의 간격이 크기 때문이다. 이제 수평차폐플러그가 

플러그홀에 삽입될 수 있도록 mobile elevator의 높이를 조정하고 mobile 

elevator 전면을 ST3 차폐체 플러그홀 하단의 결합 볼트에 고정한 후 

수평차폐플러그 후면 하단의 결합 볼트홀과 mobile elevator 구동부 종단의 

결합부를 볼트 고정하였다. mobile elevator의 구동 손잡이를 회전하여 

수평차폐플러그를 전진 이동하여 플러그홀에 삽입 장전하였다. 또한 우측면부 

차폐체의 후면 수평차폐플러그홀( )에 직경 600mm 인 수평차폐플러그를 

앞서와 같은 과정으로 삽입 장전하였다. 이때 mobile elevator 구동부 종단의 

결합부와 수평차폐플러그 후면 사이에는 PE 블록을 추가로 삽입하고 장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좌측전단부차폐체 후면의 수평차폐플러그홀에도 앞서와 

같은 과정으로 플러그의 장전을 시도하였다. 이때 플러그 하단의 4개의 구동 

바퀴가 직경 56mm 로 바퀴의 폭이 5mm 이상 돌출하므로 플러그의 장전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플러그 하단의 구동 바퀴를 모두 제거하고 베어링 바퀴로 

교체하여 플러그를 정상적으로 장전할 수 있었다.  

  

22. 직진빔차폐플러그 장전  

직진빔 전면 차폐플러그 하단 및 후면 차폐플러그의 구동용 바퀴를 모두 

교체하고 베어링, 축 등을 모두 정비하였다. 우선 mobile elevator를 ST3 

차폐체의 후단부 방향으로 이동하고 mobile elevator 구동부의 종단이 후단부 

차폐체 플러그홀 하단의 결합 볼트홀에 밀착되도록 mobile elevator의 위치를 

조정하였다. 직진빔 후면 차폐플러그를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 가이드 



107 

위에 놓고 수평차폐플러그 장전과 같은 방법으로 플러그를 장전하였다(그림 

6.29). 이 때 플러그의 크기가 직경 800mm에 이르므로 플러그 하단의 구동 

바퀴가 mobile elevator 설치 가이드의 밖에 놓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상태에서 직진빔 전면 차폐플러그를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홀 안쪽으로 밀어 

넣지 않고 TOF 전면 플러그의 상부에 M36 아이 볼트를 고정하고 크레인을 

들어 수평방향에서 TOF 전면 플러그의 장전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직진빔차폐플러그를 인출하여 TOF 플러그홀이 상부를 향하도록 하여 

원자로 바닥홀에 놓고 TOF 플러그 후면에 M36 아이 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으로 들어 수직 방향으로 플러그 장전을 시도하였다. 이 경우 플러그의 

자중에 의해 원활하게 삽입되었으며 플러그의 회전시에도 플러그홀 내에서 전혀 

간섭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6.30).  또한 플러그와 TOF 플러그는 좌우 

양쪽에서 1mm 이상의 틈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와 같이 TOF 플러그는 추가 

절삭 등의 수정 가공을 하여서는 안되며 수평배치에서 장전하기 위해서는 TOF 

플러그 하단에 roller를 부착하거나 mobile elevator와 같은 별도의 장전용 

기구의 제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TOF 전면 플러그 전단의 납 

충진부에 납 블록을 장전하고 상부를 핀 박음 하여 납 블록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였다. 이와 같이 TOF 전면 플러그를 삽입한 직진빔 전면 차폐플러그를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mobile elevator를 이용하여 후단부차폐체의 직진빔 

차폐플러그 홀에 플러그의 후면이 후단부 차폐의 후면과 일치하도록 장전하였다. 

앞서 장전한 직진빔 전면 차폐플러그를 인력으로 플러그홀 안쪽으로 완전히 

밀어 넣고 상부 및 우측 빔 채널의 위치를 확인하였다(그림 6.31). 우선 ST3 

수평공의 빔 중심선이 통과하는 상부 빔 채널의 폭은 약 69mm로 채널의 폭 

140mm를 고려하면 거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는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레벨기를 이용한 ST3 수평공의 1200mm 높이 중심선과 일치하는 우측 빔 

채널의 높이는 채널 바닥에서 59mm로 채널의 높이 140mm를 고려하면 우측 빔 

채널이 원래 설계값 보다 약 10mm 정도 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직진빔 

전면 차폐 플러그를 인출하여 플러그 후면이 후단부차폐체의 후면과 일치하도록 

하고 각 면에 수평 및 수직의 빔 중심선을 표식하였다. 이 과정에서 REF 용 빔 

채널의 높이 방향의 중심선과 1200mm 높이 빔 중심선의 간격은 228.2mm 

이고 우측 빔 채널의 폭의 중심과 ST3 수평공 빔 중심선과의 간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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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mm로 설계값 220mm와 약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6.32). 

이러한 직진빔 전면차폐플러그를 다시 밀어 넣고 앞서 확인한 빔 채널의 위치를 

재확인하였다. 직진빔 후면 차폐플러그의 12개 구동 바퀴를 모두 분해하여 

정비하고 바퀴 고정부의 돌출부 등을 갈아내어 플러그 장전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였다. TOF 용 플러그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진빔 후면 차폐 

플러그의 장전 시도 결과 플러그 좌우측면의 중량 차이로 인하여 플러그를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 가이드에 설치시 플러그 하단의 좌측 구동 바퀴가 

계속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장전이 불가능하였다. 직진빔 후면 

차폐플러그의 TOF 플러그 홀이 상부를 향하도록 하고 TOF 후면 플러그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플러그의 자중에 의해 삽입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삽입한 

TOF 플러그의 회전시 약 3 지점에서 간섭 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TOF 

플러그홀이 약간 이심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TOF 플러그와 플러그 홀 

사이의 간격이 거의 없어 설계상의 제작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앞서 직진빔 전면 

플러그에서와 같이 수평 방향으로의 TOF 플러그 삽입은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앞서와 같이 mobile elevator를 이용하여 직진빔 후면 차폐플러그의 장전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플러그 하단의 4개의 구동 바퀴 이외에도 좌우 측면의 

8개의 구동 바퀴가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홀내에서 접촉하는 관계로 일부 

바퀴의 밀착정도의 차이로 구동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장전이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직진빔 후면 차폐플러그 좌우측 상단의 4개 구동 바퀴를 제거하고 

장전을 완료하였다.   

 

23. 상부후단차폐체 설치  

상부후단보조차폐체를 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ST3 차폐체 상부에 설치하고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부후단차폐체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이 과정에서 

30톤 크레인에 2개의 chain sling을 걸고 4개의 후크를 M64 아이 볼트에 

연결하여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차폐체 이동시 차폐체 형상에 의한 평형 

문제를 발생하지 않았다.  

 

24. 상부중앙차폐체 설치  

상부중앙보조차폐체를 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부 전후단 보조차폐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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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측면부차폐체의 상부 턱에 걸리도록 하여 설치함으로써 ST3 차폐체의 

설치를 완료하였다(그림 6.33-6.34). 상부중앙차폐체는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부전후단보조차폐체의 턱에 놓이도록 하여 설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좌측면부차폐체가 좌측전단부차폐체 및 후단부차폐체보다 그 상부가 낮아 상부 

전단 및 후단차폐체의 설치 결합 부위가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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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4) 

충진재 총무게 

도번 도명 충진체적(리터) 시멘트

(0.1)

물 

(0.05) 

스틸볼 

(0.5) 

스틸슈트

(0.33) 

보론 

(0.02) 

마스터 

프로우-1

마스터

프로우-2

마스터 

프로우 계
 

HAN-NP-DW-REF-01-0100 바닥차폐체 3484.7 383.3 174.2 12893.4 8509.6 174.2 272.1 195.9 1029.6  

HAN-NP-DW-REF-01-0200 리세스차폐체 785.7 86.4 39.3 2907.0 1918.6 39.3 93.6 41.5 297.2  

HAN-NP-DW-REF-01-0300 수직조사공차폐체 226.0 24.9 11.3 836.2 551.9 11.3 34.1 25.9 132.0  

HAN-NP-DW-REF-01-0400 좌측전단부차폐체 1363.5 150.0 68.2 5044.9 3329.6 68.2 55.4 44.2 219.1  

HAN-NP-DW-REF-01-0500 우측전단부차폐체 972.8 107.0 48.6 3599.5 2375.6 48.6 33.5 35.4 151.7  

HAN-NP-DW-REF-01-0600 좌측면부차폐체 1397.4 153.7 69.9 5170.5 3412.5 69.9 61.7 55.3 257.5  

HAN-NP-DW-REF-01-0700 우측면부차폐체 1887.9 207.7 94.4 6985.1 4610.2 94.4 71.0 70.7 311.7  

HAN-NP-DW-REF-01-0800 후단부차폐체 2172.4 239.0 108.6 8038.0 5305.1 108.6 40.2 81.7 268.2  

HAN-NP-DW-REF-01-0900 상부전단보조차폐체 230.7 25.4 11.5 853.8 563.5 11.5 19.5 38.8 128.2  

HAN-NP-DW-REF-01-1000 상부중앙보조차폐체 153.5 16.9 7.7 567.8 374.8 7.7 14.5 24.3 85.3  

HAN-NP-DW-REF-01-1100 상부후단보조차폐체 99.4 10.9 5.0 367.7 242.7 5.0 14.7 19.1 74.2  

HAN-NP-DW-REF-01-1200 상부전단차폐체 1165.8 128.2 58.3 4313.6 2846.9 58.3 34.7 80.4 253.3  

HAN-NP-DW-REF-01-1300 상부중앙차폐체 1349.9 148.5 67.5 4994.7 3296.5 67.5 41.0 116.1 345.5  

HAN-NP-DW-REF-01-1400 상부후단차폐체 669.4 73.6 33.5 2476.6 1634.6 33.5 65.3 29.2 207.9  

HAN-NP-DW-REF-01-1500 빔셔터조립체  0.0 0.0 0.0 0.0 0.0   0.0  

HAN-NP-DW-REF-01-1600 단색기케이스  0.0 0.0 0.0 0.0 0.0   0.0  

HAN-NP-DW-REF-01-1700 빔스토퍼조립체 53.4 5.9 2.7 197.7 130.5 2.7 4.1 4.1 18.2  

HAN-NP-DW-REF-01-1800 NR용 수직차폐플러그  0.0 0.0 0.0 0.0 0.0   0.0  

HAN-NP-DW-REF-01-1900 수평차폐플러그(소) 177.3 19.5 8.9 656.0 433.0 8.9 7.9 4.2 26.6  

HAN-NP-DW-REF-01-1900 수평차폐플러그(소) 177.3 19.5 8.9 656.0 433.0 8.9 7.9 4.2 26.6  

HAN-NP-DW-REF-01-2000 수평차폐플러그( ) 207.3 22.8 10.4 766.8 506.1 10.4 9.3 5.2 32.0  

HAN-NP-DW-REF-01-2100-A 빔인출채널(90)  0.0 0.0 0.0 0.0 0.0   0.0  

HAN-NP-DW-REF-01-2100-B 빔인출채널(80)  0.0 0.0 0.0 0.0 0.0   0.0  

HAN-NP-DW-REF-01-2100-C 빔인출채널(43)  0.0 0.0 0.0 0.0 0.0   0.0  

HAN-NP-DW-REF-01-2200-1 직진빔차폐플러그(1) 208.9 23.0 10.4 773.0 510.2 10.4 11.9 11.9 52.4  

HAN-NP-DW-REF-01-2200-2 직진빔차폐플러그(2) 190.0 20.9 9.5 702.9 463.9 9.5 5.8 11.6 38.3  

HAN-NP-DW-REF-01-2300-1 직진빔인출차폐플러그(1) 15.4 1.7 0.8 56.9 37.6 0.8 1.8 1.8 8.1  

HAN-NP-DW-REF-01-2300-2 직진빔인출차폐플러그(2) 32.6 3.6 1.6 120.7 79.7 1.6 1.8 1.8 8.1  

HAN-NP-DW-REF-01-2400 빔인출차폐플러그  0.0 0.0 0.0 0.0 0.0   0.0  

HAN-NP-DW-REF-01-2500 빔스토퍼차폐플러그  0.0 0.0 0.0 0.0 0.0   0.0  

체적 소계  17021.3 1872.3 851.1 62978.7 41565.9 851.1   3971.8  

밀도 5인 경우  85106.3        158.9 108119.0

표6.1  ST3 차폐체 충진재 예상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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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 ST3 차폐체 최종 충진현황 

No 차폐블럭 
충진부피

(cm3) 

충진량

(톤)

빈통무게

(톤) 

예상중량

(톤) 

예상밀도 

(g/cm3) 

측정중량 

(톤) 

측정밀도

(g/cm3)

1 바닥차폐체 3,269,973 9.600 5.3 14.900 2.94   

2 리세스차폐체 609,529 3.065 1.045 4.110 5.03 4.120 5.04 

3 수직조사공차폐체 218,208 1.221 0.347 1.568 5.60 1.325 4.48 

4 좌측전단부차폐체 1,310,277 5.812 1.520 7.332 4.44 7.575 4.62 

5 우측전단부차폐체 965,720 5.081 1.074 6.155 5.26 5.340 4.42 

6 좌측면부차폐체 1,280,098 6.606 1.487 8.093 5.16 8.265 5.29 

7 우측면부차폐체 1,652,057 7.272 1.970 9.242 4.40 9.635 4.64 

8 상부전단보조차폐체 266,675 1.084 0.482 1.566 4.06 1.585 4.14 

9 상부중앙보조차폐체 161,642 0.805 0.296 1.101 4.98 0.905 3.77 

10 상부후단보조차폐체 87,908 0.434 0.225 0.659 4.94 0.670 5.06 

11 상부전단차폐체 1,068,353 5.228 1.355 6.583 4.89 6.120 4.46 

12 상부중앙차폐체 1,451,419 6.691 2.114 8.805 4.61 8.350 4.30 

13 상부후단차폐체 721,921 3.491 0.953 4.444 4.84 3.665 3.76 

14 후단부차폐체 2,055,144 9.486 1.883 11.369 4.62   

15 
직진빔차폐플러그(1) 

후면(후단부방향) 
180,451 1.410 0.290 1.701 7.82 1.300 5.60 

16 
직진빔차폐플러그(2) 

전면(원자로방향) 
189,575 1.026 0.350 1.155 5.41 1.260 4.80 

17 수평차폐플러그(1) 169,132 0.830 0.221 1.026 4.91 1.130 5.37 

18 수평차폐플러그(2) 165,828 0.805 0.247 1.052 4.85 1.130 5.32 

19 수평차폐플러그(3, ) 196,981 1.070 0.286 1.357 5.43 1.315 5.22 

20 직진빔 인출 플러그(1) 27,884*  0.041   0.180 4.98 

21 직진빔 인출 플러그(2) 32,635  0.079   0.220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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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단색기 케이스 철판 0.820 톤, *는 전면에 납차폐체가 장전되어야 

함  

* 2001/12/12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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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ST3 차폐체 충진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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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2  ST3 차폐체 거푸집 충진작업  

REF차폐체 페인트 색상

 

그림 6.3  ST3 차폐체 도색 색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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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ST3 차폐체의 도색 완료 전경  

 

 

그림 6.5  ST3 수평공 차폐도어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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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체 설치작업-1

 
그림 6.6(a) 

차폐체 설치작업-2

 
그림 6.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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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폐체 설치작업-3

 
그림 6.6(c) 

차폐체 설치작업-4

 
그림 6.6(d) 

그림 6.6 ST3 차폐체 설치 순서에 따른 중심점 표식도(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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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ST3 수평공 바닥 설치 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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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바닥차폐체 정렬을 위한 유압잭 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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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바닥차폐체 고정용 브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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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설치완료한 바닥차폐체의 높이 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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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a) 리세스차폐체 빔 통로 내부에 부착한 B4C+에폭시 PE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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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b) B4C+에폭시 PE 부착후 리세스차폐체 빔 통로 내부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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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2 리세스차폐체 설치 후 빔 통로 정렬 값 

 

 

그림 6.13(a) 수직조사공차폐체 빔 통로 내부에 부착한 B4C+에폭시 PE판 및  

빔 통로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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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3(b) B4C+에폭시 PE 부착후 수직조사공차폐체 빔 통로 내부 제원 

 

그림 6.14  설치 완료한 리세스 및 수직조사공차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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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5 수직조사공차폐체 설치 후 빔 통로 정렬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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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6 B4C+에폭시 PE 부착후 BGU 빔 통로 내부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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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7  수정 완료한 B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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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8 BGU 설치 후 빔 통로 정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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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리세스차폐체 재설치 후 빔 통로 정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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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0 수직조사공차폐체 재설치 후 빔 통로 정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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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BGU 재설치 후 빔 통로 정렬값 

 

 

그림 6.22  거더크레인을 이용한 우측전단부차폐체 설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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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3 단색기 케이스 철판 설치 후 빔 통로 정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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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F 43deg 빔 채널 정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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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F 80deg 빔 채널 정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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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IPD 90deg 빔 채널 정렬값 

그림 6.24 ST3 차폐체 REF 및 HIPD 빔 채널의 정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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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5 ST3 차폐체 신속셔터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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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ST3 차폐체 외부차폐도어 제작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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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  ST3 차폐체 신속셔터 

 

그림 6.28  ST3 차폐체 외부차폐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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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Mobile elevator를 이용한 직진빔 차폐플러그 장전 

 

그림 6.30  TOF용 차폐플러그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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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직진빔 차폐전면플러그의 완전삽입 장전시 빔 채널 정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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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직진빔 차폐플러그의 초기위치 인출시 빔 채널 정렬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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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  ST3 차폐체 내부 전경 

 

 

그림 6.34  ST3 차폐체 설치완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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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자성체, 비정질, 고분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박막시료에 한 해석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중성자 

빔을 이용한 연구 영역을 확 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중성자 빔 인출 및 시료 

위치에서의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ST3 차폐체를 자체 설계, 제작하여 

하나로 ST3 수평공 바닥에 설치하였다. ST3 차폐체의 전체 크기는 

2200mm(W)x2260mm(H)x4430mm(L)로 총 14개의 차폐 블록으로 구성되며 

REF 43deg, 80deg 및 HIPD 90deg 등의 중성자 빔  채널이 설치되어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REF), 고중성자속 중성자 분말회절장치(HIPD) 등의 중성자 

분광장치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앞서의 14개의 차폐 블록은 밀도 

5.0g/cm3의 중콘크리트 충진시 변형 방지를 위하여 두께 10mm의 철판을 

이용하여 외부 형상을 제작하였으며 내부 보강재를 충분히 삽입하였다. 제작 

완료한 ST3 차폐체 거푸집의 조립 및 품질 검사를 통하여 빔 통로, 빔 채널 

등의 제작 및 설치 방법을 확립하였다. 또한 각 차폐체 블록의 누수 검사를 

통하여 효과적인 중콘크리트 충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광원 누설 검사로 각 

차폐체 블록의 결합 정도를 확인하였다. ST3 차폐체 거푸집에 총 70톤에 이르는 

중콘크리트를 충진하였으며 차폐 성능의 보강을 위하여 일부 빔 채널과 차폐체 

빔 통로의 결합 부위에 B4C 분말을 에폭시 수지에 섞어 가공한 PE를 부어 

굳혔으며 일부 차폐 블록에는 납주괴를 용융하여 충진하였다. ST3 차폐체의 

중콘크리트 충진을 완료하고 충분히 양생한 후 차폐체의 부식 방지를 위한 하도 

및 상도 작업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이 상하도 작업을 완료한 ST3 차폐체 각 

블록의 중량 확인 결과 차폐체의 평균 충진 밀도는 4.7g/cm3 이었다. ST3 

차폐체를 하나로 ST3 수평공 바닥에 정밀 설치하기 위하여 각 차폐 블록의 

설치 순서와 측량기, 레벨기 및 정렬지그 등의 이용 방법을 기술한 차폐체 설치 

절차서를 작성하였다. 하나로 ST3 수평공 바닥에는 두께 5mm의 납판을 

설치하고 차폐체를 정렬 설치하였다. 우선 바닥차폐체는 ST3 수평공의 빔 

중심선에 하여 최  +0.5mm(ST2 수평공 방향) 오차로 정밀하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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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REF 43, 80deg 빔 채널은 그 중심이 폭 방향은 최  0.4mm, 높이 

방향은 최  3.5mm의 오차로 설치되었다. HIPD 빔 채널의 경우 그 중심이 폭 

방향은 2.0mm, 높이 방향은 4.0mm의 오차로 설치되었으며 이러한 빔 채널의 

설치 오차는 빔 채널 내부 통로의 제원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입사 중성자 빔의 효과적인 개폐를 위한 수직 구동형 

BGU(Beam Gate Unit)와 5 기압의 공압으로 구동되는 신속셔터, 외부차폐 도어 

등의 보조 장비를 자체 설계, 제작하고 ST3 차폐체의 내외부에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ST3 차폐체를 자체 설계, 제작 및 정밀 설치함으로써 향후 REF, 

HIPD 등의 중성자 분광장치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입사 

중성자 빔 배치를 고려한 빔 통로 및 빔 채널의 설계, 제작 및 정밀 설치 기술을 

습득하였다. 또한 전체 차폐체의 설치 방법 및 설치 정도의 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입사 중성자 빔의 효과적인 개폐를 위한 BGU, 신속셔터, 외부 

차폐도어 등의 설계 및 제작 기술을 확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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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ST3 차폐체 상세 제작 설계 도면 (Rev 2) 

부록 2. ST3 차폐체 거푸집 최종 조립 및 검사 절차서  

부록 3. ST3 차폐체 설치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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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ST3 차폐체 상세제작 설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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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ST3 차폐체 거푸집 조립 및 검사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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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조립 및 검사 절차서 

 
1. 준비 작업  
 

가. 정반 준비  
• 모든 차폐블록의 조립이 가능한 정반을 준비하여야 한다.  
• 현재 한국차폐에 준비되어 있는 정반은 3000(W)x5400(L)x260mm(H)로 크기는 

충분하나 우측면의 공간이 측량기 및 레벨기를 설치하기에는 협소하므로 현재 

위치에서 정반의 좌측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다. 
• 우측면의 공간은 정반의 우측면으로부터 최소 4m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정밀한 수평기를 이용하여 전체 면적에 대한 정반 표면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정반의 높이는 추후 측량기 설치에 의한 빔 중심선의 관찰에 중요하므로 정반 

준비후 그 높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여야 한다.    
나. 정렬표식판 준비 
• 차폐체 조립/정렬시에 기준면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반위에 설치할 바닥차폐체 

전면 및 측면에 기준선의 표식이 필요하다.  
• 한국차폐에서는 기존 설치물(벽, 기둥 등)에 이러한 기준선을 표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정렬지그 준비 
• 정렬지그의 상부를 정반위에 놓고 슬릿홈 0deg 및 90deg의 2곳의 중심선을 

지그 봉에 정확하게 표식하여야 한다.  
• 바닥차폐체 상부에 설치되는 HIPD 및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는 

삽입한 정렬지그가 최대한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중심에 있도록 

정밀가공을 하여야 한다.  
• 정렬지그의 슬롯에 삽입하는 슬릿의 직경 5mm의 홀을 중심으로 수직 및 수평 

중심선을 정확하게 표식하여야 한다.  
라. 필요 인력 
• 동 작업시에 KAERI에서는 측량기 및 레벨기의 설치와 관측을 위한 1인, staff 

및 관련 기구의 준비 현장작업 촬영을 위한 1인, 현장 작업시 수정 사항 등의 

작성 및 정리를 위한 1인 등 총 3인이 필요하며, 한국차폐에서는 크레인 이용 

및 차폐체 블록 등의 정렬을 위하여 최소한 2인이 필요하다.  
마. 필요 기구 
• KAERI ; 측량기 2조, 레벨기 2조, staff 1조, 카메라, 폴라로이드 카메라, 기록 

노트  
• 한국차폐 ; 수준기, 기준선 표식판, 전등(최소 2개) 손전등 등의 전원, 직각자, 

대형 철자(1m, 2m), 소형철자(소모품으로 절단 이용 가능하여야 함), 줄자, 
중심선 및 line 표식을 위한 각종 기구(백묵, point/시아개선) 및 필기구, 버니어 

켈리퍼스, 청테이프  
 
2. 바닥차페체 및 측량기구 설치  
 

가. 바닥차폐체 상부 임시 X축 중심선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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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차폐체 상부의 단색기 케이스 철판 설치 지역에 철자를 이용하여 좌우 

중심점을 2곳 이상 표식 한다.  
• 앞서의 중심점을 연결하여 임시 X축 중심선을 표식 한다. 
• 단색기 케이스 철판 설치 지역 상부에 HIPD (X=1430 mm) 및 

REF(X=2080mm)의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를 설치 한다.   
나. 바닥차폐체 설치  
• 바닥차폐체 상부에 M80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정반위에 

올려 놓는다. 이때 바닥차폐체가 가능한 정반의 중심에 놓이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차폐체의 위치를 정반위에 표식하고 향후 차폐체 조립시에 바닥차폐체의 

위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측면에 보조 지지대를 좌우 2곳씩 최소한 

4곳 이상 정반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측량기구 설치 
• 측량기를 바닥차폐체 뒤쪽 즉, 정반 후단 3m 지점에 측량기를 설치한다.  
• 측량기는 초기에 가능한 임시 X축 중심선상에 오도록 한후 좌우로 조금씩 그 

위치를 이동하면서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단색기 케이스 철판 설치 지역에 

표식한 임시 X축 중심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 이러한 측량기는 향후 작업 전과정을 통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여야 하므로 

특히 그 위치에 변화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철자 및 측량기를 이용하여 HIPD(X=1430mm) 및 REF(X=2080mm)의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에 그 위치를 표식 한다. 이때  X축 중심선의 0점 

기준은 리세스 차폐체의 삽입부 전단이다.  
• 레벨기를 임시 X축 중심선의 -30deg 지점에 설치하며 그 위치는 

바닥차폐체로부터 3m 지점이다. 이러한 레벨기는 전체 작업 과정을 통하여 그 

위치를 고정하여야 한다.  
• 이때 staff를 정반위(바닥차폐체의 전단 및 후단)에 세워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의 높이가 정반으로부터 1195mm 지점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staff를 

레벨기의 관측방향에 대하여 전후로 조금씩 흔들어 평균값을 읽으므로서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 바닥차폐체 전면의 벽 및 고정물 또는 정렬표식판 등에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 

및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임시 기준 중심선을 표식한다. 
• HIPD 및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에 설치한 측량기를 -90deg 및, 

90deg를 회전하고 앞서의 레벨기를 이용하여 바닥차폐체의 우측(-90deg) 및 

좌측(90deg)에 정렬표식판을 설치하여 차폐체 설치를 위한 기준면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리세스차폐체 설치(빔 통로의 크기 ; 90x144mm) 
 

• 리세스차폐체의 설치 이전에 빔 통로의 전면 상단 및 후면 하단에 눈금 

식별이 용이한 철자를 수평으로 고정하고 빔 통로의 중심선을 표식 한다. 
• 리세스차폐체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에 설치하고 바닥차폐체 후단의 

측량기를 이용하여 빔 통로 전면 및 후면의 중심 일치도 여부를 확인한다.  
• 우선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과 빔 통로의 전면 및 후면의 중심선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리세스차폐체의 위치를 조절한 후 임시 X축 중심선과의 차이의 

정도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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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세스차폐체의 빔 통로에 수평방향으로 부착한 철자를 떼어내고 빔 통로 

전면 좌측에 수직방향으로 철자를 부착하고 빔 통로 후면 우측에 

수직방향으로 철자를 부착하여 통로의 상하 높이를 읽어 각각의 중심위치를 

표식 한다.  
• 바닥차폐체 후단의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과 빔 통로의 중심 높이와의 

일치도를  확인하여 그 차이의 정도를 기록한다.  
 
4. 수직조사공차폐체 설치 (빔 통로의 크기 ; 90x154mm) 
 

가. 수직조사공차폐체 설치  
• 수직조사공차폐체를 바닥차폐체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이때 

수직조사공 차폐체가 리세스차폐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수직조사공차폐체 빔 통로의 전면 상단 및 후면 하단에 수평 방향으로 철자를 

부착하고 중심위치를 표식 한다.  
• 측량기를 이용하여 수직 중심선과 빔 통로의 전면 및 후면의 중심선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리세스차폐체의 위치를 조절한 후 임시 X축 중심선과의 차이의 

정도를 기록한다.  
• 수직조사공 빔 통로의 전후면에 부착한 철자를 제거하고 수직방향으로 

전후면의 좌우측에 철자를 부착하고 중심선을 표식 한다.  
• 바닥차폐체 후단의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과 빔 통로의 중심 높이와의 

일치도를  확인한다.  
나. 수직조사공 위치 확인  
• 수직조사공에 장전되는 차폐플러그를 정반위에 올려놓고 상부 및 전면에 

수직으로 중심선을 표식한다.  
• 수직조사공에 차폐플러그를 삽입하고 바닥차폐체 후단의 측량기로 차폐플러그 

중심선의 임시 X축 중심선과의 일치도를 확인하여 그 차이의 정도를 

기록한다.  
다. 수직조사공 위치 고정  
• 앞서의 정렬을 마친 수직조사공 차폐체의 위치를 바닥차폐체의 상부에 

표식하고 좌우 측면의 고정 볼트 홀을 이용하여 리세스 차폐체에 고정한다.  
 
5. BGU 설치 (빔 통로의 크기 ; 50(W)x180(H)mm) 
 

가. BGU 바닥판 설치 
• BGU 바닥판[275(H)x594(L)x244(W)mm]의 임시 X축 중심선을 상부 및 

전후면에 표식 한다.  
• BGU 바닥판을 바닥차폐체에 놓고 측량기를 이용 그 위치를 조정하여 

바닥차폐체에 볼트 고정한다.  
나. BGU 기계 구동부 설치 
• BGU 기계 구동부를 앞서 설치한 바닥판에 3개의 높이조정이 가능한 장볼트를 

이용하여 우선 고정한다.  
• BGU 기계 구동부의 빔 개폐부를 on 하여 상부로 밀어 올리고 개방부 위치의 

빔 통로 전면 좌측 및 후면 우측에 수직 방향으로 철자를 부착하고 각각 

중심선을 표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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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차폐체 후단의 레벨기를 이용하여 개폐부 위치의 빔 통로의 전후면 

중심선과 레벨기의 중심선과의 일치도를 확인하고 높이 조정 장볼트를 

이용하여 전후면의 높이를 ±0.5mm 이내로 조절하여야 한다. 
• 철자를 때어 내고 개방부 위치의 빔 통로 전면 상단 및 후면 하단에 수평 

방향으로 철자를 부착하고 빔 통로의 수평 방향의 중심선을 표식 한다.  
• 바닥차폐체 후단의 측량기를 이용하여 X축 중심선과 빔 통로 수직 중심선과의 

일치도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기술한다.  
• 앞서 부착한 철자를 때어 내고 기계 구동부를 off 하여 폐쇠부의 높이 중심이 

빔 중심 높이에 오도록 한다.  
• 폐쇠부의 전면에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철자를 부착하고 폐쇠부의 중심위치를 

표식한 다음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각 방향의 중심 일치도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최종적으로 BGU 기계 구동부를 BGU 바닥판에 고정한다.  
• BGU 구동을 위한 구동 케이블의 삽입 및 인출 작업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후 설치할 단색기 케이스 철판의 케이블 인출구를 통하여 

바닥차폐체의 케이블 통로를 통한 인출 작업을 수행한다.  
 
6. HIPD 및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설치 및 빔 채널 위치 

표식 
 

가.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설치  
• HIPD 및 REF의 Al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를 바닥차폐체 상부의 단색기 

케이스 철판 설치 철판에 표식한 임시 X축 중심선상의 해당 위치에 설치한다.  
• 수준기와 각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하단의 3개의 2중 볼트를 이용하여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상부면이 최대한 평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측량기를 이용하여 각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상부에 임시 X축 

중심선을 연장하여 표식한다.  
나. 빔 채널 위치 표식 
• 측량기를 HIPD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상부에 설치하고 -90deg 

방향으로 회전하여 정렬하고 측량기 및 기존의 레벨기를 이용하여 차폐체 

측면의 ∼4m 지점에 정렬 표식판을 설치한다. 이때 -90deg 방향의 중심선은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 및 정반에도 동시에 표식하여야 한다.  
• 마찬가지로 측량기를 REF의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상부에 설치하고 

43deg 및 80deg 방향으로 회전하여 앞서와 같이 정렬 표식판을 설치한다.  
 
7. 단색기 케이스 철판 설치(뚜껑 제외) 
 
• 단색기 케이스 철판 측면의 수평차폐플러그 홀 및 직진빔차폐플러그 홀의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수평 및 수직의 중심선을 표식 한다.  
• 단색기 케이스 철판 전면의 중성자 빔 통로에 철자를 부착하여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중심선을 표식하고 HIPD 및 REF의 빔 통로에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중심선을 정확하게 표식 한다. 특히 REF의 빔 통로는 43deg 및 80deg 로 사선 

방향이므로 수직방향의 중심선 표식에 유의하여야 한다.  
• 단색기 케이스 철판 상부에 M24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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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차폐체에 설치한다.  
• 바닥차폐체 후단의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단색기 케이스 철판 전면의 

빔 통로[50(W)x184(H)mm]의 X축 중심선의 일치도와 빔 중심 높이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기록한다.  
• 바닥차폐체 후단의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단색기 케이스 철판 후단의 

직진빔차폐플러그 홀의 X축 중심선의 일치도 및 중심높이의 일치도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기록한다.  
• 정반 상부의 중심 표식선 및 정렬표식판을 이용하여 HIPD의 -90deg 방향의 

바닥차폐체 측면으로부터 3m 지점에 측량기를 설치하고 HIPD의 빔 인출 

통로의 수직 방향 및 중심높이의 일치도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기록한다.  
• 마찬가지로 REF의 43deg 및 80deg 방향의 빔 인출 통로의 수직 방향 및 

중심높이의 일치도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기록한다.  
• 케이스 메이트 하단의 볼트 홀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에 볼트 고정한다.  
• BGU 구동부의 구통 케이블이 단색기 케이스 철판 전면의 케이블 통로에 

원활하게 삽입 및 인출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8. 좌측전단부차폐체 설치 
 
• 좌측전단부차폐체의 수평차폐플러그 홀에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중심선을 표식 

한다.  
• 좌측전단부차폐체의 상부에 M64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에 설치한다. 이때 특히 차폐체가 단색기 케이스 철판 및 BGU의 

구동부와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좌측전단부차폐체의 좌측면과 리세스차폐체의 결합부위의 최대 틈이 5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측면 결합부위의 수정이 필요하다.  
• 앞서의 결합부위에 대하여 전체적인 수직도를 확인한다.  
• 또한 좌측전단부차폐체와 BGU 및 단색기 케이스 철판과의 결합부위를 

확인하여 차폐체 전면의 직진도의 차이 등에 의한 접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9. 우측전단부차폐체 설치 
 
• 우측전단부차폐체의 상부에 M64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에 설치한다. 이때 특히 차폐체가 단색기 케이스 철판 및 BGU의 

구동부와 충돌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우측전단부차폐체의 우측면과 리세스차폐체의 결합부위의 최대 틈이 5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이하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합부위의 수정이 필요하다.  
• 앞서의 결합부위에 대하여 전체적인 수직도를 확인한다.  
• 우측전단부차폐체와 BGU 및 단색기 케이스 철판과의 결합부위를 확인하여 

차폐체 전면의 직진도의 차이 등에 의한 접촉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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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우측면부차폐체 설치 
 

가. 차폐체 설치 
• 측량기를 기존에 정반위에 표식한 빔 중심선과 -90deg 방향에 설치한 

정렬표식판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 측면의 ∼3m 지점에 설치한다. 
• 우측면부차폐체의 상부에 아이 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 상부에 설치하며 이때 가능한 우측면부차폐체 측면의 핀홀 고정용 

볼트와 바닥차폐체의 핀홀 장전부의 위치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우측전단부차폐체와의 결합부위의 간격 및 수직 방향의 직진도를 검사하고 

기록한다.  
• 우측면부차폐체의 전면과 단색기 케이스 철판과의 결합부위를 확인하여 

차폐체 전면의 직진도의 차이 등에 의한 접촉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도를 

기록한다. 
나. HIPD 빔 채널 정렬   
• HIPD의 빔 채널을 정렬 정도를 확인하기 이전에 앞서 설치한 단색기 케이스 

철판을 바닥차폐체의 상부에서 해체하여 인출한다.  
• 우측면부차폐체의 HIPD 빔 인출 채널의 전단 상부 및 후단 하단에 수평으로 

철자를 부착하여 각각의 중심위치를 표식 한다. 
• 측량기를 이용하여 90deg 방향의 중심선과 빔 채널 전후단의 중심선의 

일치도를 확인하고 빔 채널 양단에 준비된 미세 조절 볼트를 사용하여 빔 

채널의 수평 중심 위치를 ±0.5mm 내의 정렬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앞서 부착한 철자를 때어내고 빔 채널의 전단 좌측 및 후단 우측에 철자를 

수직으로 부착하여 각각의 중심위치를 표식한 후 레벨기를 이용하여 빔 중심 

높이의 일치도를 확인하고 빔 채널 상하에 준비된 미세 조절 볼트를 사용하여 

빔 채널의 중심 높이를 ±0.5mm 내의 정렬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11. 좌측면부차폐체 설치  
 

가. 차폐체 설치 
• 측량기를 기존에 정반위에 표식한 빔 중심선과 43deg 방향에 설치한 

정렬표식판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 측면의 ∼3m 지점에 설치한다. 
• 앞서 우측면부 HIPD 빔 채널의 정렬을 위하여 인출한 단색기 케이스 철판을 

바닥차폐체의 상부에 다시 고정 설치한다.  
• 좌측면부차폐체의 상부에 아이 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 상부에 설치하며 이때 가능한 좌측면부차폐체 측면의 핀홀 고정용 

볼트와 바닥차폐체의 핀홀 장전부의 위치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좌측전단부차폐체와의 결합부위의 간격 및 수직 방향의 직진도를 검사하고 

기록한다. 
• 좌측면부차폐체의 전면과 단색기 케이스 철판과의 결합부위를 확인하여 

차폐체 전면의 직진도의 차이 등에 의한 접촉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정도를 

기록한다. 
나. REF 빔 채널 정렬   
• REF 빔 채널을 정렬하기 이전에 앞서 설치한 단색기 케이스 철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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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차폐체의 상부에서 해체하여 인출한다.  
• 좌측면부차폐체의 REF 43deg 빔 채널의 전단 상부 및 후단 하단에 수평으로 

철자를 부착하여 각각의 중심위치를 표식 한다. 
• 측량기를 이용하여 43deg 방향의 중심선과 빔 채널 전후단의 중심선의 

일치도를 확인하고 빔 채널 양단에 준비된 미세 조절 볼트를 사용하여 빔 

채널의 수평 중심 위치를 ±0.5mm 내의 정렬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앞서 부착한 철자를 때어내고 빔 채널의 전단 좌측 및 후단 우측에 철자를 

수직으로 부착하여 각각의 중심위치를 표식한 후 레벨기를 이용하여 빔 중심 

높이의 일치도를 확인하고 빔 채널 상하에 준비된 미세 조절 볼트를 사용하여 

빔 채널의 중심 높이를 ±0.5mm 내의 정렬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측량기를 기존에 정반위에 표식한 빔 중심선과 80deg 방향에 설치한 

정렬표식판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 측면의 ∼3m 지점에 설치한다. 
•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REF 80deg 방향의 빔 인출 채널의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빔 중심 일치도를 확인하여 빔 채널 상하 및 양단의 미세 조절 볼트를 

사용하여 각각 ±0.5mm 내의 정렬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12. 빔 스토퍼 설치  
 
• 빔 스토퍼 지지대를 단색기 케이스 철판 내의 바닥차폐체 상부에 설치한다. 

이때 빔 스토퍼의 정밀 설치시 필요한 3개의 M30 높이 조정볼트의 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 빔 스토퍼의 직진빔 인출 홀의 후단에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철자를 

부착하고 수평 및 수직 중심선을 표식 한다.   
• 빔 스토퍼 상부에 M24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앞서의 빔 

스토퍼 지지대 상부에 고정한  3개의 M30 높이 조정볼트 상단에 빔 스토퍼 

하단의 삽입부가 끼워 맞춤 되도록 하여 빔 스토퍼를 설치한다.  
• 바닥차폐체 후단의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빔 스토퍼의 직진빔 인출 

홀의 수평 및 수직 중심선의 일치도를 확인하여 각각 ±0.5mm 이내의 

정렬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 앞서의 정렬시 높이는 빔 스토퍼 지지대 상부의 3개의 M30 높이 조정볼트를 

조절하여 수행하며 X축 중심선과의 차이는 빔 스토퍼 지지대 하단의 볼트 

홀을 이용하여 조절한다.  
• 마찬가지로 빔 스토퍼 전단의 직진빔 인출 홀에 철자를 부착하여 중심선을 

표식하고 앞서와 같은 과정으로 바닥차폐체 후단의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빔 스토퍼의 직진빔 인출 홀의 수평 및 수직 중심선의 일치도를 

확인하여 ±0.5mm 이내의 정렬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13. 후단부차폐체 설치 
 
• 후단부차폐체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후단부차폐체를 설치한다.  
 
14. 상부보조차폐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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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부전단보조차폐체를 설치한다. 
• 이때 특히 상부전단보조차폐체의 하단이 BGU의 구동부의 상부와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상부전단보조차폐체의 수직조사공이 수직조사공 

차폐체의 조사공과 같은 동심원상에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정밀한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 상부전단보조차폐체의 수직조사공에 수직차폐플러그를 삽입하여 그 하단이 

수직조사공차폐체의 조사공에 정상적으로 장전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정렬하여야 한다. 
•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부후단보조차폐체를 설치한다. 
•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부중앙보조차폐체를 설치한다. 
• 각 상부보조차폐체는 좌우측면차폐체, 수직조사공차폐체 및 후단부차페체 등의 

상부에 지지 결합되는 구조이므로 각 결합 측면의 간격이 최대 5m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상부차폐체 설치 
 
• 상부전단차폐체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 이때 상부전단차폐체의 수직조사공이 상부전단보조차폐체 및 

수직조사공차폐체의 조사공과 최대한 같은 동심원상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이러한 상부전단차폐체의 설치시 특히 리세스차폐체에 충돌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상부후단차폐체를 설치한다. 
• 상부중앙차폐체를 설치한다. 
• 상부차폐체는 좌우측면차폐체 및 후단부차페체 등의 상부에 지지 결합되는 

구조이므로 각 결합 측면의 간격을 확인하고 최대 5mm 이상의 간격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16. 각종 차폐플러그 장전  
 
• 좌측면부차폐체에 수평 차폐플러그 1개 및 우측면부차폐체에 수평차폐플러그 

2개를 장전한다. 
• 이때 수평차폐플러그의 장전시 플러그 하단의 바퀴가 각 측면부의 플러그 

홀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수평차폐플러그의 장전후 그 틈을 확인하여 전 방향에서 최대 3mm 이상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또한 한국차폐에서의 작업시에는 mobile elevator의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차폐플러그 상단의 아이볼트홀을 이용하여야 하며 크레인 사용시 발생 가능한 

간섭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직진빔 차폐플러그를 장전한다.  
• 수직조사공 차폐플러그를 장전한다. 
 
17. 최종 확인  
 
• 최종적으로 우측전단부차폐체의 수평차폐플러그홀을 인출하고 바닥차폐체 

상부의 REF 상부에 전등을 ON 상태로 두고 수평차폐플러그홀을 장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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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차폐체 외부로의 빔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1차 조립작업의 평가 검토 
 
• 앞서와 같이 1차 조립작업을 종료한 후에 리세스차폐체, BGU 및 단색기 

케이스 철판의 빔 통로 등의 임시 X축 중심선 및 빔 중심 높이에 대한 일치도 

여부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  
• 동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임시 X축 중심선의 좌우 한 방향으로의 이동 또는 

고정 등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여하한 경우에도 1차 조립한 차폐체는 바닥차폐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체하여 재조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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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조립 및 검사절차서  
 
1. 준비사항  
 

•  1차 조립한 차폐체는 바닥차폐체를 제외하고는 앞서의 역순으로 모두 

해체한다.  
• 임시 X축 중심선의 재 이용 시에는 상관 없으나 좌우 어느 한 방향으로 이동 

할 경우는 바닥차폐체 후단의 측량기 및 바닥차폐체 전면의 정렬표식판을 

재설치하여야 한다. 
• 재설정한 X축 중심선에 측량기를 설치하고 바닥차폐체 후면부에 2개의 

중심점을 수직방향으로  punching 하고 X축 중심선을 표식 한다.  
 
2. HIPD 및 REF 정렬지그 설치 
 

가. HIPD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정렬지그 설치  
• HIPD의 Al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하단의 3개의 2중 볼트와 수준기를 

이용하여 상부면이 최대한 평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앞서 정렬지그에 표식한 0deg 중심선이 앞서 재설정한 X축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정렬지그를 HIPD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설치하고 고정용 

핀을 장전한다. 
• 바닥차폐체 후단의 측량기를 이용하여 HIPD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설치한 정렬지그의 0deg 중심 표식선이 X축 중심선과의 일치도를 확인한다.  
•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하단의 3개의 2중 볼트를 이용하여 0deg 중심 

표식선의 X축 중심선에 대한 기울어짐이 없도록 조정한다. 
• 앞서와 같은 기울어짐의 보정 이후에도 0deg 중심 표식선이 X축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변위가 있을 때는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위치 이동으로 

이를 수정한다. 
• HIPD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상부면에 X축 중심선을 연장하여 

표식하고 직각자를 이용하여 이와 90deg 방향으로 Y축 중심선을 표식 한다.  
• 앞서 HIPD의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장전한 정렬지그가 X축 중심선에 

전후로 기울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 측량기를 바닥차폐체의 측면에서 최소한 2m 이상 간격을 두고 X축 중심선에 

대하여 90deg의 방향(바닥차폐체의 우측)으로 HIPD의 중심위치에 놓는다.  
•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면에 표식한 90deg의 

방향의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측량기를 좌우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하단의 3개의 2중 볼트를 이용하여 앞서 장전한 

정렬지그 90deg 방향의 중심 표식선이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조정한다.  

• 정렬지그 상부의 90deg 슬롯에 슬릿을 장전하고 바닥차폐체 후단의 측량기와 

레벨기로 슬릿의 수직 중심선과 X축 중심선과의 일치도를 또한 수평 중심선과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과의 일치도를 확인한다.  
• 이제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바닥판의 3개의 2중 볼트를 이용하여 그 

위치를 정밀 조절하므로서 향후 정렬지그에 슬릿 장전으로 빔의 중심 높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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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축 중심선에 대한 기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HIPD의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장전한 정렬지그를 인출한다.  
나.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정렬지그 설치  
• REF의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하단의 3개의 2중 볼트와 수준기를 

이용하여 상부면이 최대한 평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REF의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정렬지그를 0deg의 중심 표식선이 X축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장전하고 앞서의 HIPD 정렬지그 설치과정에서  

2∼12번째의 작업을 수행하므로서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에 

0deg 및 90deg의 중심선을 표식하고 정렬지그의 수직도, X축 중심선의 중심 

불일치도 및 높이 등을 보정한다.  
• 또한 정렬지그의 상부에는 REF를 위한 43deg 및 80deg의 슬롯이 있으므로 

앞서의 정렬을 마친 후 43deg 와 수직 방향으로 슬릿을 삽입하고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에 직각자를 이용하여 중심선을 표식 한다.  

• 마찬가지로 REF의 80deg 방향의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에 

중심선을 표식 한다.  
• 향후 좌측면부 차폐체 블록의 조립 시에 43deg 및 80deg의 빔 채널 설치를 

위하여 측량기 설치를 위한 기준선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43deg의 중심선에 측량기를 설치하여 향후 측량기의 

설치예상 지점까지 중심선을 연장하여 표식 한다. 
• 마찬가지로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80deg의 중심선에 측량기를 

설치하여 80deg의 중심선을 향후 측량기의 설치예상 지점까지 연장하여 표식 

한다.   
• 5∼6번째의 작업과정에서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측량기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정반의 외각 지점에 측량기를 설치하여 동 작업을 수행한다.  
• REF의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장전한 정렬지그를 인출한다.  
 
3. 리세스차폐체 설치 
 
• 리세스차폐체를 설치하고 1차 조립과 같은 과정으로 여하한 경우에도 

재설정한 X축 중심선에 대하여 빔 통로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1mm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빔 통로의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 앞서의 빔 통로의 중심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높이가 ±1mm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이를 수용한다. 
• 정렬을 마친 리세스 차폐체의 위치를 바닥차폐체의 상부에 표식 한다. 
 
4. 수직조사공차폐체 설치  
 

• 1차 조립과 같은 과정으로 수직조사공차폐페를 설치하고 여하한 경우에도 

재설정한 X축 중심선에 대하여 빔 통로의 중심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1mm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빔 통로의 수정작업이 

필요하다.  
• 앞서의 빔 통로의 중심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높이 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그 높이가 ±1mm 이상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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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수용한다.  
• 수직조사공에 삽입된 차폐플러그와 빔 통로 좌우측면간의 간격을 확인하여 그 

간격이 좌우 어느 한 방향으로 5mm 이하인 경우 차폐플러그를 수정가공 

하여야 한다. 
• 정렬을 마친 수직조사공차폐체를 리세스 차폐체에 최종적으로 고정한다.  
 
5. BGU 설치  
 
•  1차 조립과 같은 과정으로 BGU를 설치한다.  
• 여하한 경우에도 X축 중심선과 열림 위치의 빔 통로 수직 중심선이 ±1.0mm 

이내에서 일치하지 않으면 빔 통로를 수정가공하여야 한다.  
• 마찬가지로 열림 위치의 빔 통로의 전후면 중심선과 레벨기의 중심선과의 

일치도가 ±0.5mm 이내로 정렬이 안될 경우 빔 통로를 수정 가공하여야 한다.  
 
6. 단색기 케이스 철판 설치 
 
• 단색기 케이스 철판을 바닥차폐체 상부에 설치하고 차폐체 후단의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케이스 메이트 전면의 빔 통로의 

수직 및 수평 중심선의 일치도를 확인한다.  
• 전면의 빔 통로는 좌우 위치 및 높이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X축 중심선과 

±1.0mm, 빔 중심 높이 ±1.0mm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빔 통로를 수정하여야 

한다.  
• HIPD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정렬 지그를 0deg 방향의 슬롯이 X축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장전하여 핀을 채우고 0deg 방향으로 슬릿을 삽입 한다.  
• HIPD의 빔 인출 방향 즉 90deg 방향에 기존에 표식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측량기 및 레벨기를 설치하며 정렬지그에 삽입한 슬릿홀 중심의 수평 및 

수직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HIPD의 빔 인출 통로의 수직 방향 및 중심높이의 일치도를 확인하여 각각 

±1.0mm를 벗어나는 경우 빔 통로를 수정하여야 한다.  
•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정렬 지그를 0deg 방향의 슬롯이 X축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장전하여 핀을 채우고 43deg 방향과 수직 방향의 슬롯에 

슬릿을 삽입 한다.  
• 기존에 표식한 REF 43deg 방향의 중심선과 정렬지그에 삽입한 슬릿홀 중심의 

수평 및 수직의 중심선을 이용하여 측량기 및 레벨기를 설치한다.  
• REF 43deg 방향의 빔 통로의 수직 및 수평방향의 중심의 일치도를 확인하여 

각각 ±1.0mm를 벗어나는 경우 빔 통로를 수정하여야 한다.  
• 이제 정렬지그에 삽입한 슬릿을 인출하여 80deg 방향과 수직 방향의 슬롯에 

슬릿을 삽입 한다.  
• 앞서와 마찬가지로 REF 80deg 방향에 측량기 및 레벨기를 설치하고  빔  

통로의 수직 및 수평방향의 중심의 일치도를 확인하여 각각 ±1.0mm를 

벗어나는 경우 빔 통로를 수정하여야 한다.  
 
7. 좌측 및 우측전단부 차폐체 설치  
 
• 1차 조립과 같은 방법으로 좌측 및 우측전단부차폐체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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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우측 및 좌측면부차폐체 설치  
 

가. 우측면부차폐체 설치  
• HIPD 에 정렬지그를 0deg의 슬롯 방향이 X축 빔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슬릿을 정렬지그의 0deg의 슬롯에 삽입한다.  
• 측량기와 레벨기를 기존에 표식한 빔 중심선을 이용하여 HIPD 빔 인출채널 

방향(-90deg)에 설치한다. 이때 측량기의 방향 및 레벨기의 높이는 정렬지그의 

슬릿에 표식한 수직 및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앞서 1차 조립시에 정렬한 빔 채널 빔 통로의 

수직 및 수평 중심선과의 일치도를 확인한다.  
• 빔 채널 및 빔 통로의 중심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도를 기록하고 1차 

조립 시와 같이 빔 채널의 상하 좌우 양단에 준비된 미세조절 볼트를 

사용하여 빔 채널의 위치를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중심선에 대하여 ±0.5mm 
이내로 정렬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정렬을 마친 빔 채널은 가접하여 그 위치를 일시 고정한다. 
• 또한 여하한 경우에도 우측전단부차폐체와의 결합부위의 간격의 최대 틈을 

5mm 이하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측면의 결합부위를 수정하여야 한다.  
• HIPD 90deg의 빔 채널에 차폐플러그를 삽입하여 삽입 및 인출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나. 우측면부차폐체 설치  
•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정렬지그를 0deg의 슬롯 방향이 X축 빔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슬릿을 정렬지그의 43deg의 방향과 90deg 

방향의 슬롯에 삽입한다.  
• 측량기와 레벨기를 기존에 표식한 빔 중심선을 이용하여 43deg REF 빔 채널 

방향에 설치한다. 이때 측량기의 방향 및 레벨기의 높이는 정렬지그의 슬릿에 

표식한 수직 및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 측량기 및 레벨기를 이용하여 앞서 1차 조립시에 정렬한 빔 인출 채널 빔 

통로의 수직 및 수평 중심선과의 일치도를 확인한다.  
• 빔 인출 채널 빔 통로의 중심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정도를 기록하고 

1차 조립시와 같이 빔 채널의 상하 좌우 양단에 준비된 미세조절 볼트를 

사용하여 빔 채널의 위치를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중심선에 대하여 ±0.5mm 
이내로 정렬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정렬을 마친 43deg 방향의 빔 채널은 가접하여 그 위치를 일시 

고정한다. 
•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정렬지그의 80deg에 수직한 90deg 방향의 

슬롯에 슬릿을 삽입한다.  
• 측량기와 레벨기를 기존에 표식한 빔 중심선을 이용하여 80deg REF 빔 채널 

방향에 설치한다. 이때 측량기의 방향 및 레벨기의 높이는 정렬지그의 슬릿에 

표식한 수직 및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 앞서의 3∼4와 같이 REF 80deg 방향의 정렬을 마친 빔 채널은 가접하여 그 

위치를 일시 고정한다.  
• 또한 여하한 경우에도 좌측전단부차폐체와의 결합부위의 간격의 최대 틈을 

5mm 이하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좌측면의 결합부위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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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 43deg 및 80deg의 빔 채널에 각각 차폐플러그의 삽입 및 인출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REF 43deg 빔 채널의 입구 및 출구 즉, 단색기 케이스 철판 내부와 

좌측면부차폐체의 출구에 각각 신속셔터 및 외부차폐도어의 설치를 위한 

어댑터를 장착한다.  
• 이러한 어뎁터가 빔 채널의 통로를 제한하여 실제 이용 가능한 빔을 

제한하는지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9. 빔 스토퍼 설치 
 

• 재설정된 X축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여 1차 조립시와 같은 방법으로 빔 

스토퍼를 설치한다. 
• 빔 스토퍼의 직진빔 인출 홀에 차폐플러그를 삽입하고 이 플러그의 삽입 및 

인출과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10. 후단부차폐체 설치  
 
11. 빔 채널 정렬 재확인 및 핀 고정  
 
• 후단부차폐체 설치 후 발생할 수 있는 각 빔 채널의 정렬상태를 재확인하고 

일시 고정한 빔 채널의 위치에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본 용접으로 빔 채널을 

영구 고정한다. 
• 앞서의 정렬 상태의 재확인 결과 빔 채널의 위치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가접을 절단하고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그 위치를 정밀 재정렬하여 재가접을 

수행하고 본 용접으로 빔 채널을 영구 고정한다.  
• 빔 채널의 최종적인 고정을 마친 좌우측면부차폐체는 바닥차폐체 측면에 

고정되어 있는 2 곳의 핀홀 장전부에 핀 삽입이 가능하도록 차폐체 측면에 

핀홀 장전부를 볼트 고정하고 고정용 핀을 체결한다.  
 
12. 신속셔터 설치  
 
• 단색기 케이스 철판 내벽의 HIPD 90deg, REF의 43deg 및 80deg의 빔 출구 

지점에 가공한 텝 홀을 이용하여 신속셔터를 설치하고 상부차폐체 및 

바닥차폐체 등과의 간섭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 신속셔터의 구동으로 빔 채널의 인출 통로가 정상적으로 폐쇄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단색기 케이스 철판 뚜껑을 덮는다. 
 
13. 상부보조 및 상부차폐체 설치  
 
14. 각종 차폐플러그 및 외부차폐도어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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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조립과 마찬가지로 각종 차폐플러그를 장전한다.  
• 좌우측면부차폐체의 빔 채널 외벽에 보조차폐도어를 설치한다. 
 
15. 최종 확인  
 
• 1차 조립과 마찬가지로 우측전단부차폐체의 수평차폐플러그홀을 인출하고 

바닥차폐체 상부의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에 전등을 on 상태로 

두고 수평차폐플러그홀을 장전한다. 
• 이 상태에서 차폐체 외부로의 빔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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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ST3 차폐체 설치 절차서 
 
 
 
 
 
 
 
 



203  

1. 준비작업  
  
가. 준비물 
• 크레인, 거더크레인, 측량기 2대, 레벨기 2대(1대는 핸들을 이용한 높이 조정이 

가능하여야 함), 다수의 철자,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높이 조정용 지그, 
중심점 마킹용 펀치, Al 중심표식판   

 
나. ST3 바닥홀 중심선 표식(그림참조)  
• 측량기 및 레벨기를 각각 1, 2로 표식하며 레벨기2는 높이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 측량기1을 중심점이 표식되어 있는 A1 지점에 설치하고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원자로벽 상부 W1 지점의 ST3 빔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 W1과 A1을 연결하는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A2-A3-A4 지점을 통과하는 각 

지점의 바닥 표식봉에 중심점을 표식한다.  
• 측량기1의 망원경을 후방으로 180deg 회전하여 AR 지점에 중심점을 표식한다. 
• A2, A3 지점은 HIPD 및 REF의 단색기 위치이므로 ST3 수평공의 리세스지역 

밀폐판으로부터 각 단색기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표식하여야 한다. 
• 측량기1을 AR 지점에 설치하고 수직 중심선이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 측량기2를 A4 지점에 설치하고 측량기의 구심점과 A4 위치의 중심점이 

일치하도록 하고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W1 및 AR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위치를 조정한다. 
• S1, S2, S3, S4, R1, R1C, R1R, R2C, R2, R2R, D1, D2 지점에 Al 중심 표식판을 

부착한다.  
• 측량기2를 ST2 방향으로 90deg 회전하여 B2 지점의 Al 중심 표식판의 위치를 

조정하여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 S1 지점의 바닥표식봉에 Al 중심표식판을 임시로 부착한다.  
• 측량기2를 180deg 회전하여 S1 지점의 Al 중심 표식판의 위치를 조정하여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 측량기2를 A3 지점으로 이동하고 구심점이 A3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하고 원자로벽 상부의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한 후 측량기의 

망원경을 180deg 회전하여 앞서의 수직 중심선이 A2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는지 확인 한다.  
• 측량기2를 ST2 방향으로 90deg 회전하고 S3 지점의 Al 중심 표식판의 위치를 

조정하여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 측량기2를 ST4 방향으로 180deg 회전하고 S4 지점의 Al 중심 표식판의 위치를 

조정하여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 측량기2를 후단부차폐체 방향으로 10deg 회전하고 R1 지점의 바닥 표식봉에  

부착한 Al 중심 표식판의 위치를 조정하여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하므로서 REF 80deg 빔 인출 채널의 중심점을 

확보한다. 
•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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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재 조정한 후 측량기2를 ST2 방향으로 133deg 회전하고 R2 지점의 

바닥 표식봉에  부착한 Al 중심 표식판의 위치를 조정하여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하므로서 REF 43deg 빔 인출 

채널의 중심점을 확보한다. 
• 측량기2를 R1 지점에 설치하고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A3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 측량기2의 망원경을 180deg 수직방향으로 회전하고 R1C 지점에 부착한 Al 

중심 표식판의 위치를 조정하여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하므로서 A3-R1-R1C를 연결하는 REF 80deg 중심선을 

확보한다.  
• 측량기2를 R2 지점에 설치하고 앞서와 같이 A3-R2-R2C를 연결하는 REF 80deg 

중심선을 확보한다.  
• AR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는지 재 확인하고 측량기1을 ST2 방향으로 10deg 회전한다. 
•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과 A3-R1-R1C 중심선과의 교차 지점 R1R에 Al 중심 

표식판을 부착하고 그 위치를 조정하여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 또한 R1R 지점과 연장선인 D1 지점에도 마찬가지로 중심점을 표식하여 

A3-R1-R1C 중심선과 수직을 이루는 A1-R1R-D1 중심선을 확보한다.  
• AR 지점의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는지 재 

확인하고 측량기1을 ST2 방향으로 43deg 회전한다. 
•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과 A3-R2-R2C 중심선과의 교차 지점 R2R에 Al 중심 

표식판을 부착하고 그 위치를 조정하여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Al 중심 

표식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 R2R 지점과 연장선인 D2 지점에 중심점을 표식하여 A3-R2-R2C 중심선과 

수직을 이루는 A2-R2R-D2 중심선을 확보한다.  
 
다. ST3 빔 중심선 기준 높이 확인(그림참조) 
• 레벨기2를 A2 지점에 설치하고 그 높이를 조정하여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이 

ST2 바닥홀 뒷편 W2 지점의 1200mm 높이 기준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 레벨기2를 회전하여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과 ST3 원자로벽에 기 표식되어 

있는 수평 중심점의 위치 W3, W4를 확인하고 차이가 있을 경우 재 표식한다.  
• 차폐체 설치시 레벨기를 이용한 원활한 1200mm 높이 기준선의 확인을 위하여 

WN 지점에 표식판을 설치하고 1200mm 높이 기준선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때 

표식판의 바닥은 원자로 홀 바닥에 볼트로 고정되어 위치의 변동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ST3 차폐체 반입 
 
2. 차폐체 설치  
 
가. 바닥차폐체 설치  
- 준비작업  
• 빔 중심선을 따라 3mm 및 5mm 두께의 납판을 바닥차폐체 바닥의 구배를 

고려하여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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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기1을 AR 지점에 설치하고 수직 중심선이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위치를 조정한다. 
• 레벨기1을 AR 지점의 근방인 LR 지점에 설치하고 레벨기1의 수평 중심선이 

W3, W3 또는 WN 지점의 1200mm 높이 기준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 레벨기1의 수평 중심선이 일치하는 staff의 눈금을 확인한다.  
 

- 설치작업  
• 바닥차폐체의 4개 아이볼트홀에 M80 아이볼트를 고정한다. 
• 크레인(30톤)에 4개의 체인 슬링을 설치하고 이 슬링을 바닥차폐체의 M80 

아이볼트와 결합한다.  
• 바닥차폐체를 크레인(30톤)으로 들어 바닥차폐체의 전면부가 ST3 리세스내로 

최대한 밀착하여 삽입되도록 한다. 
• 바닥차폐체 상부 후단의 5개의 중심점을 실로 연결하여 HIPD 및 REF 충진구 

까지 연장하고 충진구 상부에 직진빔 연장선을 전후로 표식한다.  
• HIPD 및 REF의 충진구 홀에 앞서의 직진빔 연장선 실을 부착하고 상하폭의 

정확한 중심점을 찾아 직진빔과 90deg를 갖는 방향의 중심점을 좌우에 

표식한다. 
• 앞서 HIPD 및 REF 충진구 상부에 표식한 중심점을 이용하여 십자형으로 실을 

부착하여 동 위치에서 중심점을 확보한다.  
•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과 바닥차폐체 후단부의 5개의 중심점 및 HIPD/REF 

단색기 상부의 빔 중심선이 일치하도록 바닥차폐의 위치를 조정한다. 
• 이와 같이 빔 중심선과 바닥차폐체의 표식 중심선은 설정값의 범위내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은 작업의 종료 후에 바닥차폐체 후단면에 중심선을 연장하여 2개의 

중심점을 표식하고 고정용 철자의 특정 눈금이 중심선을 지나도록 한 후 

순간접착제를 이용하여 철자를 부착한다. 
• 앞서의 과정에서 수시로 측량기1의 바닥중심점과 AR 지점의 중심점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여 위치 조정 작업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측량기2를 S1 위치에 설치하고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S2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 측량기2를 이용하여 S1-S2 중심선과 바닥차폐체 상부의 HIPD 단색기 중심점의 

위치 A4N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 앞서 측정한 거리의 차가 설정값을 벗어나는 경우 바닥차폐체 전면의 수정이 

필요하다.  
• 마찬가지로 측량기2를 S3 위치에 설치하고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S4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 후 S3-S4 중심선과 바닥차폐체 상부의 REF 단색기 

중심점의 위치 A3N과 일치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 측량기2를 R2R 지점의 바닥 중심점에 설치하고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AR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 측량기2를 원자로 방향으로 90deg 회전하여 측량기 수직 중심선과 바닥차폐체 

상부의 REF 단색기 설치 중심점 A3N 및 기존에 바닥차폐체 상부에 표식한 

REF 43deg 중심점 B9, B10 과의 일치 정도를 평가한다.  
• 반면에 REF 80deg 중심선의 R1R 지점은 배치상 바닥차폐체 상부에 놓이게 

되므로 앞서와 같은 확인 작업이 불가하다.  
• 위와 같이 평가한 자료를 검토하여 바닥차폐체 위치의 재조정 및 ST3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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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점의 재설정 여부를 결정한다.  
   
- ST3 바닥 중심점의 재설정 작업  
• AR 지점에 측량기1을 설치하고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원자로벽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위치를 조정하여 AR-W1에 이르는 빔 

중심선을 확보한다.   
• AR 지점에 측량기2를 설치하고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W1 및 AR 지점의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위치를 조정한다. 
• 측량기2를 ST4 방향으로 90deg 회전하여 S1N 지점의 중심 표식봉에 중심점을 

표식한다.  
• 측량기2를 ST2 방향으로 180deg 회전하여 S2N 지점에 중심점을 표식한다. 
• A3N 지점에 측량기2를 설치하고 앞서와 마찬가지로 S3N 지점의 중심 표식봉 

위치 및 S4N 지점에 중심점을 표식한다.  
• A3N 지점의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을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K2 지점의 

바닥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위치를 재확인한다. 
• A3N 지점의 측량기2를 ST4 방향으로 100deg 회전하여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기존에 바닥차폐체 상부의 REF 80deg 중심 표식점 B7, B8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R1N 위치의 바닥 중심 표식봉 및 R1CN 지점에 

중심점을 표식한다.  
•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을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A1 지점의 바닥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위치를 재 조정한다.  
• 측량기2를 ST4 방향으로 133deg 회전하고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REF 43deg 

중심 표식점 B9, B10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R2N 위치의 바닥 중심 표식봉 및 

R2CN 지점에 중심점을 표식한다.  
• 측량기1을 ST2 방향으로 43deg 회전하고 REF 43deg 빔 중심선과 교차하는 

지점 R2RN에 중심점을 표식한다.  
 
- 마무리 작업  
• 4개의 바닥차폐체 고정판을 M36 볼트를 이용하여 ST3 바닥홀 철판에 

고정한다. 이때 고정판 하단의 고정홀 위치가 틀릴 경우 수정 가공하여야 

한다.  
• 설치 초기에 ST3 바닥홀에 놓은 납판의 측면이 바닥차폐체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측면을 절단한다.  
• 바닥차폐체 상부의 8개 지점(BL1-BL8)에 staff를 두고 staff의 수평물방울이 

평행이 되도록 한 후 레벨기1을 이용하여 높이 구배를 측정하여 평가한다.  
 
나. 리세스차폐체 설치 
• 8개의 M12 볼트를 이용하여 리세스차폐체의 하단에 고정용 PE를 부착한다. 
• 바닥차폐체의 전면 상부에 그리스를 칠한다.  
• 리세스차폐체 상부의 아이볼트 홀에 M48 아이볼트를 2개 고정한다.  
• 크레인(5톤)으로 리세스 차폐체를 최대한 바닥차폐체의 전면 상부 앞쪽으로  

놓는다. 이때 크레인의 로프가 원자로 상부 전면과 간섭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리세스차폐체의 좌우 양측 하단에 2개의 유압잭을 설치하여 천천히 밀어 

넣는다. 이때 유압잭의 후단은 바닥차폐체의 단색기 설치부의 전면에 밀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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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한다.  
• 리세스차폐체와 ST3 리세스 결합면의 간격이 약 250mm 정도가 될 때까지 

앞서의 유압잭을 이용하여 밀어 넣는다. 
• 이제 리세스차폐체의 좌우 양측 상부의 준비된 구멍에 전진/후송용 핸들을 

장착하고 핸들을 회전하여 리세스차폐체를 밀어 넣는다.  
• 반대로 리세스차폐체를 뒤로 인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리세스차폐체 하단 

좌우에 M24인 2개의 아이볼트를 고정하고 체인 블록을 이용하여 인출한다.  
• 체인 블럭의 체인을 앞서의 아이볼트에 고정하고 체인블럭의 본체는 

바닥차폐체 상부에 고정한 아이볼트에 고정하여야 한다.  
* 앞서의 과정에서 크레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거더 크레인을 이용하여야 

한다.  
• 리세스차폐체의 빔 통로의 전면(후단부방향) 바닥의 좌측면(ST4방향)에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를 삽입 밀착하고 레벨기1으로 수평 중심선이 통과하는 

철자의 눈금을 확인한다.  
• 마찬가지로 빔 통로의 전면(후단부방향) 바닥의 우측면(ST2방향)에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를 삽입 밀착하고 앞서와 같이 철자의 눈금을 확인한다.  
• 앞서의 확인된 눈금으로부터 빔 통로의 중심 높이와 1200mm 높이 기준과의 

차이 및 기울어진 정도를 평가한다.  
• 이러한 과정을 빔 통로의 후면(원자로방향)에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를 

삽입하여 앞서와 마찬가지로 빔 통로의 중심 높이와 1200mm 높이 기준과의 

차이 및 기울어진 정도를 평가한다.  
• 앞서 평가한 빔 통로의 중심 높이와 1200mm 높이 기준과의 차이가 2mm 

이상일 경우는 리세스차폐체를 인출하여 리세스차폐체 바닥에 고정한 PE 
블록의 높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 리세스차폐체의 빔 통로의 전면(후단부방향) 바닥의 좌우측면(ST4방향)에 폭 

측정용 보조지그를 삽입 밀착하고 측량기1으로 수직 중심선이 통과하는 

철자의 눈금을 확인한다.  
• 마찬가지로 리세스차폐체의 빔 통로의 후면(원자로방향) 바닥의 

좌우측면(ST4방향)도 앞서와 같이 측정을 수행하고 빔 통로의 폭의 중심과 빔 

수평 중심선과의 차이를 평가한다.  
• 앞서 평가한 빔폭의 차이가 설정값을 벗어나는 경우 리세스 차폐체를 

인출하여 그 위치의 수정이 필요하다.  
• 삽입 및 빔 통로의 빔 중심 위치 확인 작업이 끝난 경우 리세스차폐체의 좌우 

측면 상하의 4개의 볼트홀에 M24 볼트를 삽입하여 원자로 리세스 벽면에 

고정한다.  
• 최종적으로 리세스차폐체와 원자로 리세스 벽면과의 결합 상태를 정밀 

확인하고  추가로 보조차폐체를 제작하여야 할 경우 이의 설계 및 제작이 

필요하다.  
 
다. 수직조사공차폐체 설치 
• 수직조사공차폐체의 상부에 M36 아이볼트를 고정하고 거더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직조사공차폐체를 들어 리세스차폐체의 결합부위에 놓는다.  
• 수직조사공차폐체 좌우의 4개의 고정나사를 이용하여 리세스차폐체에 

고정한다. 
• AR 지점의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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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다. 마찬가지로 A1 지점의 레벨기1의 수평중심선이 W3, W4 및 WN 
지점의 1200mm 높이 기준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수직조사공차폐체 빔 통로의 상하 및 좌우 중심선의 위치를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AR 지점의 측량기1 및 레벨기1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그 차이를 

평가한다. 
• 앞서 평가한 차이가 설정값 보다 클 경우에는 고정나사를 풀고 그 위치를 

조금씩 조정하여 최적의 위치를 갖도록 한다. 
 
라. BGU 설치 
• BGU를 거더크레인으로 들어 바닥차폐체 상부의 해당위치에 준비된 4개의 

지지점 위치에 두고 4개의 M20 볼트를 이용하여 바닥차폐체에 고정한다.  
• BGU 조정 및 구동 케이블을 바닥차폐체의 케이블 인입 통로를 거쳐 BGU 

하부지지대의 직경 60mm의 인입용 홀을 통하여 BGU 본체의 소켓에 

연결한다.  
• BGU 빔 통로의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철자를 부착하여 각 방향의 빔통로 

중심위치의 눈금을 표식한다.  
• AR 지점의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AR 지점의 레벨기1의 수평중심선이 W2 지점의 1200mm 
높이 기준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BGU 콘트롤 박스의 구동부를 on 하고 BGU의 빔 통로 및 차폐부를 상승한다. 
• 앞서의 상승과정에서 A1 지점의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과 BGU 빔 통로에 

부착한 폭의 중심선이 계속 평행을 유지하는지 검사한다.    
• 최종적으로 BGU의 구동부가 limit 스위치에 의하여 멈추는 지점에서 BGU 빔 

통로의 높이 중심이 정확하게 1200mm 빔 높이 기준선에 오도록 BGU 하단의 

3개의 높이 조정볼트를 조정한다. 
• 또한 빔 통로 및 패쇠부가 BGU 하단의 limit 스위치에 의하여 하부 종점에 

도달하였을 때 BGU 패쇠부의 중심 높이가 1200mm 빔 높이 기준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경우 limit 스위치의 위치 조정이 

필요하다.  
• 앞서 BGU 빔 통로의 전면에 부착한 철자를 떼어내고 BGU 빔 통로를 

상승한다. 
• 빔 통로의 전면(후단부차폐체방향) 좌측면(ST4방향)에 폭 측정용 보조지그를 

밀착하여 삽입하고 AR 지점의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눈금을 

확인한다.  
• 마찬가지로 빔 통로의 후면(원자로방향) 좌측면에 폭 측정용 보조지그를 

밀착하여 삽입하고 AR 지점의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눈금을 

확인한다.  
• 빔 통로의 전면(후단부차폐체방향) 좌측면 및 우측면에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를 밀착하여 삽입하고 AR 지점의 레벨기1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눈금을 확인한다.  
• 빔 통로의 후면(원자로방향) 좌측면 및 우측면에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를 

밀착하여 삽입하고 AR 지점의 레벨기1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눈금을 

확인한다.  
• 이들 측정값으로부터 BGU 빔통로의 수직 및 수평 빔 중심선에 대한 설치 

정도를 계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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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GU 빔 통로를 하강한 후 패쇠부의 전면(후단부차폐체방향)에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철자를 부착하고 AR 지점의 측량기1 및 레벨기1을 이용하여 

패쇠부의 높이 및 폭 중심선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는 

정도를 검사한다. 
• 이러한 설치 정도가 기 설정한 기준값으로부터 벗어나는 경우 BGU 위치 

이동에 의한 재 정렬 작업이 필요하다. 
• 앞서의 정렬작업 완료후 BGU를 바닥차폐체에 최종 고정한다. 
 
마. HIPD 및 REF 단색기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및 정렬지그 설치  
  (1) HIPD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및 정렬지그 설치  
• 바닥차폐체 상부의 A4N 지점의 HIPD 단색기 위치에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를 두고 3개의 M50 고정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 수준기를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에 놓아 수평도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정 지그를 이용하여 높이를 조정한다. 
• 정렬지그를 HIPD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상부에 삽입하고 정렬지그봉의 

0deg 표식선이 AR 지점의 중심점과 대략 일치하도록 한후 4개의 M8 볼트를 

이용하여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고정한다.  
• 앞서 임시 고정한 고정볼트를 풀고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를 미소하게 

좌우로 움직여  AR 지점의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정렬지그봉의 0deg 
표식선과 일치하도록 한후 볼트를 고정한다.  

• 정렬지그 삽입판을 정렬지그봉의 0deg 표식선과 90deg 방향으로 삽입하고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삽입판 표면에 부착한 철자의 눈금 20mm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측량기2를 S2N 지점에 설치하고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S1N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위치를 조정한다.  
•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정렬지그봉의 90deg 표식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앞서의 측정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의 

높이 조정 나사로 높이를 조정하여 정렬지그의 직각도를 확보한다.  
• 정렬지그 삽입판을 정렬지그봉의 0deg 중심선에 평행하게 삽입하고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삽입판 표면에 부착한 철자의 눈금 20mm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및 정렬지그 설치 
•  REF의 단색기 위치 A3N 지점에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를 설치한다. 
• 정렬지그를 REF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상부에 삽입하고 정렬지그봉의 

0deg 표식선이 AR 지점의 중심점과 대략 일치하도록 한 후 4개의 M8 볼트를 

이용하여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에 고정한다.  
•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를 미소하게 좌우로 움직여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정렬지그봉의 0deg 표식선과 일치하도록 한다. 
• 정렬표식판을 0deg 중심선과 90deg 방향으로 삽입하고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삽입판 표면의 철자의 눈금 20mm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측량기2를 S4N 지점에 설치하고 측량기의 수직중심선과 정렬지그봉의 90deg 

표식선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3개의 높이 조정나사로 그 

높이를 조정한다.  
* 동 작업과정에서 높이 조정나사의 조정시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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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움직일 수 있으므로 조정볼트를 미소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바. 좌측전단부차폐체 설치 
• 좌측전단부차폐체 상부에 M64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30톤)을 이용하여 

원자로의 좌측면부 즉, ST4 방향으로 이동하여 바닥차폐체 상부의 해당위치에 

설치한다.  
• 특히 동 차폐체의 설치시 기 설치된  BGU의 측면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바닥차폐체의 좌측 측면에는 좌측전단부차폐체의 설치 위치가 표식되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설치한다.  
• 좌측전단부차폐체와 리세스차폐와의 결합부의 간격을 측면 및 상부에서 

검사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한다.  
• 한편 상부전단 보조차폐체와 리세스차폐체 및 좌측 전면부 차폐체와의 

결합부위에 발생하는 빈 공간에 장전하는 차폐체 블록(170x100x200mm)을 

4개의 M12 볼트를 이용하여 좌측전단부차폐체에 고정한다.  
 
사. 우측전단부차폐체 설치  
• 우측전단부차폐체 상부에 M64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30톤)을 이용하여 

원자로의 우측면부 즉, ST4 방향으로 이동하여 바닥차폐체 상부의 해당 위치에 

설치한다.  
• 특히 동 차폐체의 설치시 기 설치된  BGU의 측면에 충격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바닥차폐체의 우측 측면에는 우측전단부차폐체의 설치 위치가 표식되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우측전단부차폐체와 리세스차폐와의 결합부의 간격을 측면 및 상부에서 

검사하여 이상이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아. 우측면부차폐체 설치  

(1) 준비작업 및 차폐체 설치  
• HIPD 단색기 위치인 A4N 지점에 설치한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에 

정렬지그를 설치한다. 
• 정렬지그 상부에 정렬지그 삽입판을 정렬지그봉의 0deg 표식선과 90deg 

방향과 나란하도록 삽입한다. 
• AR 지점의 측량기1 및 레벨기1 으로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정렬지그 

하단의 0deg 표식선과 삽입판의 20mm 눈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S2 지점에 측량기2 및 레벨기2를 설치하고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S1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 측량기2로 앞서 설치한 정렬지그의 직각도를 확인한다. 
• 정렬지그에 삽입판을 정렬지그봉의 0deg 표식선과 나란하도록 삽입하고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삽입판의 눈금 20mm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우측면부차폐체의 상부에 M64 아이볼트를 삽입 장전한다. 
• 크레인(30)톤을 이용하여 우측면부차폐체를 들어 전면의 trench 삽입부가 

바닥차폐체의 해당위치에 삽입되도록 하여 설치한다. 
• 우측면부차폐체의 측면에는 기존에 바닥차폐체에 설치되어 있는 위치 

고정핀과 결합되는 핀 고정부가 있으므로 차폐체 설치시 위치 재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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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할 수 있다.  
• 따라서 앞서 설치한 우측면부차폐체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고 바닥차폐체와 

핀 박음하여 우측면부차폐체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한다. 
 

(2) HIPD 빔 채널 정렬 확인  
• HIPD 90deg 빔 채널의 정렬정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 바닥차폐체 상부의 정렬지그의 설치 지점 A4N에 정렬지그 삽입판과 및 폭 및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의 눈금을 효과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광원을 

설치한다. 
• S2 지점에 설치한 측량기2로 HIPD 90deg 빔 채널의 빔 통로를 통하여 

정렬지그에 삽입한 삽입판의 수직 중심선(20mm)을 관측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다.  
• 레벨기2를 S2 지점에 설치한 측량기2 주변에 설치한다. 이때 HIPD 빔 채널의 

빔 통로의 길이가 750mm 이므로 빔 통로 전후면을 통하여 간섭사항이 없도록 

레벨기2가 설치되어야 한다.  
• 정렬지그의 상부에 삽입판을 정렬지그봉의 0deg 표식선과 나란하게 삽입한다.  
•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삽입판의 눈금 20mm와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 마찬가지로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삽입판의 눈금 위치를 

재확인한다.  
• 빔 통로 내부의 전면(시료방향) 및 후면(단색기방향)의 제원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기록한다.  
• 빔 통로 내부의 전면(시료방향) 좌측에 폭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 밀착하고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눈금을 확인한다. 
• 빔 통로 내부의 후면 좌측에 폭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 밀착하여 앞서와 

같이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눈금을 확인한다. 
• 이들 측정값으로부터 수직 방향의 빔 중심선에 대하여 HIPD 90deg 빔 채널의 

설치 정도를 확인한다.  
• 빔 인출 채널의 내부 통로의 전면 좌측에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 

밀착하고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높이를 확인한다. 
• 빔 통로 내부의 전면 우측에 앞서의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하여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 마찬가지로 빔 통로 내부의 후면의 좌측 및 우측에 각각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를 삽입 밀착하고 앞서와 같이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높이를 확인한다. 
• 이들 측정값으로부터 수평 방향의 빔 중심선에 대하여 HIPD 90deg 빔 채널의 

설치 정도를 확인한다.  
• 위와 같이 확인한 수평 및 수직방향 빔 중심선에 대한 HIPD 빔 채널의 설치 

정도가 설정값을 벗어나는 경우 차폐체 설치 위치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  
 
 

(3) 수평플러그 장전  
    (가) 수평플러그(소) 장전  
• 수평플러그 장전용 mobile elevator을 크레인(5톤)으로 기 설치한 우측면부 

차폐체의 수평플러그홀 근처로 이동하여 해당 위치에 설치한다. 
•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가이드 전면의 좌우측면을 우측면부차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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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차폐플러그홀 하단의 좌우측면의 볼트홀에 2개의 M16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 수평플러그(소)의 상부에 2개의 M36 아이 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가이드에 장전한다. 
• 2개의 M12 볼트를 이용하여 수평플러그(소)의 후면(시료방향)하단을 mobile 

elevator의 설치가이드 구동부와 결합 고정한다. 
• mobile elevator의 설치가이드의 구동 핸들을 조정하여 수평플러그(소)를 

우측면부 차폐체의 수평차폐플러그홀에 삽입 장전한다. 
• 이때 수평플러그(소) 바닥의 4개의 위치 장전용 구동바퀴가 원활히 구동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전 완료 후 수평차폐플러그홀과 수평플러그의 간격을 

전체적으로 검사하여 기록한다.  
• 장전 완료 후 수평플러그와 mobile elevator의 설치가이드 구동부와의 결합을 

해체한다.  
• 마찬가지로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가이드와 우측면부차폐체와의 결합 

볼트를 풀어 결합을 해체한다.  
 
    (나) 수평플러그(대) 장전 
• 수평플러그 장전용 mobile elevator를 크레인(5톤)으로 우측면부차폐체의 

수평플러그(대)홀 근처로 이동하여 해당 위치에 설치한다. 
•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가이드 전면의 좌우측면을 우측면부차폐체의 

수평차폐플러그(대)홀 하단의 좌우측면의 볼트홀에 M16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 수평플러그(대)의 상부에 2개의 M32 아이 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가이드에 장전한다. 
• 이때 현재까지 수평플러그(대)와 같은 크기의 플러그를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가이드에 장전한 적이 없으므로 플러그 하단의 4개의 구동 바퀴 등에 

의한 간섭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2개의 M12 볼트를 이용하여 수평플러그(대)의 후면(시료방향)하단을 mobile 

elevator의 설치가이드 구동부와 결합 고정한다. 
• mobile elevator의 설치가이드의 구동 핸들을 조정하여 수평플러그(대)를 

우측면부 차폐체의 수평차폐플러그홀에 삽입 장전한다. 
• 이때 수평플러그(대) 바닥의 4개의 위치 장전용 구동바퀴가 원활히 구동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전 완료 후 수평차폐플러그홀과 수평플러그의 간격을 

전체적으로 검사하여 기록한다.  
• 장전 완료 후 수평플러그와 mobile elevator의 설치가이드 구동부와의 결합을 

해체한다.  
• 마찬가지로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가이드와 우측면부차폐체와의 결합 

볼트를 풀어 결합을 해체한다.  
 

(4) HIPD 빔 채널 차폐 플러그 장전  
• HIPD 빔 채널 차폐 플러그는 철로 제작된 내부차폐플러그와 PE로 

제작된외부차폐플러그로 구성된다.  
 
    (가) 내부 차폐플러그 장전 
• 철로 제작된 내부차폐플러그(310x198x28mm)를 우선 HIPD 빔 채널 차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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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의 전면(시료방향)에 일부 삽입한다. 
• 내부차폐플러그 장전용 봉을 플러그 하단의 M12 볼트홀에 고정하고 플러그를 

밀어 HIPD 빔 채널의 전면에 장전한다.  
 
    (나) 외부 차폐플러그 장전  
• 300x223x58mm 크기의 PE 블록을 손잡이를 전면으로 하여 HIPD 빔 채널 차폐 

플러그의 전면(단색기방향)에 삽입하여 장전한다.  
• 이때 HIPD 빔 채널 우측면의 위치 고정용 스프링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자. 좌측면부차폐체 설치  
  (1) 설치 
• 좌측면부차폐체의 상부 아이볼트 홀에 M64 아이볼트를 삽입 장전한다. 
• 크레인(30)톤을 이용하여 좌측면부차폐체를 이동하여 전면의 trench 삽입부가 

바닥차폐체의 해당위치에 삽입되도록 하여 설치한다. 
• 앞서 설치한 좌측면부차폐체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한 후 차폐체 측면의 핀 

박음 고정부에 핀을 삽입하고 핀 박음하여 바닥차폐체와 고정한다. 
• 앞서 설치한 좌측 전단부 차폐체와 좌측면부 차폐체와의 결합부를 검사하여 

결합부의 간격의 틈을 검사한다. 이때 차폐체의 측면 및 상부에서의 간격을 

모두 검사하여 보강 및 수정 부분이 있는지 검토 평가한다.  
 
  (2) REF 빔 채널 정렬 확인 
• REF 단색기 위치 A3N 지점에 설치한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 상부에 

정렬지그를 설치한다. 
• 정렬지그 상부에 삽입판을 정렬지그봉의 0deg 표식선과 90deg 방향으로 

삽입한다. 
• 바닥차폐체 상부의 정렬지그의 설치 지점 A3N에 정렬지그 삽입판과 및 폭 및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의 눈금을 효과적으로 관측하기 위하여 광원을 

설치한다. 
• 측량기1 및 레벨기1 으로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정렬지그 하단의 0deg 

중심선과 정렬표식판의 20mm 눈금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가) REF 43deg 빔 채널 
  - 준비작업  
• 정렬지그 상부에 삽입판을 정렬지그봉의 REF 43deg 방향과 90deg 방향으로 

삽입한다. 
• 측량기2를 REF 43deg 빔 중심선과 90deg의 직각을 이루는 지점 R2RN 에 

설치한다.  
• 측량기2의 바닥 중심점이 R2RN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위치를 

조정한다. 
•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AR 지점의 직진 빔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 후 

측량기를 180deg 회전하여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D2N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측량기2를 후단부 방향으로 90deg 회전하고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B9, B10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A3N 지점의 정렬표식판의 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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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m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레벨기2를 측량기2의 후방지점에 간섭이 없도록 설치한다. 즉, REF 43deg 빔 

채널의 통로의 길이가 1100mm 이므로 빔 통로 전후면에서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의 삽입에 의한 높이 측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이 WN 지점의 1200mm 높이 기준선과 일치하도록 

레벨기의 높이를 조정한다.   
 
  - REF 43deg 빔 채널 확인 작업  
• R2RN 지점의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정렬표식판의 눈금 20mm와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 REF 43deg 빔 채널의 빔 통로 전면(시료방향)에 폭 측정용 보조지그를 

삽입하여 좌측면(원자로 방향)에 밀착한다. 
•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폭 측정용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마찬가지로 REF 43deg 빔 채널의 빔 통로 후면(단색기방향)에 폭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하여 좌측면(원자로방향)에 밀착하고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폭 측정용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이러한 측정값으로부터 수평 방향의 빔 중심선에 대한 빔 채널의 설치정도를 

평가한다.  
•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정렬 표식판의 눈금을 재확인한다. 
• REF 43deg 빔 채널의 빔 통로 전면에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하고 빔 

통로 좌측면에 밀착하여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높이의 눈금을 

확인한다. 
• 마찬가지로 빔 통로 전면 우측에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 밀착하여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높이의 눈금을 확인한다. 
• 빔 통로 후면 좌우방향에 대해서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높이의 눈금을 확인한다. 
• 이들 측정값으로부터 수직 방향의 빔 중심선에 대한 빔 채널의 설치정도를 

평가한다.  
• 앞서 평가한 REF 43deg 빔 통로의 수직 및 수평 방향의 빔 중심선에 대한 

설치 정도가 설정값을 벗어나는 경우 좌측면부차폐체의 위치를 변경하고 설치 

정도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나) REF 80deg 빔 인출 채널  
  - 준비작업  
• 정렬지그 상부에 삽입판을 정렬지그봉의 REF 80deg 방향과 90deg 방향으로 

삽입한다. 
• 측량기2를 REF 80deg 빔 중심선과 90deg의 직각을 이루는 R1RN 지점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R1N 지점에 측량기2를 설치한다.   
• 측량기2의 바닥 중심점이 R1N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위치를 

조정한다. 
•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R1CN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측량기2의 경통을 수직 방향으로 180deg 회전하여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B7, B8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A3N 지점의 정렬표식판의 눈금 

20mm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레벨기2를 측량기2의 후방지점에 간섭이 없도록 설치한다. 즉, REF 80deg 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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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의 통로의 길이가 762mm 이므로 빔 통로 전후면에서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의 삽입에 의한 높이 측정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이 WN 지점의 1200mm 높이 기준선과 일치하도록 

레벨기의 높이를 조정한다.   
 

- REF 80deg 빔 인출 채널 확인 작업  
• 측량기2의 수직중심선이 정렬표식판의 눈금 20mm와 일치하는지를 재 

확인한다.  
• REF 80deg 빔 인출채널의 빔 통로 전면(시료방향) 좌측 및 우측면에 각각 폭 

측정용 보조지그를 삽입 밀착하고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폭 

측정용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REF 80deg 빔 채널의 빔 통로 후면(단색기방향)의 좌측면 및 우측면에 폭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 밀착하고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폭 

측정용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이러한 측정값으로부터 수평 방향의 빔 중심선에 대한 빔 채널의 설치정도를 

평가하여 기록한다.  
• REF 90deg 빔 채널의 빔 통로 전면에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하고 빔 

통로 좌측면에 밀착하여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높이의 눈금을 

확인한다. 
• 마찬가지로 빔 통로 전면 우측에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 밀착하여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높이의 눈금을 확인한다. 
• 빔 통로 후면 좌우방향에 대해서도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높이의 눈금을 확인한다. 
• 이들 측정값으로부터 수직 방향의 빔 중심선에 대한 빔 채널의 설치정도를 

평가한다.  
• 앞서 평가한 REF 43deg 빔 통로의 수직 및 수평 방향의 빔 중심선에 대한 

설치 정도가 설정값을 벗어나는 경우 좌측면부차폐체의 위치를 변경하고 설치 

정도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3) 수평플러그(소) 장전  
• 좌측면부차폐체의 수평차폐플러그 삽입에 필요한 mobile elevator의 설치 위치에 

판자를 깔아 ST3 차폐체 설치 바닥과의 높이가 같도록 한다.  
• 수평플러그 장전용 mobile elevator을 크레인(5톤)으로 기 설치한 좌측면부 

차폐체의 수평플러그홀 근처로 이동하여 설치한다. 
•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가이드 전면의 좌우측면을 좌측면부 차폐체의 

수평차폐 플러그홀 하단의 좌우측면의 볼트홀에 2개의 M16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 수평플러그(소)의 상부에 2개의 M36 아이 볼트를 장전하고 천장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가이드에 장전한다. 
• 2개의 M12 볼트를 이용하여 수평플러그(소)의 후면(시료방향)하단을 mobile 

elevator의 설치가이드 구동부와 결합 고정한다. 
• mobile elevator의 설치 가이드의 구동 핸들을 조정하여 수평플러그(소)를 

우측면부 차폐체의 수평차폐 플러그홀에 삽입 장전한다. 
• 이때 수평플러그(소) 바닥의 4개의 위치 장전용 구동바퀴가 원활히 구동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전 완료 후 수평차폐플러그홀과 수평플러그의 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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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검사하여 기록한다.  
• 장전 완료 후 수평플러그와 mobile elevator의 설치가이드 구동부와의 결합을 

해체한다.  
• 마찬가지로 mobile elevator 상부의 설치가이드와 우측면부 차폐체와의 결합 

볼트를 풀어 결합을 해체한다.  
 
  (4) REF 빔 채널 차폐플러그 장전  
• REF 빔 채널 차폐플러그는 HIPD와 마찬가지로 2개의 차폐플러그로 

구성되므로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각 차폐플러그를 REF 43deg 및 80deg의 빔 

채널에 삽입 장전한다.  
 
차. 단색기 케이스 철판 설치  
  (1) 설치 및 빔 통로 확인  
• 단색기 케이스 메이트 전면의 중성자 빔 통로에 철자를 부착하여 수평 및 

수직방향의 중심선을 실을 연결하여 표식한다. 
• 단색기 케이스 메이트 상부에 M24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좌우측면부차폐체 등에 간섭사항이 없도록 유의하여 바닥차폐체에 

설치한다. 
* 이러한 과정에서 좌우측면부차폐체에 기삽입한 각 수평차폐플러그의 전단부에 

의하여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 수평차폐플러그를 뒤쪽으로 약간 

인출하여 간섭을 방지하여야 한다.  
• AR 지점의 측량기1 및 레벨기1을 이용하여 단색기 케이스 메이트 전면의 

빔통로의 수평 및 수직 중심선과 빔 중심선과의 일치 정도를 확인한다.  
• BGU 구동부의 구동 케이블을 단색기 케이스 메이트 전면의 케이블 통로를 

통과하여 바닥차폐체의 게이블 통로를 통한 삽입 및 인출이 용이하도록 한다.  
• 바닥차폐체의 A4N 지점의 HIPD에 정렬지그를 설치하고 정렬표식판을 

정렬지그봉의 0deg 표식선 90deg 방향으로 삽입한다. 
•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정렬표식판의 눈금 20mm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측량기2를 HIPD의 90deg 연장선 S2 지점에 설치하고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이 

A4N 지점의 정렬표식판의 눈금 20mm 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단색기 케이스 

철판의 HIPD 빔 통로에 폭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하여 수직 빔 중심선과의 

차이를 평가한다.  
• 레벨기2를 S2 지점의 측량기2의 근처에 설치하고 레벨기의 수평 중심선이 W2 

지점의 1200mm 높이 기준선과 일치하도록 레벨기의 높이를 조정하고 단색기 

케이스 메이트의 HIPD 빔 통로에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하여 수평 빔 

중심선과의 차이를 평가한다.  
• 바닥차폐체의 A3N 지점의 REF에 정렬지그를 설치하고 정렬표식판을 

정렬지그봉의 43deg 표식선과 90deg 방향으로 삽입한다. 
• 측량기2 및 레벨기2를 R2RN 지점에 설치하고 단색기 케이스 메이트의 REF 

43deg 빔 통로에 높이 및 폭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하여 수평 및 수직 빔 

중심선과의 차이를 평가한다. 
• 이때 REF 43deg 빔 통로는 사선 방향이므로 보조 지그를 빔 통로에 부착할 때 

측량기의 수직 중심선에 대하여 보조지그의 눈금이 직각 방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 정렬표식판을 정렬지그봉의 80deg 표식선과 90deg 방향으로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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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기2 및 레벨기2를 R1N 지점에 설치하고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R2CN 
지점의 중심점과 일치하도록 한다.  

• REF 43deg 빔 통로에 높이 및 폭 측정용 보조 지그를 삽입하여 수평 및 수직 

빔 중심선과의 차이를 평가한다. 
• 이와 같은 평가 결과 HIPD 빔 통로의 위치가 빔 중심선에 대하여 설정값을 

벗어나는 경우 단색기 케이스 철판의 위치를 이동하여야 한다.  
• 최종적으로 케이스 메이트 하단의 4개의 M24 볼트홀을 이용하여 

바닥차폐체에 볼트 고정한다.  
 
  (2) 신속셔터 설치  
    (가) HIPD 90deg 신속셔터 설치  
• HIPD 90deg 단색기 게이스 메이트의 빔 통로에 신속셔터를 M8 볼트 6개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 압축공기 이용을 위한 튜브를 바닥차폐체의 우측 케이블 통로를 통하여 

인입하고 신속셔터 하단의 압축공기 인입 포트에 장전한다. 
• 압축공기를 in/out 하여 신속셔터의 정상 구동여부를 확인한다.  
• 신속셔터의 차폐부가 HIPD 90deg의 빔 통로를 정상적으로 개방 및 퐤쇠 

하는지 확인한다. 
 
    (나) REF 80deg 신속셔터 설치  
• REF 80deg 단색기 게이스 메이트의 빔 통로에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신속셔터를 고정하고 신속셔터의 정상구동 여부를 확인한다.  
 
    (다) REF 43deg 신속셔터 설치  
• 단색기 게이스 메이트의 REF 43deg 빔 통로의 신속셔터 설치용 보조지그의 

상부에 M24 아이볼트를 고정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REF 43deg 빔통로 

위치로 이동한다. 
• 8개의 M10 볼트로 신속셔터 설치 보조지그를 단색기 케이스 메이트의 REF 

43deg 빔 통로 위치에 고정한다.  
• 신속셔터를 6개의 M8 볼트를 이용하여 앞서 부착한 신속셔터 설치 

보조지그에 고정한다.  
• 압축공기 이용을 위한 튜브를 바닥차폐체의 좌측 케이블 통로를 통하여 

인입하고 신속셔터 하단의 압축공기 인입 포트에 장전한다. 
• 압축공기를 in/out 하여 신속셔터의 정상 구동여부를 확인하고 신속셔터의 

차폐부가 REF 43deg의 빔 통로를 정상적으로 개방 및 close 하는지 확인한다. 
 
카. 후단부차폐체 설치  
• 후단부차폐체는 좌우측면부차폐체와 결합되며 직진빔플러그 장전을 위한 

플러그홀이 있다. 직진빔플러그는 전면 및 후면의 2개로 구성되며 이중 

전면플러그에는 향후 BNL 장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각형인 2개의 빔 

채널과 TOF 실험을 위한 원통형 플러그 홀이 있다. 또한 후면플러그에는 

TOF용 원통형 플러그홀이 있다.  
 
  (1) 후단부차폐체 설치 및 검사작업 
• 후단부차폐체의 상부에 M64 아이볼트 4개를 장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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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인(30톤)을 이용하여 후단부차폐체를 바닥차폐체 상부의 해당위치로 

이동한후 후단부차폐체 좌우측면의 핀홀 고정부의 위치가 바닥차폐체 후단 

좌우의 그것과 일치하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핀을 삽입하여 후단부 차폐체를 

고정 설치한다.  
• 후단부차폐체와 좌우측면부차폐체와의 결합부위의 간격 및 이상유무를 각 

측면과 상부에서 검사한다.  
 
  (2) 직진빔 전면플러그 장전작업 
• 전면플러그 상부의 아이볼트홀에 M36 아이볼트 2개를 고정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전면플러그를 들어 후단부차폐체 플러그홀 전면으로 이동한다.  
• 전면플러그를 후단부차폐체 플러그홀 전면에 일부 삽입하고 아이볼트에 

고정되어 있는 슬링을 제거한다. 
• 전면플러그 상부 중앙의 셔클 및 아이볼트를 풀어 해체하고 전면플러그의 

전단면(시료방향)이 후단부차폐체의 후단면과 일치하도록 전면플러그를 삽입 

장전한다.  
• 이때 상부 전단의 아이볼트는 크레인에 의하여 계속 지지되어야 하며 플러그 

장전 완료 직전에 해체하여야 한다.   
• 전면플러그 전단면의 M36 아이볼트 2개를 고정하고 쐐기봉을 삽입하여 

전면플러그를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홀내에서 회전하여 직진빔 채널들의 

위치를 정렬한다. 
• 이러한 전면플러그의 회전시 TOF용 플러그홀의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 

플러그홀의 수직 중심선과 실제 빔 중심선과의 차이가 크므로 상부 직진빔 

채널의 상단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하여야 한다.   
• 앞서의 장전 과정에서 재현성 확보를 위하여 전면플러그 전단면 및 

후단부차폐체 플러그홀 주변의 표식점들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직진빔 전면플러그 장전 정도 평가작업  
• 바닥차폐체 상부 A4N 지점의 HIPD에 정렬지그를 설치하고 정렬표식판을 

정렬표식봉의 0deg 표식선에 대하여 90deg 방향으로 삽입한다.   
• AR 지점의 측량기1이 직진빔 상부 채널의 빔 통로의 전후면에 대하여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측량기의 높이를 충분히 조절한 뒤 재설치한다. 
•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위치를 조정하고 정렬표식판의 20mm 눈금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전면플러그의 직진 빔 통로의 길이 600mm를 고려하여 빔 통로의 전후면에서 

레벨기1의 관측에 문제가 없도록 레벨기1을 재설치한다. 
• 빔의 수직 중심선은 직진빔 차폐체 플러그홀의 수직 중심으로부터 

좌측(ST4방향)으로 105mm 지점에 있어야 하므로 플러그홀의 상하 

중심점으로부터 각각 좌측으로 105mm 지점을 읽어 실을 연결하여 가상의 

수직 빔 중심선을 표식한다. 
• 또한 빔의 수평 중심선도 직진빔 차폐체 플러그홀의 수평 중심으로부터 

하단으로 105mm 지점에 있어야 하므로 플러그홀의 좌우 중심점으로부터 각각 

하단으로 105mm 지점을 읽어 실을 연결하여 가상의 수평 빔 중심선을 

표식한다. 
• 앞서 표식한 가상의 수직 및 수평의 빔 중심선과 측량기1 및 레벨기1에 의한 

실제 빔 중심선과의 차이를 조사하여 장전 정도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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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직진빔 채널 위치 확인 작업  
    (가) 직진빔 상부 빔 채널 확인 작업  
•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를 상부 직진빔 통로[70(h)x140mm(w)]의 전면(시료방향) 

좌측면에 밀착 고정하고 AR 지점의 레벨기1로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이 경우 높이 및 폭 측정용 보조지그가 여타의 빔 채널 측정에 이용되는 

보조지그와 같으나 빔 통로의 특성상 그 용도가 바뀌어 이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앞서의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를 직진빔 통로의 전면 우측면에 밀착 고정하고 

레벨기1로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마찬가지로 직진빔 통로의 후면 좌우면에서의 레벨기1의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폭 측정용 보조지그를 상부 직진빔 통로의 전면 좌측면에 밀착 고정하고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마찬가지로 폭 측정용 보조지그를 상부 직진빔 통로의 후면 좌측면에 밀착 

고정하고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이들 값으로부터 상부 직진빔 채널의 설치 정도 즉, 빔 중심선에 대한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의 벗어나는 각도를 계산 평가한다.  
• 상부 직진빔 채널의 설치 정도가 기설정 기준 값을 벗어나는 경우 

전면플러그를 시계 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위치 조정하여야 한다. 
 
    (나) 직진빔 우측 빔 채널 확인 작업  
       준비작업 
• AR 지점의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HIPD 단색기 구동 유니트 설치판의 

정렬표식판의 20mm 눈금 및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 측량기1을 ST2 방향으로 90deg 회전하여 AR 지점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 

X1 지점에 중심점을 찍고 측량기1의 망원경을 수직 방향으로 180deg 회전하여 

K1 지점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 X3 지점에 중심점을 표식한다. 
• 앞서 표식한 2개의 중심점과 기존의 K1 중심점 즉, 3점을 연결한 X1-K1-X3 

중심선을 실로 연결하여 직진빔 중심선에 대한 90deg 수직선을 확보한다.  
• AR 지점의 중심점으로부터 ST2 방향으로 220mm 지점 X2에 중심점을 

표식하고 측량기2를 설치한다.  
• X2 지점의 측량기2의 수직 중심선이 앞서 표식한 90deg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측량기의 위치를 조정한다.  
• 이 경우 HIPD에 삽입한 정렬지그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측량기2를 90deg 

원자로 방향으로 회전하여 후단부차폐체의 후면 해당위치에 상하로 부착한 

2개 철자의 100mm 지점을 지나도록 하여 직진빔 우측 빔 채널의 확인을 위한 

수직 기준선을 확보한다.  
• 레벨기2를 X2 지점의 측량기2의 뒤에 길이가 600mm인 빔 통로의 전후면을 

통하여 상하 높이 및 좌우 폭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이 WN 지점의 1200mm 높이 기준선과 일치하도록 

높이를 조정한다.  
• 빔 채널 우측(ST2 방향)에 철자를 부착하고 레벨기2의 수평 중심선이 철자의 

눈금 100mm를 지나가도록 철자의 위치를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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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 및 평가작업  
• 높이 측정용 보조 지그를 우측 직진빔 통로의 전면 좌측면에 밀착 고정하고 

레벨기2로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보조 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앞서의 높이 측정용 보조지그를 우측 직진빔 통로의 전면 우측면에 밀착 

고정하고 레벨기2로 수평 중심선과 일치하는 보조 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마찬가지로 우측 직진빔 통로의 후면 좌우면에서의 레벨기2의 수평중심선과 

일치하는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폭 측정용 보조지그를 우측 직진빔 통로의 전면 좌측면에 밀착 고정하고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마찬가지로 폭 측정용 보조지그를 우측 직진빔 통로의 후면 좌측면에 밀착 

고정하고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 보조지그의 눈금을 확인한다.  
• 이들 값으로부터 우측 직진빔 채널의 설치 정도 즉, 빔 중심선에 대한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의 벗어나는 각도를 계산 평가한다.  
• 우측 직진빔 채널의 설치 정도가 설정값을 벗어나는 경우 전면플러그를 시계 

또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여 위치 조정하여야 한다. 
 
  (4) 직진빔 빔채널 플러그 장전 
    (가) 직진빔 상부 빔채널 플러그 
• 직진빔 상부 빔채널 플러그의 상부면에 2개의 M16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후단부차폐체의 위치로 이동한다.  
• 플러그의 전면 일부를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홀에 삽입하고 슬링 및 

아이볼트를 제거하고 플러그를 장전한다.  
• 이때 플러그 하단의 M24 볼트홀에 플러그 장전봉을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장전완료한 직진빔 빔채널 상부 플러그와 빔통로와의 간격을 검사한다. 
 
    (나) 직진빔 우측 빔채널 플러그 
• 직진빔 우측 빔채널 플러그의 상부면에 2개의 M16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후단부차폐체의 위치로 이동한다.  
• 플러그의 전면 일부를 후단부차폐체의 플러그홀에 삽입하고 슬링 및 

아이볼트를 제거하고 플러그를 장전한다.  
• 이때 플러그 하단의 M24 볼트홀에 플러그 장전봉을 결합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장전완료한 직진빔 빔채널 상부 플러그와 빔통로와의 간격을 검사한다. 
 
  (5) 직진빔 전면플러그의 원위치 장전 작업  
• 앞서와 같이 직진빔 전면플러그의 전단면이 후단부차폐체의 전면과 

일치하도록 직진빔 차폐체 플러그홀에 장전하고 직진빔 빔채널 플러그의 

장전을 완료한 직진빔 전면플러그를 원래의 위치로 삽입 장전한다. 
• 앞서와 같이 원래의 위치로 장전된 직진빔 전면 플러그의 장전 정도 및 상부 

및 우측 직진빔 채널의 설치 정도를 확인한다. 특히 수평 빔 중심선에 대한 빔 

채널의 장전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앞서의 결과와 비교 평가한다.   
• 동 작업시에 후단부차폐체의 직진빔 플러그홀이 빔 중심선에 대하여 높이 

방향으로 약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전면플러그의 삽입시 바닥의 

바퀴구동에 의하여 전면플러그의 위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복 작업에 

의하여 위치변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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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의 위치로 삽입 장전을 완료한 전면플러그의 위치의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플러그 후단면(원자로방향) 및 후단부차폐체 후면의 플러그 홀 

주변에 각각 최소 4군데에 그 위치를 표식한다. 
 
  (6) 직진빔 후면플러그 장전 
• 후면플러그의 상부에 M36 아이볼트 1개를 장전하고 천장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후단부차폐체의 직진빔 플러그홀 전면으로 이동한다.  
• 후면플러그의 일부를 후단부차폐체의 직진빔 플러그홀 내부로 일부 삽입하여 

후면플러그가 안전하게 지지될 수 있는 상태로 한다. 
• 후면플러그 상부의 슬링을 제거하고 아이볼트를 풀어 제거한 후 후면플러그의 

전단면이 후단부차폐체의 전면과 일치하도록 후면플러그를 삽입 장전한다.  
• 후면플러그의 전단면에 M36 아이볼트 2개를 고정하고 쐐기봉을 삽입하여 

후단부차폐체의 직진빔 플러그홀내에서 후면플러그를 회전한다.  
• 후면플러그 전단면 및 후단부차폐체 플러그홀 주변의 표식점들이 각각 

일치하도록 후면플러그를 회전하여 동 위치를 확보한다.  
• 빔의 수직 중심선은 직진빔 차폐체 플러그홀의 수직 중심으로부터 

좌측(ST4방향)으로 105mm 지점에 있어야 하므로 플러그홀의 상하 

중심점으로부터 각각 좌측으로 105mm 지점을 읽어 실을 연결하여 가상의 

수직 빔 중심선을 표식한다. 
• 또한 빔의 수평 중심선도 직진빔 차폐체 플러그홀의 수평 중심으로부터 

하단으로 105mm 지점에 있어야 하므로 플러그홀의 좌우 중심점으로부터 각각 

하단으로 105mm 지점을 읽어 실을 연결하여 가상의 수평 빔 중심선을 

표식한다. 
• 앞서 표식한 가상의 수직 및 수평의 빔 중심선과 측량기1 및 레벨기1에 의한 

실제 빔 중심선과의 차이를 조사하여 장전 정도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 이러한 장전 정도가 기 설정값을 벗어나는 경우 직진빔 후면 플러그의 회전에 

의하여 그 정도를 최소로 하는 위치를 찾아야 한다.  
 

(7) TOF용 직진빔 전면 플러그 장전  
• TOF용 직진빔 플러그는 전면 및 후면의 2개로 구성된다.  
• TOF용 직진빔 전면 플러그는 직진빔 전면플러그의 TOF용 플러그홀에 

장전되며 TOF용 직진빔 후면 플러그는 직진빔 후면플러그의 TOF용 

플러그홀에 삽입 장전된다.  
• TOF용 직진빔 전면 플러그 상부에 M16 아이볼트 2개를 고정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후단부차폐체의 위치로 이동한다.  
• TOF용 직진빔 전면 플러그의 전면을 직진빔 후면 TOF용 플러그홀에 일부 

삽입하고 슬링 및 플러그 상부 후단(원자로방향)의 아이볼트를 제거한다.  
• TOF용 직진빔 전면 플러그 상부 전단의 아이볼트에 슬링을 걸어둔 상태를 

유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한다.  
• TOF용 직진빔 전면 플러그의 전단면의 M24 볼트홀에 장전봉을 고정하여 

플러그가 원활하게 장전되도록 한다.  
• TOF용 직진빔 전면 플러그의 장전 완료 후 간격을 확인한다.  
• TOF용 직진빔 후면 플러그 상부에 M16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후단부차폐체 위치로 이동한다.  
• TOF용 직진빔 후면 플러그를 직진빔 후면 플러그의 TOF용 플러그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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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하여 장전한다.  
• TOF용 직진빔 후면 플러그의 장전 완료 후 간격을 확인한다.  
 
타. 상부보조차폐체 설치 
  (1) 상부전단보조차폐체 설치 
• 상부전단보조차폐체 상부에 M36 아이볼트 4개를 장전하고 거더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자로 벽면 방향으로 이동한다. 
• 상부전단보조차폐체는 특히 차폐체 하단에 위치하는 BGU의 상부와 

간섭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설치하여야 한다.  
• 이러한 상부전단보조차폐체의 설치에 의하여 기 설치한 좌우측 전면부차폐체 

및 좌,우측면부차폐체 상부 측면 결합부와의 간섭사항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상부후단보조차폐체 설치 
• 상부후단보조차폐체 상부에 M36 아이볼트 4개를 장전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원자로 벽면 방향으로 이동한다. 
• 이러한 후단보조차폐체의 설치에 의하여 기 설치한 좌,우측면부차폐체 상부 

측면 및 후단부차폐체 상부 결합부와의 간섭사항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상부중앙보조차폐체 설치 
• 상부중앙보조차폐체 상부에 M36 아이볼트 4개를 장전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원자로 벽면 방향으로 이동한다. 
• 이러한 중앙전단보조차폐체의 설치에 의하여 기 설치한 좌우측전면부차폐체 

및 좌,우측면부차폐체 상부 측면 결합부와의 간섭사항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상부중앙보조차폐체와 상부 전단 및 후단보조차폐체와의 결합부위의 간격을 

검사하여 이상 유무를 판단한다.  
 
파. 상부차폐체 설치 
  (1) 상부전단차폐체 설치 
• 상부전단차폐체 상부에 M64 아이볼트 4개를 장전하고 크레인(30톤)을 

이용하여 원자로 벽면 방향으로 이동한다. 
• 이러한 상부전단차폐체의 설치에 의하여 기 설치한 좌,우측면부차폐체 상부 

측면 결합부와의 간섭사항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상부전단차폐체의 설치시에 차폐체 전면의 원자로 벽면 결합부와의 

간섭사항을 검사하여 차폐체 전면의 수정 가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상부전단차폐체와 상부전단보조차폐체의 수직조사공이 동심원상에 오도록 

한다.  
 
    (가) 수직조사공차폐체 장전  
• 수직조사공차폐 플러그 상부 및 하부의 2개로 구성되므로 우선 하부 플러그의 

상부 중심에 M24 아이볼트를 장전하고 크레인(5톤)으로 상부전단차폐체의 

위치로 이동한다.  
• 하부플러그를 수직조사공차폐 플러그홀에 삽입하여 플러그하단이 상부전단 

보조차폐체의 해당 플러그홀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 플러그를 장전한다. 



223  

• 마찬가지로 상부플러그를 앞서 장전한 하부플러그 상부에 장전 설치한다.  
 
  (2) 상부후단차폐체 설치 
• 상부후단차폐체 상부에 M64 아이볼트 4개를 장전하고 크레인(30톤)을 

이용하여 원자로 방향으로 이동한다. 
• 이러한 상부전단차폐체의 설치에 의하여 기 설치한 좌,우측면부차폐체 상부 및 

후단부차폐체 상부 결합부와의 간섭사항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상부중앙차폐체 설치 
• 상부중앙차폐체 상부에 M64 아이볼트 4개를 장전하고 크레인(30톤)을 

이용하여 원자로 방향으로 이동한다. 
• 이러한 상부전단차폐체의 설치에 의하여 기 설치한 좌,우측면부차폐체 상부 

측면 결합부와의 간섭사항 유무를 확인한다. 
• 상부중앙차폐체와 상부전단 및 후단차폐체와의 결합 부위의 간격을 검사하여 

이상유무를 평가한다.   
 
타. 빔스토퍼 설치 작업  
  (1) 준비작업 
• 후단부차폐체에 장전되어 있는 전면 및 후면 차폐플러그에 의하여 간섭사항이 

발생하므로 TOF 용 차폐플러그를 인출한다. 
 
  (2) 설치작업 
• 빔 스토퍼 지지대를 단색기 케이스 철판내의 바닥차폐체 상부에 설치하고 

M16 볼트 4개를 이용하여 고정한다. 이때 빔 스토퍼의 정밀 설치시 필요한 

3개의 M30 높이 조정 장볼트의 설치 방향에 유의하여야 한다.  
• 빔 스토퍼 직진빔 인출 홀의 후단(후단부방향)에 수평 및 수직 방향으로 

철자를 부착하고 인출 홀의 수평 및 수직 중심선을 표식한다.  
• 빔 스토퍼 상부에 M24 아이볼트 4개를 고정하고 크레인(5톤)을 이용하여 

앞서의 빔 스토퍼 지지대 상부에 고정한 3개의 M30 높이 조정볼트 상단에 빔 

스토퍼 하단의 삽입부가 끼워 맞춤되도록 하여 빔 스토퍼를 설치한다.  
• K1 지점의 측량기1의 수평중심선이 W1 지점의 빔 중심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레벨기1의 수평 중심선이 W2 지점의 1200mm 높이 

기준선과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 측량기1의 수직 중심선이 앞서 빔 스토퍼 직진빔 인출 홀의 

후단(후단부방향)에 표식한 수직 중심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벗어나는 경우 

빔 스토퍼 지지대 하단의 볼트홀을 이용하여 그 위치를 조정하여 ±0.5mm 
이내의 정도로 정렬하여야 한다.  

• 레벨기1의 수평 중심선과 빔 스토퍼 직진빔 인출 홀의 수평 중심선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벗어나는 경우 빔 스토퍼 지지대 상부의 3개의 높이 

조절용 M30 높이 조정 장볼트를 이용하여 위치를 조정하며 ±0.5mm 이내의 

정도로 정렬하여야 한다.  
• 마찬가지로 빔 스토퍼 전단(원자로방향)의 직진빔 인출 홀에 철자를 부착하여 

수평 및 수직 방향의 중심선을 표식하고 앞서와 같은 과정으로 K1 지점의 

측량기 1 및 레벨기1을 이용하여 빔 스토퍼의 직진빔 인출 홀의 수평 및 수직 

중심선이 빔 중심선에 대하여 ±0.5mm의 정도로 정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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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의 직진빔 인출 홀에 길이 400mm인 차폐플러그 후단(후단부방향)에 M16 
볼트텝이 있는 장전봉을 고정하여 삽입 장전한다.   

• 이러한 차폐플러그의 삽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후단부차폐체의   

전면 및 후면 플러그 모두를 인출하여 동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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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ST3 차폐체 거푸집 제작 Meeting Agenda 

- 답변사항 검토, 2000/12/02, 박국남, 심해섭, 이정수 
-  

No. 품   명 제 작 요 구 사 양 협의사항(질의사항) 답 변 사 항 비   고 

제작자는 목재를 이용하여 5:1 크기의 
Mock-Up을 제작하여야 한다 

- Mock-Up 제작범위 및 사양에 대한 
협의 

- 재질변경 검토( Acrylic / PE... ) 

- 빔 채널, 플러그등을 모두포함하여야 

하며 재빌변경 가능하다. 
- 아크릴 가능, 접착제이용 

-NPD회의록 참고

5mm x 2,100 x 4,430mm 납판을 최종 
조립시 바닥차폐체 하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납판의 용도는 무엇인지 ?. 
- 납판은 연성이기 때문에 차폐체를 

설치시 찌그러짐이 발생하여 장시 
간 사용시 편 하중으로 인한 정확 
도가 확보되지 않음 

- 찌그러짐이 그리 크지 않고 바닥과 
차폐체와의 사이에 밀착하는 역할 

- 납판을 여러장으로 할수 있다. 
 

-HRPD에 설치 

차폐체 블록의 측면방향은 Fillet 용접 
을 수행하며 R=10으로 하여야 한다 

- 차폐체 블록의 모든 모서리 부분의 
Round 처리는 절곡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요 ?. 

- 절곡하더라도 R=10을 맞추어야 한다 
- 절곡시 9mm까지 가능 
- 외주해도 OK 
- 측면만 절곡, 상부는 직각(절곡불가) 

-한차 절곡방법 
설명요 

9.1 일반사항 

ST3 수평실험공의 원자로벽 등의 장 
치 설치지역을 정밀실측하고 KAERI 
와 협의하여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 ST3 리세스 사양 ?. 
- 설치지역의 실측가능일 및 실측시 

필요한 장비는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지 ?. 

- 12월말 또는 1월 초 
- 앞서의 일정이 부담스러울 경우 

협의 가능 
- 리세스 측정한 것 주어 감을 잡도록 

 

ST3 회전셔터로부터의 중성자 빔인출 
을 위하여 입사중성자 빔의 인출을 위 
하여 빔의 중심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빔통로를 두어야 한다. 

- ST3 회전셔터의 구조는 ?. 
- 빔통로의 정도는 ?.( 리세스 차폐체 

설치후 빔통로의 조정이 가능한 구 
조이어야 하는지 ?. ) 

- Blind cover만 보아도 될 것이다. 
- 빔통로 내부는 5mm PE(B) 가공 

부착하여야 하며 노심쪽 방향의 
전면에 PE(B) cover를 부착함 

-도면참조 

9.2 리세스차폐체 

빔통로 내부에 PE(B)을 두께 5mm로 
부착하여야 한다. - PE(B) 부착방법은 ?. - 쐐기 형태로 제작하여 서로 맞물 

리게 제작하여야 한다. 
 

9.5 측면차폐체 REF용 빔인출 채널( 43도/80도 ), 
MRPD용 빔인출 채널( 90도 ) 

- KRSE-IAP-01 설치절차서에 의거 
하여 제작 및 작업이 가능한지 ?. 

- -해당절차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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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품   명 제 작 요 구 사 양 협의사항(질의사항) 답 변 사 항 비   고 

9.6 상부차폐체 
상부중앙 및 후단차폐체의 상부에는 
300∼500kg의 이송작업을 위한 JIB 
크레인을 설치할수 있는 장치 

- JIB Crane 사양 및 설치 위치를 확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즉답이 곤란함 
- 일정을 좀 뒤로 미루었으면 함 

 

9.9 바닥차폐체 바닥 차폐체 전체개요( 설치되는 장비 
및 기타 ) 

- 바닥차폐체 전체 개요에 대한 상세한 

  설명요함( 장비, 측면구조,,,, ) 
- 전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요 -NPD시방서 

검토 요망 

9.10 빔게이트 

조립체 

빔게이트 조립체는 원통형이다. 빔게이 
트 조립체의 회전 구동 및 위치조정이 
가능하도록 구동부를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 현장설명시 추가설명한 방법과 같이 
수직구동에 의한 빔통로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은 ?. 

- NPD의 기 토의한 내용을 정리요약  

단색기 케이스 철판은 직육면체로 
30mm철판으로 제작한다. 

- 도면에는 20mm 철판으로 제작요함 
(내부크기가 줄어도 무방한지 ?. ) 

- OK  

9.11 단색기케이스 
철판조립체 

빔통로 전단에는 Quick Shutter 의 설 
치를 위한 Tap Hole 등의 준비가 필 
요하며 상세사항은 제작도면 작성시에 
KAERI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Quick Shutter 에 대한 자료는 제공 
가능한지 ?.( 제작도면에 반영할 

사항은 무엇인지 ?. ). 

- Quick shutter를 설치하기 위한 
텝홀의 가공이 필요함 
 

 

9.12 빔스토퍼 
조 립 체 

빔스토퍼의 제원은 500mm x 800mm 
x 550mm이다 

- 빔스토퍼의 형상 및 제원변경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 ( 구체적으로  

결정된 방안이 있는지 ?. ) 
-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 

- 시방서 일반 
사항 및 본항목 

검토요망 

11.4.3 표면처리 본장치 제작완료후 그 표면은 광명단 
으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 차폐체 도장 및 표면처리에 대한 사양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사양/도장색상/도장순서등 ) 

  

중콘크리트 충진을 위한 충진구를 확 
보하여야 한다. 

- 중콘크리트 충진후 충진구 및 공기 
구멍에 대한 마감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중콘크리트 충진으로 마감 

또는 Cover Plate 로 용접 마감 

하는지 ?. ) 

- 마지막에 미장하는 걸로 한다. 
- 한차의 복안이 있으면 제시 바람 

 

 기타공통사항 

전기 및 계장품 제작과 관련한 사항 - 설치지역에서 공급가능한 전기사양은 ?.
( Voltage & 용량 ?. ) - 220V, 삼상, 40-5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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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차폐체 Casemate 제작 착수회의 

1. 착수회의 일정 : 2000년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추정 )

2. 한국차폐기술(주) 참석자 명단 : 4명

1). 정  신  검사장  - 사업수행 총괄 
2). 정  극  양차장 - KAERI 창구 
3). 김  영  수차장  - 제작총괄 / 사업수행 총괄 
4). 민  경  용실장  - 제작도면 설계 

3. 착수회의 내용 :
1).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차폐체 Casemate 개요설명( KAERI )
2). 중성자 반사율 측정장치 차폐체 Casemate 질의 및 답변( 제작 및 설계부분 )
3). 제작일정 및 제작서류 제출일정 협의등 - 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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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빔 채널 정렬지그 이용 절차서 
 
   아래에 기술하는 내용은 차폐체 거푸집 제작시 빔 인출 통로의 정렬과 

차폐체 충진 후 하나로 ST3 작업 현장에 설치할 때의 빔 통로의 방향성 확인을 

위한 절차이다. 기준점 설정을 위한 단색화 결정 base plate의 정렬도 함께 

기술하였다. 
   본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가조립 시험에 의해 각 블록들의 종합적인 

조립성이 확인되어 있어야 한다. 또, 기하학적인 가공에 의해 base plate와 jig 
center 중심을 어느 정도 맞추고 pin hole 가공에 의해 지그 설치시 재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그 
   지그는 원통형 supporter와 center hole plate로 구성된다.(도면 참조) 
1) Supporter에는 0도와 90도로 직교하는 홈이 파져 있으며, 그 사이로 80도, 43도, 

-10도, -47도의 방향으로 홈이 파져 있어 center hole plate를 끼워놓을 수 있도록 

한다. 
2) Center hole plate 중앙에는 5mm의 hole이 파져 있다. 
3) Supporter에 center hole plate를 끼웠을 때 supporter 바닥에서 5mm hole 

중심까지의 높이는 620mm이며, supporter의 중심선과 center hole의 중심이 

일치하여야 한다. 
 
2. 빔 인출 채널 정렬 절차 
1) 바닥차폐체 제작시 2 지점 이상의 x축(빔 방향) 기준점 및 REF/MRPD 단색화 

결정 중심을 기준으로 한 빔 채널 방향 기준점 표식(측량기에서 잘 

보이도록...). REF 경우에도 90도 방향 기준점 표식 
2) MRPD 단색화 결정 base plate 및 빔 인출 채널 정렬 

a) 측량기를 0도(x축 선상) 및 90도 지점에 설치하고 고정한다.     
b) 레벨기를 90도 방향에 측량기 관측이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c) 정렬용 Jig-supporter를 단색화 결정 위치의 base plate에 설치 
 d) Base plate의 3점에 의한 수평 조정 및 미세 이동/회전에 의한 중심점 
          정렬 
         (1) 지그의 측면 수직선을 관측하여 수평도 확인 
  (2) 지그의 0도 및 90도 방향으로 파인 홈의 중심을 

관통하여 관측하므로서 중심점 확인 
e) 정렬용 jig-center hole plate를 0도 방향으로 파인 홈으로 끼워 plate의 

면이 90도 방향으로 향하도록 한다. 측량기(수직 중심선 확인)와 level 
기(높이 확인)를 사용하여 hole center 일치도 확인 후 base 완전 고정. 

f) 리세스차폐체 및 전단부차폐체를 바닥차폐체 위에 설치한 후 3번 

측면차폐체(HIPD측) 설치하고 측면 핀 고정 
 g) 90도 방향 측량기로 관측하며 빔 인출 방향 정렬과 고정, 용접 
3) REF 단색화 결정 base plate 및 빔 인출 채널 정렬 
  a) 2)-a), b), c), d)와 같은 절차 수행 
 b) Center hole plate 제거 
          기준점에 의해 측량기를 80도 선상에 설치하고, jig의 80도 방향 홈을    

기준으로 측량기 위치를 정밀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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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er hole plate 80도 방향(면이 80도에 수직) 설치 
 c) REF측 측면 차폐체 설치(측면 핀 고정) 
 d) 측량기로 관측하며 80도 빔 인출 방향 정렬과 고정, 용접 
 e) 측량기를 43도 방향으로 이동 
 f) b)와 같은 방법으로 측량기 위치 정렬 
 g) 측량기로 관측하며 43도 빔 인출 방향 정렬과 고정, 용접 
4) 충진후 하나로 ST3 현장에 설치할 때의 확인 및 재정렬 
   리세스 차폐체와 전면 차폐체 및 해당 측면 차폐체 설치후 작업 수행(측면 

차폐체 설치시에는 앞서 고정된 핀을 이용하여 위치를 잡는다. 
   한 쪽을 작업할 때 다른 쪽은 해체한다. 
 a) HIPD 빔 인출 중심선을 기준으로 base plate 이동 재정렬 
    정렬 방식은 2)와 같음 
 b) REF 80도 빔 인출 중심선을 기준으로 base plate 이동 재정렬 
    43도와의 중심점 일치도는 3)에서 확보되었으며, 변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렬 및 43도 확인은 3)과 동일한 절차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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